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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의 중요 성분을 추적하고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위한 하드웨

어를 구현하였다. 웨이블릿 변환과 부대역의 패킷화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고, 적용된 암호화 기법은 웨이블릿 변환의 레벨과

에너지 값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강도로 암호화가 가능하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암호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웨

이블릿 변환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고속의 웨이블릿 변환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리프팅

기반의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하고, 다양한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중모드를 가지는 블록암호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한다. 동일한

구조의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는 리프팅의 특성을 이용하여 단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셀을 제안하고 이를 확장하여 전체

리프팅 하드웨어를 구성하였다. 블록 암호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 AES, SEED, 그리고 3DES의 블록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데

이터를 최소의 대기시간(최소 128클록, 최대 256클록)만을 가지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혹은 복호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홀

로그램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단지 0.032%의 데이터만을 암호화되더라도 객체를 분간할 수 없었다. 또한 구현된 하드웨어는 0.25μm 
CMOS 공정에서 약 20만 게이트의 자원을 사용하였고, 타이밍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살펴볼 때 약 165MHz의 클록속도에서 안정적으

로 동작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new hardware for finding the significant coefficients of a digital hologram and ciphering 
them using 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 (DWPT).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and packetization of subbands is 
used, and the adopted ciphering technique can encrypt the subbands with various robustness based on the level of the wavelet 
transform and the threshold of subband energy. The hologram encryption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is to process DWPT, 
and the second is to encrypt the coefficients. We propose a lifting based hardware architecture for fast DWPT and block 
ciphering system with multi-mode for the various types of encryption. The unit cell which calculates the repeated arithmetic 
with the same structure is proposed and then it is expanded to the lifting kernel hardware. The block ciphering system is 
configured with three block cipher, AES, SEED and 3DES and encrypt and decrypt data with minimal latency time(minimum 
128 clocks, maximum 256 clock) in real time. The information of a digital hologram can be hided by encrypting 0.032% data 
of all. The implemented hardware used about 200K gates in 0.25μm CMOS library and was stably operated with 165MHz 
clock frequency in timing simulation.

Keyword : Hologram encryption, 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 block cipher, hardware design, l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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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영상과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

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들

이 개발되었고, 몇몇 알고리즘들은 국제 및 국내 표준으로

선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과 비디오 같은 멀

티미디어 매체는 데이터양이 방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암호

화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서 암호화하는 양을 줄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광학적으로 암호화를 시도하는 대상은 크게 2차원 영상

과 3차원 객체로 나누어진다. 광학을 이용하여 2차원 영상

을 암호화하는 최근 연구에는 확장된 fractional Fourier 
transform (FRT)과 디지털 홀로그라피 기술을 이용하여 광

학 영상을 암호화한 방법이 있다
[1]. 확장된 FRT는 두 번

사용되고, 두 FRT 사이에 랜덤 위상 마스크를 삽입한다. 
또한 Lensless Fresnel transform hologram에 기초한 파장

다중화 기법을 이용하여 컬러 영상을 암호화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2]. 가장 최근에는 이진 Fourier 변환 방식의

CGH와 화소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암호화하는 방

법도 제안되었다. 암호화된 영상은 이진 영상이기 때문에

잡음과 왜곡에 강인하다
[3]. 또한 암호화를 이용하여 3차원

객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반
사파 혹은 참조파의 경로에 위상 마스트를 삽입하여 3차원

객체를 위상 변이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암호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4]. 또한 컴퓨터로 생성된 랜덤한 위상키를 이용

하여 3차원 객체의 프레넬 회절을 임의의 평면으로 전파시

킴으로써 암호화하는 연구도 제안되었다
[5]. 광학 신호처리

분야의 선두 연구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Javidi 교
수팀은 위상-이동 디지털 홀로그래피 방식을 이용하여

CCD 카메라로 획득한 프린지 패턴을 랜덤 위상 마스크로

암호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프레넬 영

역에서 무손실 부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압축하였다. 이 방

법은 백색잡음으로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암호화 효율

은 높아지지만 암호화키로 복소 공액의 위상 함수를 사용

하므로 정밀한 마스크 키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6]. 

이산 여현 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 DCT)을 이용하

여 주파수로 변환한 후에 DC 값을 암호화한 방식과

Mallat-tree 방식의 이산 웨이블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을 이용한 후에 일부 부대역을 암호화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1]. 최근에는 DWPT(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주파

수 대역을탐색한후에 해당영역을 암호화하는 기법도 개

발되었다
[7]. 

최근에주로 연구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홀로그램

광학정보의 암호화 기법은 많은 연산량을포함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동작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DWPT 기반의 홀로그램 암호화 기법[7]을 바탕으

로 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의 구

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WPT 기반의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하드웨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결과

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의 암호화

디지털 홀로그램은 간섭패턴 형태이므로 그 자체로써는

시각적으로 홀로그램이담고 있는 내용을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홀로그램에 대한 복원 거리, 화소 크기, 및 참조

파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홀로그램의 전문가들에게는쉽

게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이자 고비용의 디

지털 홀로그램은 암호화 및 워터마킹과 같은 보안 기술을

통해서 보호 받을 필요가 있다. 홀로그램을 암호화하기 위

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홀로그램에 적응적이지않다는 단

점을 갖는다. 적응성이 없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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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디지털 홀로그램 암호화의 개념도
Fig. 1. Graphical concept of digital hologram encryption

LL HL

LH HH

(a) (b)

그림 2. DWT에 의한 부대역의 생성 (a) 1 레벨 (b) 5 레벨의 예
Fig. 2. Subband structure example by DWT (a) 1 level (b) 5 level

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최적화는 되지 않는다. 속도와 최적

화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어느 주파수 성분을 암호화 하였다면 역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주파수 성분을 공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워야 하고주파

수 성분을 예측하기 어려워야 한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자연 영상과 전혀 다른 주파수 특성

을 갖기 때문에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홀로그

램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mallat-tree 방식의 DWT가 적당하

지 않다. 즉 부대역을 패킷화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에 특화

된 부대역(subband) 구조로부터 추출된 주파수 성분을 암

호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대역 구조는 암호화된 주파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역과정을 이용한 공격이 어렵다. 디
지털 홀로그램에따라서각각의 부대역에 대해 적응적으로

DWT를 수행하고 그 기준은 에너지의 중요도에 의존한다. 
시각적인 인지도는 정보가 갖는 에너지의 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너지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은닉하여

암호화 효율을 높여야 한다. 

본 논문의 암호화 과정을 그림 1에 쉽게 나타내었다. 반
사파와 참조파의 위상차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

호화된 회절 패턴, 즉디지털 홀로그램을 획득하고 저장한

다. 이 과정을 그림 1(a)에 나타냈다. 디지털 홀로그램은 암

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전송된다. 만일 복호화 과정을거치

지 않고 재생하고자 한다면 그림 1(b)와 같이 왜곡된 객체

를 관찰하게 된다. 
2 dimensional(2D) DWT는열과 행방향으로 1D DWT를
각각 독립적으로 연산하여 수행된다. 2차원 데이터, 즉 영

상에 대해 2D DWT를 수행하면 각기 다른 주파수 특성을

갖는 4개의 영역이 생성된다. 이 영역을 부대역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LL, LH, HL, 및 HH 영
역으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L은 상대적인 저주파 성분을 의

미하고 H는 상대적인 고주파 성분을 의미한다. 4개의 부대

역은열과 행방향으로 다운샘플링되었기 때문에 4개의 부

대역을 합한 크기는 원영상의 크기와 동일하다. 1-레벨

DWT에 의해 생성된 부대역의 구조를 그림 2(a)에 표시하

였다. 처음으로 생성된 4개의 부대역 중에서 가장 저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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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역인 LL 부대역에 대해 2D DWT를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파수를 분할하는 방식을 Mallat-tree 방식이라

고 한다. Mallat-tree 방식으로 L-레벨만큼 2D DWT를 수행

하면 (3L+1)개의 부대역이 생성된다
[8]. 4개의 부대역 중에

서필요에따라 임의의 부대역을 선택하여 DWT를 수행하

는 방식을 이산 웨이블릿 패킷 변환(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 DWPT)이라 한다

[9]. 패킷화된 DWT 부대역의

구조를 그림 2(b)에 표시하였다. 

1. 홀로그램 암호 및 복호화 알고리즘

사용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림 3에 흐름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4개의 부대역으로 변환하

고, 4개의 부대역에 대해각각다시 DWT를 수행한다. 부대

역들의 에너지 분포를탐색하고, 다시 DWT를 수행할 부대

역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Selection Map과 Priority 
Map에 기록하여 탐색과정을 저장한다. Selection Map은

Start

Forward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Total Energy > ETH

Energy Calculation on Each 
Subband

Subband Selection Algorithm

Regular 
Encryption

Encryption Mode

Random 
Encryption

regular random

Energy Threshold 
(ETH)

Level Threshold 
(LTH)

Inverse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Cipher Key

no

yes

End

Statistical Information

Selection Map
Priority Map

그림 3. 홀로그램 암호화 절차
Fig. 3. Hologram encryption procedure

 

선택된 부대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Priority Map은 동

일한 레벨에서 선택된 부대역들 중 어느부대역이 암호화우

선순위가 높은지를 보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택된 부대역

들의총에너지값이임계치()보다 클때까지계속 진행된

다. DWT 레벨의 임계치()가 높아질수록각부대역의 크

기와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임계치를 만족시키

기 위해 선택되는 부대역의 개수는 증가하고 정밀하게 에너

지 합계를 조절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부대역들은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후에 역 PDWT
를 수행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7]. 
암호화 과정에서 생성된 Selection Map, Priority Map, 그

리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cipher key를 합쳐서 전체 se-
cret key가 된다. 이 secret key는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전달된다.  
그림 4에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복호화하는 절차를 나타

내었다. 복호화 절차는 암호화 절차의 역과정이고 암호화

시 사용하였던 cipher key를 그대로 사용하고, 암호화 과정

에서 추출했던 Selection Map와 Priority Map을 이용한다.

Start

Forward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Cipher Key

Selection Map
Priority Map

Regular 
Decryption

Decryption Mode

Random 
Decryption

regular random

Inverse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End

그림 4. 홀로그램 복호화 절차
Fig. 4. Hologram decryption procedure

2. 부대역 선택

디지털 홀로그램의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부대역을 선택

하는 방법은 그림 5의 순서로 수행한다. 에너지 집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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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대역을 추적하는 경우에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부

대역이 존재한다면 (LL, LH, HL, HH)의 순서로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에 의해 증가한 부대역에 대한 정보를 업

데이트한후에 에따라서 생성되는 부대역들의순서를

추적하여 Priority Map을 위한 Priority flag를 생성한다. 그
리고 에 따라 부대역을 선택하고, Selection Map을 위

해 Selection flag를 생성한다.  

Subbands

Level Ordering

Subband Ordering

Subband Decision

Priority 
Flag

Selection 
Flag

Subbands

Level Update

LTH

ETH

그림 5. 부대역 선택 절차
Fig. 5. Subband selection procedure

 와 의 값을 조절하여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가

능하다. 그림 6은   인 경우에 에따라 선택된 부

   

(a) (b)

   

(c) (d)
그림 6.   값에 의한 선택된 부대역 (a) 20 (b) 40 (c) 60 (d) 80
Fig. 6. the selected subbands according to   (a) 20 (b) 40 (c) 60 
(d) 80 

대역들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저 주파수 대역

은 반드시 포함시킨다. 최저 주파수 대역은 에너지의 양에

상관없이 전체 디지털 홀로그램의 평균주파수를 나타내므

로 암호화 시 포함시킨다. 

III. 하드웨어의 구조

1. 전체 하드웨어의 구조 및 동작

전체 하드웨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DWT를
수행하는 블록과 암호화 블록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7에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냈는데 DWT를 수행하는 블록

이 F/I-Lifting Processor이고, 암호화를 수행하는 블록이 
Cipher Processor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의 2D DWT를
수행하기 위해서 라인 기반의 리프팅(line-based lifting)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부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Energy 
Calculation 블록과 Subband Controller 블록을 사용한다. 

F/I-Lifting
Processor

Original 
Hologram

Energy 
Calculation

Encrypted 
Hologram

Dual-Port 
SRAM

Subband 
Controller

Cipher 
ProcessorCipher Key

Main 
Controller

그림 7. 최상위 블록의 하드웨어 구조
Fig. 7. Hardware architecture of top block

먼저 입력된 Original Hologram은 F/I-Lifting Processor
를 거치면서 첫 레벨의 2D DWT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는

Dual-Port SRAM에 저장된다. Energy Calculation 블록에

서 다음에 2D DWT를 수행할 부대역이 결정되고, Dual- 
Port SRAM에 저장된 부대역 정보는 Subband Controller에
의해서 다시 F/I-Lifting Processor에 입력되어 다음 레벨의

2D DWT를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목표 레벨까지계

속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그림 8(a)에
나타냈다. 목표 레벨까지 2D DWT가 끝나면 Dual-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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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2-L 3-L 4-L 5 6 7

Encryption

7 6 5 4-L 3-L 2-L 1-L

time

1-L 2-L 3-L 4-L 5 6 7

Decryption

7 6 5 4-L 3-L 2-L 1-L

Forward DWT

Ciphering

Inverse DWT

Forward DWT

Ciphering

Inverse DWT

그림 9. 동작 순서
Fig. 9. Operational Sequence

SRAM에 저장된 부대역 계수들 중에서 암호화 대상이 되

는 계수들은 Cipher Processor로 호출되어 암호화된다. 암
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그림 8(b)와 같다. 암
호화된 부대역계수들은 다시 Dual-Port SRAM의 자기 자

리에 그대로 입력된다. 다음으로 전체 부대역들을 이용하

여순방향 2D DWT의 역순으로 역방향 2D DWT를 수행하

여 암호화된 홀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F/I-Lifting
Processor

Original 
Hologram

Energy 
Calculation

Encrypted 
Hologram

Dual-Port 
SRAM

Subband 
Controller

Cipher 
ProcessorCipher Key

Main 
Controller

(a)

F/I-Lifting
Processor

Original 
Hologram

Energy 
Calculation

Encrypted 
Hologram

Dual-Port 
SRAM

Subband 
Controller

Cipher 
ProcessorCipher Key

Main 
Controller

(b)

그림 8. 동작종류에따른하드웨어사용 (a) 순/역방향 DWT, (b) 암호화/복호화
Fig. 8. Hardware usage according to operation (a) forward/inverse 
DWT, (b) encryption/decryption

전체적인 동작 순서를 그림 9에 나타냈다. 그림 9의 윗
부분은 홀로그램 암호화 과정이고, 아래 부분은 홀로그램

복호화 과정이다. 그림에서 네모 상자 내의 숫자는 DWT 
레벨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Encryption과 Decryption은 가

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표시

했지만 실제로는 더 작은 시간을 소요된다. 

2 DWPT를 위한 리프팅 블록의 구조

리프팅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웨이블릿 필터의 다상

행렬(Polyphase matrix)을 삼각 행렬(Triangular matrix)과
대각 행렬(Diagonal matrix)로 인수분해(factoring)하는 것

이다
[10]. 이는 밴드 행렬(banded -matrix) 곱셈에 의해서 웨

이블릿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와 를각각저

주파 및 고주파 해석 필터(Analysis filter)라 하고 와

를 합성필터(Synthesis filter)라 할 때 아래와 같이 식

(1)과 (2)로 각각의 다상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1)

 



 

  




 (2)

 ( , )가 상보적인 필터쌍이라면 는 반드시

아래의 식 (3)과 같은 리프팅 과정들로 인수분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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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I-Lifting 프로세서의 구조
Fig. 11. Architecture of F/I-Lifting processor

Split

+

-

x[n]

-

+

Merge x[n]

xe[n]

xo[n]

xe[n]

xo[n]

Forward Lifting Transform Inverse Lifting Transform

)(~ zt )(~ zs

K

1/K

LP

HP

1/K

K

)(~ zs )(~ zt

그림 10. 팩토링을 이용한 정방향/역방향 리프팅 방식의 구조도
Fig. 10. Forward/inverse lifting scheme using factoring

여기서 K는 상수이다. 그림 10은 식 (3)의 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리프팅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리프팅을 이용한

웨이블릿 변환은 크게네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입력

신호 을짝수 번째 신호  과 홀수 번째 신호  

의 두 성분으로 분할(정변환 리프팅) 및 결합(역변환 리프

팅)한다. 다음으로예측연산자 를 이용하여짝수 번째

신호로부터 홀수 번째 신호를 예측할 때 얻어지는 에러에

해당하는 웨이블릿계수를계산한다. 예측과정을 통해얻어

진 결과는 웨이블릿 변환에서 고주파필터링의 결과에 해당

한다. 다음으로 입력신호 을 근사하여 나타내는 스케일

링(Scaling) 계수를 얻기 위해  과 예측 오차를 결합한

다. 이것은 웨이블릿계수에갱신 연산자 를 적용한 다

음  를 더하여 구한다. 갱신 과정을 통해계산된 결과는

웨이블릿 변환에서 저주파 필터링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림 10의 리프팅 연산에서 예측 및 갱신 연산을 위해

(9,7) 필터를 이용하면 동일한총 4단계의곱셈과덧셈과정

을 거치는데, 이를 식 (4)부터 (7)에 나타냈다. 식 (8)과 (9)
는 스케일링 과정을 나타낸다. 


  

 
 

  (4)


  

 
 

  (5)


  

 
 

  (6)


  

 
 

  (7)

  


(8)

  
  (9)

그림 11은 리프팅 방식의 F/I-Lifting Processor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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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체적인 H/W 구조
Fig. 13. Global H/W block diagram

고 있다
[11]. (9,7)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 필터계수와 4단계

의 연산을거치면서 리프팅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4개의

LBFC(Lifting-Based Filtering Cell)가 요구되고 20 클록의

대기 지연을 가진다. (5,3)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2개의

LBFC만필요로 한다. 또한 (5,3) 필터를 사용할 경우 (9,7) 
필터에 비해서 1/2의 H/W 자원만 사용하여 두배의필터링

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1에서앞의 두 LBFC와 MUX 
다음의 두 LBFC에 의해서병렬적인필터링을 수행한다. 이
때 MUX에 의해서 3번째 LBFC로 직접 입력을 넣어준다. 
그림 12(a)에는 그림 11의 F/I-Lifting 프로세서를 구성하

고 있는 기본 셀인 LBFC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12(a)의

R

R
LFC

DIN

DOUT

RR
*

+ R R

+

(a)

LFC

DIN

DOUT

RR

*

+

+L
in

e 
B

uf
fe

r

L
in

e 
B

uf
fe

r

L
in

e 
B

uf
fe

r

L
in

e 
B

uf
fe

r

(b)

그림 12. 셀의 구조 (a) 수평방향 LBFC, (b) 수직방향 LBFC
Fig. 12. Cell architecture of (a) horizontal LBFC, (b) vertical LBFC

수평방향의 DWT 연산을 위한 LBFC는 식 (4)에서 (7) 중
의 하나를 연산할 수 있다. 따라서총 4개의 수식을 처리하

기 위해서는 그림 11과 같이 4개의 LBFC가필요하다. 다른
변환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2차원 DWT도 수평 방향과 수

직 방향의 변환 사이에는 분리성(seperability)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필터링은 방향만 다를뿐

이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 하지만 수직 방향의 데이터

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 12(b)와 같이 라인버퍼(Line 
Buffer)가 필요하다. 

3. 암호화 블록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전체적인 H/W의 구조를 그림 13
에 나타냈다. 그림 13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인 H/W는 블록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는 부분(Cipher), 인터페이스를

위한 입력 및 출력부(Input/Output serial buffer), 초기벡터

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및 카운터(IV/Counter), 블록 암호 모

드를 위한 블록들, 그리고 전체 H/W를 제어하는 제어기로

구성된다. 블록 암호시스템은 AES[12], SEED[13], 그리고

3DES[14] 등의 국내외 표준 블록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입출력 동작의 테스트를 위한 가상 암호화시

스템(Virtual Cipher)도 내장되어 있다. 
H/W의 기본적인 동작모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최소

의 대기시간(최소 128클록, 최대 256클록)만을 가지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혹은 복호화시킬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CFB를 제외한 모든 블럭암호화 모드(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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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OFB)를 지원하고 최근 많이 사용되는 CTR(Counter) 
모드도 지원한다. AES에 의해 128, 192, 256 비트의 키길

이를 가지는 암호화 동작이 가능하고 1-DES, 2-DES, 그리

고 3-DES 등의 다양한 DES 동작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가능하다. 알고리즘 확장성을 보유한 H/W로 구현되었고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의 동시적인 동작을 통해 H/W 사용

률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같은 시간에 동

작을 시작할 수는 없고 입력버퍼혹은출력버퍼에서충돌

이 없도록 몇 클록의 여유를 두고 동작 시켜야 한다. 적절한

H/W 공유와 프로그래머블한 특성이 강한 내부 데이터 패

스를 통해 자체적인 블럭암호화 모드가 지원 가능하기 때

문에 다양한 방식의 암/복호화가 가능하다. 전체적인 동작

은직렬통신에 의해서 프로그래밍되는데총프로그래밍에

17클록을 사용하고 프로그래밍된 명령어의 디코딩을 통해

생성된 제어신호에 의해 전체적인 동작이 결정된다.
직렬입력버퍼를 통해직렬로 입력된 데이터는 최대 128 

비트 단위로버퍼링되어 입력버퍼(Input buffer) 혹은 초기

백터버퍼/카운터(IV/Counter)에 저장된다. CTR 모드의 경

우 초기백터를 카운팅하며 사용하므로 초기벡터버퍼는 카

운터를 내장한다. AES의 256 비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동작을 할 경우 초기백터버퍼와 입력버퍼에 각각 128 비
트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용한다. 입력버퍼에 저장된 데

이터는 각 블록 모드 암호화 동작을 위해 저장 버퍼들

(Stage1/2 storage buffer)을 통해 시간적인 버퍼링을 수행

하여 데이터의 소실없이 암호화를 수행한다.
AES 암호 알고리즘은 입출력이 블록단위로 동작하는 알

고리즘으로 기본 단위는 바이트(byte) 단위이고 내부적으

로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성된다. AES의 암호화 과정은

AddRoundKey(), SubBytes(), ShiftRows(), MixColumns(), 
AddroundKey()으로 구성되고 마지막라운드는 3개의 변환

있는데 SubBytes(), ShiftRows(), AddRoundKey()로 구성

된다. 
구현된 H/W에서는 데이터패스부와 제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데이터패스부는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키발생기

(Key Scheduler), 생성된 라운키를 저장하는 키 저장레지스

터(Key Register), 모듈로 연산을 테이블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듈로롬(Modulo ROM),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는 암

호화기(Cipher)로 구성되며, 제어부는 키발생(KeyScheduler) 
제어부, 암호화(Cipher) 제어부, 그리고 AES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전체 제어부로 구성된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

한 H/W는 자원 공유를 통해 통합된 구조로설계되었고 비

선형 함수의 모듈로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룩업테

이블(Look-Up Table, LUT)을 이용하여설계함으로써 고속

동작을 할 수 있다. 구현된 AES는 128, 192, 그리고 256 
비트의 키길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상황

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의해 쉽게 동작모드를 변환할 수

있다. AES의 구조를 그림 1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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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ES의 H/W 구조
Fig. 14. H/W block diagram of AES cryptosystem

구현된 SEED의 전체적인 H/W 구조를 그림 15에 나타냈

다. SEED는 128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Feistel구조를 이룬다. 게이트 수를 줄이기 위해 G함수를 F 
함수와 키 생성기가 시간적 스케줄링에 의해 공유하는 구

조를 가지고 G 함수 내부에 S-box는 원래 알고리즘에 비해

반만을 H/W로 구현하고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SEED H/W는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게 데이터 패

스부와 제어부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데이터 패스부는 라

운드 키 생성부(Key generator), F 함수부(F-function), 라운

드 키 저장부(Round key register), 입/출력 처리부(In/out 
data process), 그리고 라운드 처리부(Round XOR과 round 
MUX)로 구성하였고, 제어부는 3개의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Machine, FSM)와 인코더(Encoder)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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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W block diagram of 3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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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H/W block diagram of SEED cryptosystem

였다. 데이터 패스부 내의 모든 모듈들은 제어부에서 생성

되는 제어 신호로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 동작순서는 크

게 라운드 키 생성부분과 암호화 혹은 복호화 부분으로 나

누어진다. 복호화는 암호화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나, 생
성되는 라운드 키만 역순으로 적용된다. 

DES의 경우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SEED와 유사

한 Feistal 구조를 가지고 16라운드를 수행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한다. 그림 17에 나타난것과 같이 DES의 반

복적 사용을 통해 2DES 및 3DES의 동작을 할 수 있고

3DES 제어(3DES Control)블록이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DES의 다양한 동작을 제어한다. 즉, MUX를 통한 궤환구

조를 형성시켜 DES의 암호화 혹은 복호화 된 결과를 재입

력 받아 다중 DES를 수행한다. 이때 3DES 제어 블록은

DES 블록을 적절하게 암호화 혹은 복호화 모드로 동작시

키고 그에 해당되는 암호키를 입력하여 준다.
암호화 블록은 입력과 출력율이 동일한 성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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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암호화 프로세서가 가질수 있는 최대의 성능이다. 암
호화 프로세서에 따라서 동작 주파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

체 하드웨어가 동일한 클록 도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165Mbps의 성능을 갖는다. 암호화 동작은 단위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L-Lifting 프로세서

의 출력율에 따라서 암호화 블록은 병렬화를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 
                                           

IV. 실험 결과

1. 하드웨어 구현 결과

제안된 하드웨어는 VHDL(VHSIC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여 H/W로 설계하였다

[13]. 설계는

VHDL 하향식(top-down) 설계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

며특정 구현 대상에 국한하지않는범용적인 설계를 이루

Module Gates

Multiple-DES 23,425

AES 40,521

SEED 23,333

Virtual Cipher 1,404

I/O Interface 2,941

Control Part 423

Block Mode 14,050

LFDWT_HOR 14,336

Scaling Block, Logics 3,590

LFDWT_VER 62,118

Scaling Block, Logics 3,745

SDRAM Controller 5,439

Energy Calculation 2,328

Subband Controller 1,693

Main Controller 879

Total 200,225

표 1. 구현된 H/W의 자원 사용률
Table 1. Resource usage of the designed H/W

고자 오직 IEEE 표준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하였다. 각각
의 모듈들은 RTL(Register Transfer Level)수준으로 설계

되었고, 구조적 수준(structure-level)에서 서로 연결되었

다. 설계된 H/W를 검증하기 위해 Hynix 0.25μm CMOS 
공정을 통해 Synopsys의 Design CompilerTM로 논리 합

성을 수행하였다. 합성 후에 측정된 H/W 자원을 표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전체 회로는 약 20만개의 게이트로

구성된다. 그림 17에는 구현된 H/W의 합성 결과를 RTL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ModelSim을 이용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통해 165MHz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동작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Synopsys를 이용한 RTL 수준의 합성도
Fig. 17. RTL synthesis diagram using Synopsys

그림 18은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냈는데 합성

후 추출된 Netlist의 시간적 지연 정보(SDF file)를 사용해

서 타이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F/I-Lifting 
Processor를 통해 2D DWPT를 수행한 이후에 데이터가

Ciphering Processor로직렬입력되면 일정 대기지연시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암호화된직렬데이터가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찰하면각각의

암호 알고리즘의 동작에 대해서 키를 생성할 경우에는

"key_rdy" 신호가 발생하고 암호 혹은 복호화 동작을 할

경우에는 ''data_rdy"신호가 발생하여 현재 동작 상태에 있

는 암호 알고리즘을 외부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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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암호화 과정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18. Simulation result of ciphering process

2. 암호화 효과

디지털 홀로그램을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 암호화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각적으로 암호화 효과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홀로그램보다 역 CGH를 거쳐복

원된 3차원 객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19에 3차원 객체의

암호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는 6이고 는 15에서 30

까지 변화시켰다. 이 영역에서의 에 대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이 영역에서 객체를 식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객체를 식별할 수 없는 지점의 는 에 따라서 달라

진다. 그림 19(a)는 홀로그램을 복원한 객체의 원본을 나타

내고 그림 19(b)는   이고   인 조건에서 암호

화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원한 객체 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19(c)는   이고   인 조건에서 암호화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원한 객체 영상을 나타내는데, 이
조건이 되면 객체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9의 나타낸복원된 객체에 대해 사용된 홀로그램

은 1024×1024의 크기이고, 화소 크기는 10.4μm이다. 그림
19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객체는 CGH를 통해 생성된 홀

로그램에 대해 1m의 거리에서 복원된 결과이고, 세 번째

객체는 광학적으로 획득된 홀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a) (b) (c)

그림 19. 암호화 결과 (a) 원 객체 (b)    (PSNR : 10.0074dB, 
12.0148dB, 9.9322dB) (c)    (PSNR : 10.1576, 8.8357dB, 
9.8329dB)
Fig. 19. Visual example of the encrypted and reconstructed objects 
(a) original object (b)    (c)    

 암호화된 3차원 객체를 시각적으로 관찰하면서 별

로 3차원 객체를 분별할 수 없는 를 선정하였다. 선택

된 에서 암호화 영역의 비율에 대한 평균을 표 2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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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암호화 영역의 비율 및 및 암호화 효율성은 참고

문헌[8]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표 2는 수치적인 암호화 결

과와 시각적인 판단을 종합한 결과에 해당한다. 표 2를 살

펴보면 이 증가하면 객체를 분별할 수 없는 는 증

가하고, 암호화된 영역의 비율은감소한다. 즉, 주파수를세

분화시키면 작은 영역만을 암호화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암호화되어 암호화 효율은 높아진다. 레벨 7의 결

과를 살펴보면 전체 데이터의 0.032%만을 암호화하여도

객체가 완전히 은닉된다. 레벨 6의 경우는 0.053%를 암호

화 하였을 때 객체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표 2에서 가

7인 경우는 가 6인 경우보다 암호화 효율이 거의 2배

가 높다. 가 5와 6은거의 유사하고 가 5인 경우는

4인 경우보다 2.5배정도 높다. 표 2에서 에 대한 

의 값은 암호화를 위한 최적의 부대역 조합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표 2. 암호화 효율의 분석 및 비교
Table 2. Analysis and comparison of encryption efficiency

Item


3 4 5 6 7
 20 25 30 30 35

Ratio of Encrypted Region (%) 1.563 1.563 0.684 0.635 0.415 

Ratio of Encrypted Data (%) 0.156 0.142 0.056 0.053 0.032

Efficiency Ratio (%) 11.7 16.1 48.0 51.7 100.0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암호화하기 위한 하드

웨어의 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디지털 홀로그

램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DWPT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였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독특한 특성을 위해서 이

산 웨이블릿 변환을 패킷화하여 홀로그램의주파수 성분을

분해하고, 이들 주파수에서 중요한 주파수 성분을 추적하

였다. 이로부터 중요한주파수, 즉많은 에너지를갖는주파

수 성분을 선택하고 암호화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암호화

하였다. DWPT의 고속화를 위해서 DWT를 팩토링한 리프

팅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하였다. 암호화 알고리즘

에는 AES, SEED, 그리고 3DES의 블록 암호화 기법을 이

용하여 각각 하드웨어로 구현하였다. 구현된 하드웨어는 
Hynix 0.25μmm 공정으로 합성하였고, 약 20만개의 게이트

를 사용하면서 165Mhz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였다. 제안

한 홀로그램 암호화 하드웨어는 암호화 조건 등에 따라서

다양한 암호화 강도를 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DWPT 레벨이 증가할수록 암호화양에 대한 암호화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연산량이 증가하므로응용분야에따라서

레벨과 에너지양, 그리고 암호화 강도를 적절하게 선택해

서 사용해야 한다. 7레벨의 경우에 전체 데이터 중에서

0.032%의 데이터만을 암호화한다 할지라도 복원된 객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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