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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이미지에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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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reversible secret sharing scheme using AES algorithm in encrypted images.

In the proposed scheme, a role of the dealer is divided into an image provider and a data hider. The

image provider encrypts the cover image with a shared secret key and sends it to the dealer. The dealer

embeds the secret data into the encrypted image and transmits encrypted shadow images to the

corresponding participants. We utilize Galois polynomial arithmetic operation over 28 and the coefficient

of the higher-order term is fixed to one in order to prevent the overflow. In experimental results, we

demonstrate that the PSNR is sustained close to 44dB and the embedding capacity is 524,288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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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밀 공유(secret sharing)는 기존의 암호화 방법

과는 달리 비밀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된 참가자 다수에게 비밀의 조각을 분배하고, 비

밀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참가자

들로부터 비밀의 조각을 수집하여 본래의 비밀을 확

인하는 것이다. 비밀 공유 기법은 한사람이 비밀을 

소유할 수 없는 군사 로켓 발사 시스템이나 은행 거

래 시스템의 접근 등과 같은 접근 제어(access con-

trol) 방법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1-3].

비밀 공유 기법은 명의 인증된 참가자 중 적어도 

명 이상이 모이면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다는 ()-

threshold의 개념을 사용했고, 명 보다 적은 인원이 

모일 경우에는 비밀을 확인할 수 없으며, 참가자 개

개인이 소유한 비밀의 정보를 통해 본래의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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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다[4]. 비밀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Lagrange 보간법을 이용하여 본래의 다항식을 복원

하여 비밀값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 후 Shamir

의 비밀 공유 기법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5-9]. 2002년에는 

Thein과 Lin [10]에 의해 처음으로 그레이스케일

(grayscale) 이미지를 이용한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비밀이미지에 대한 손실이 발

생하는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안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제안되었다[11-17]. 2010년에는 Lin과 Chan

[18]에 의해 가역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이 제안되었

고, 임계(threshold)값인 에 따라 비밀이미지의 삽

입 용량(embedding capacity)이 비례적으로 증가하

는 장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명 이하가 공모되더

라도 비밀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거나 삽입 용량이 

증가할수록 공유 이미지(shadow image)의 왜곡 정

도가 심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했다.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은 커버이미지 내에 비밀 정

보를 은닉(hiding)하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

raphy)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스테가노그

래피에서 연구 중인 다양한 비밀 정보 삽입 기법들이 

비밀이미지 공유에도 적용 중인 사례가 존재하고

[10-18,21,22], 최근에는 암호화된 이미지(encrypted

image) 내에 비밀 정보를 숨기는 방법들도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19,20]. 이는 기존의 커버이미지 공급

과 비밀 정보의 은닉을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된 것과 

달리 이미지의 정보를 이미지 제공자(image pro-

vider)와 데이터 수신자(data receiver)만이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경우 비밀 정보를 커버이미지에 숨기

는 사람을 알 수 없어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미지 

제공자가 자신의 커버이미지를 암호화 과정을 통해 

암호화된 이미지로 변경한 후 이를 비밀 정보를 숨기

는 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커버이미지의 

노출이나 기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혹은 커버이미

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장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AES 표준 암호 알고리듬를 사용하

여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암호화된 이미지에 

비밀이미지의 정보를 은닉하여 참가자들에게 공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밀 공유 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기법에서는 기존의 딜러의 역할을 이미지 제

공자와 비밀을 조각으로 분리하여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삽입하는 데이터 은닉자(data hider)로 분리한

다. 이미지 제공자는 자신의 커버이미지를 모든 참가

자들과 공유한 비밀키와 AES 표준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한 후 데이터 은닉

자에게 전송한다. 데이터 은닉자는 비밀을 조각으로 

분리하여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삽입한 후 공유 이미

지를 생성하고, 이를 해당 참가자에게 분배한다. 본

래의 비밀을 복원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명 이상

의 참가자들이 모여 자신이 소유한 공유 이미지를 

제출하여 본래의 비밀을 확인한 후 각 참가자는 이미

지 제공자와 공유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복호화 과정

을 수행한 후 커버이미지를 확인한다. 또한, 효율적

인 비밀이미지 공유와 오버플로우(overflow)를 방지

하기 위해 유한체(GF(28))상에서 다항식 연산을 수

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배경 이론이 되는 암호화된 이미지를 이용한 정보은

닉 기법과 Shamir의 비밀 공유 기법을 소개한 다음,

3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세 가지 알고리듬을 설명

한다. 여기에서는 제안한 알고리듬의 전체적인 개요

와 암호화된 이미지의 생성, 공유 이미지 생성, 비밀

이미지와 커버이미지 복원 알고리듬을 각각 서술한

다. 제안한 기법에 대한 실험 및 결과 분석을 4장에서 

다루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암호화된 이미지에 기반을 둔 가역 정보은닉 기법

암호화된 이미지에 기반을 둔 가역 정보은닉 기법

은 3명의 사용자들로 구성된다. 이미지 제공자(image

provider), 데이터 은닉자(data hider) 그리고 데이터 

수신자(data receiver)이고, 각각의 역할은 Fig. 1과 

같다. 이미지 제공자는 데이터 수신자와 공유된 비밀

키를 이용해 자신의 커버이미지(cover image)를 암

호화한 후 데이터 은닉자에게 암호화된 이미지를 전

송한다. 암호화된 이미지를 수신 받은 데이터 은닉자

는 데이터 수신자와 미리 공유된 데이터 은닉키를 

이용하여 자신이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를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삽입한 후 이를 데이터 수신자에게 전송

한다. 이를 수신 받은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 은닉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미지 제공자와 공유된 비밀키를 이용하

여 암호화된 이미지를 복원한 후 본래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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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Zhang's encrypted image-based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

확인한다[19].

이러한 기법은 Zhang[19]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

된 것으로 커버이미지 내에 임의의 픽셀 블록을 의사 

난수와의 XOR 불대수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화된 이

미지를 생성했다. 픽셀의 블록 크기가 작을수록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Hong 등[20]은 보안 강도에 따라 적응적인 

블록 사이즈 선택 기법을 제안했다.

2.2 Shamir의 비밀 공유 기법

Shamir는 -threshold 개념과 다항식(poly-

nomial) 연산 및 Lagrange의 보간법(interpolation)

에 기반을 두어 비밀 공유 기법을 제안했다[4]. 초기

화 과정, 공유값 분배과정, 그리고 비밀 복원과정으

로 모든 과정에서 하나의 비밀로부터 공유값을 생성,

분배, 그리고 복원하는 역할은 딜러가 수행한다. 딜

러는 합법적으로 인증된 자로 가정한다[1-4].

초기화 과정에서 딜러는 소수 에 대하여 상의 

0이 아닌 서로 다른 원소 개를 선택(  ≥ )하고,

이를 로 표기한다. 단, 는 참가자들의 순번을 의미

하고, 범위는  ≤ ≤ 을 만족한다. 임의의 에 대해

서, 딜러는 고유값 를 번째 참가자 에 대응시켜

준다.

공유값 분배과정에서는 먼저, 딜러가 공유하려는 

비밀()을 상의 원소로 가정한다. 딜러는 상에

서  개의 원소들을 비밀스럽게 선택하고, 이를 

 …  로 각각 표기한다. 임의의 에 대해, 딜러

는 식 (1)을 이용해 공유값    값을 생성한다.

딜러는 해당 참가자 공유값()을 분배한다.

  
 ⋯  

   mod  (1)

비밀 복원과정에서는 딜러에 의해 명의 참가자 

중 적어도 명 이상의 인원으로 부터 참가자 가 

소유한 공유값 를 수집한다. 수집한 (  )쌍들과 

Lagrange 보간법을 이용하여 공유값 분배과정에서 

사용했던 식 (1)을 식 (2)에 의해 복원한다. 딜러에 

의해 복원된 식 (2)를 통해 비밀()를 계산한 후, 비

밀의 복원을 완료한다.

  
  



 
 ≤  ≤   ≠ 

 

  mod  (2)

단, 와 는 순번이 번과 번째인 참가자의 고

유값을 각각 의미하고, 는 에 대응되는 값이

며, 는 소수이다.

3. 암호화된 이미지에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한 가역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암호화된 이미지에서 대칭

키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한 가역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암호화된 이미지

의 생성 과정, 비밀이미지의 공유 과정과 복원 과정

을 각각 알고리듬으로 기술한다.

3.1 용어 정의와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은 Shamir의 ()-

threshold 기법에 기반을 두고, 그레이스케일(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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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the proposed scheme.

Table 1. The definition of terminology

Terms Description

     A set of pixels in a cover image () with ×

     A set of pixels in an encrypted image () with ×

      A set of pixels in a secret image () with ×

 -th participant


 
   A set of pixels in a shadow image () for -th participant with ×

 -th polynomial of ( )-degree for secret image sharing

scale) 이미지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 체

상에서의 다항식 연산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개요는 Fig. 2와 같고, 각각의 사용자가 수행하는 역

할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제공자는 자신이 소유한 커버이미지를 대

칭키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암호화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딜러는 자신

이 은닉하고자 하는 비밀이미지를 새로운 비밀이미

지 공유 방법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숨긴 

후 명의 참가자에 대한 공유 이미지를 생성하여 참

가자에게 각각 분배한다. 한편, 임의의 참가자들이 

본래의 비밀이미지를 복원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명 이상의 참가자들로부터 공유 이미지를 수집한 후 

본래의 비밀 데이터를 Lagrange 보간법을 이용하여 

본래의 다항식을 복원한 후 비밀이미지를 복원하고,

본래의 암호화된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를 참가자 

자신이 소유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복호화 과정을 수

행하면 본래의 커버이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

해 딜러는 이미지 제공자로부터 전달받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제공자와 참가자 간의 

안전한 저작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이미지 제공자와 

참가자 또는 딜러와 참가자들 간의 이중 인증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의 

알고리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Table 1

과 같다. 커버이미지, 비밀이미지, 참가자 의 공유 

이미지를 각각  ,  , 
로 표기한다. 과 은 

각각 와 
및 의 행(row)과 열(column) 크기

를 지칭하고, 각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 , 은 

8비트 단위의 픽셀 값으로 나타내며, 다항식 의 

최고차항의 차수(degree)는 임계값 에 의해 결정된

다.

3.2 암호화된 이미지 생성 과정

본 과정에서는 이미지 제공자에 의해 자신이 소유

한 커버이미지로부터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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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암호화된 이미지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입력(input) : 커버이미지

출력(output) : 암호화된 이미지와 공유된 비밀키

step 1 : 이미지 제공자는 커버이미지의 암호와 

복호를 수행하기 위해 참가자들과 공유할 비밀키(K)

를 선택한다. 선택된 비밀키의 크기는 AES 표준 알

고리듬의 권고 사항에 따라 128비트, 192비트, 256비

트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step 2 : 선택된 비밀키()의 크기에 따라 AES

표준 알고리듬 내의 수행할 라운드 횟수를 결정하고,

커버이미지의 픽셀 값을 비트로 표현하여 128비트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AES 표준 알고리듬을 식 (3)과 

같이 수행하여 임시의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

한다.

    …  
 (3)

단   ≤ ≤



은 16개의 커버이미지 내의 

픽셀들을 연결한 값으로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tep 3 : 생성된 임시의 암호화된 이미지를 블록 

암호 연산(block cipher operation) 기법 중 하나인 

카운터 모드(counter mode: CTR)을 이용하여 선택

하여 암호화된 이미지()를 식 (4)와 같이 생성한다.

    … 

  
 (4)

단 ‘||’은  간의 연결(concatenation)

을 의미한다.

step 4 : 생성된 암호화된 이미지()를 딜러에게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비밀키()는 모

든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분배한다.

3.3 공유 이미지 생성 및 분배 알고리듬

본 과정은 이미지 제공자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

된 이미지 내에 비밀이미지를 딜러에 의해 삽입한 

후 생성된 공유 이미지를 해당 참가자에게 분배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된 이미지의 픽셀 값과 비밀이미지

의 픽셀 값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생성한 후 해당 참

가자의 인덱스 값을 이용해 함수 값을 생성한 후 각

각의 암호화된 이미지 내에 삽입하게 된다.

입력(input) : 암호화된 이미지, 비밀이미지

출력(output) : 개의 공유 이미지

step 1 : 번째 암호화된 이미지 블록()를 로

부터 식(5)와 같이 생성한다. 는 8비트로 구성되고,

의 개수는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 

가 8비트로 구성되지 못할 경우 알려진 패딩 방법을 

이용해 8비트를 구성한다.

         

    (5)

단 는 2비트 LSB 추출(extraction)을 의미하

고, 의 범위는  ≤  ≤



이다.

step 2 : 를 이용하여 다항식 를 식(6)과 

같이 생성한다.

   ⋯  
      mod  (6)

단 는 유한 체(GF(28))상에서의 기약다항식

(irreducible polynomial)을 의미하고,  ≤  ≤





이며, 의 개수는 임계값이 일 경우  개가 다항

식의 계수로 삽입된다.

step 3 : 번째 참가자( )의 함수 값 

를 식 (7)

과 같이 계산한다.



  
   (7)

단 
는 번째 참가자의 고유값을 의미하고,

 ≤ ≤이다.

step 4 : 생성된 

를 번째 참가자의 공유 이미지 


를 구성한다. 

를 구성은 Fig. 3과 같이 

의 연속된 4개의 픽셀에 대해 

를 2비트씩 나누어 

각 픽셀 내에 2비트 LSB 대체 방법을 이용하여 삽입

한다. 다른 참가자에 대한 공유 이미지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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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generating the I -th shadow image.

step 5 : 생성된 공유 이미지 
를 번째

( ≤ ≤ ) 참가자에게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분배

한다.

3.4 비밀이미지와 커버이미지 복원 과정

본 과정은 비밀이미지와 암호화된 이미지를 La-

grange 보간법에 의해 복원을 수행한다. 비밀이미지 

복원 후 각 참가자는 이미지 제공자로부터 전송받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복원된 암호화된 이미지를 복

호화 과정을 통해 본래의 커버이미지를 확인한다.

입력(input) : 개의 공유 이미지, 비밀키

출력(output) : 복원된 비밀이미지, 복원된 커버

이미지

step 1 : 번째 참가자의 공유 이미지 
내의 

연속되는 4개의 픽셀로부터 2비트 LSB를 추출하여 

′를 식 (8)과 같이 구성한다.

′  ′′′′′′′′
        

    (8)

step 2 : 식(9)와 같은 Lagrange 보간법을 이용하

여 다항식 ′를 식(10)과 같이 복원한다.

′ 
  

 




′ × 

 ≤  ≤ ≠ 










mod  (9)

′    ′  ⋯   
     mod   (10)

단 는 유한 체(GF(28))상에서의 기약다항식

(irreducible polynomial)을 의미하고,  ≤  ≤





이다.

step 3 : ′의 일반항의 계수들로부터 비밀이

미지의 픽셀들   을 수집한 후 본래의 

비밀이미지를 복원한다.

step 4 : 각 참가자는 ′의 상수항으로부터 

암호화된 이미지 블록  ′를 이용하여 본래의 암호화

된 이미지  ′를 복원한다.

step 5 : 각 참가자는 복원된 암호화된 이미지 

 ′를 비밀키()와 AES 표준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복호화과정을 수행한 후 본래의 커버이미지를 확인

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과 다른 

기법들 [13-15] 간의 삽입용량(embedding capacity)

과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비교 분석

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우수

성을 검증한다.

4.1 실험 도구와 평가 기준

대부분의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들에 대한 성능 평

가는 크게 두 가지 측정 기준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삽입용량으로서 커버이미지 내에 비밀 이미지를 숨

겨 공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공유 이미지 내에 

얼마나 많은 비밀 데이터가 삽입되었는지를 측정하

는 것이다.

다른 측정 기준은 커버와 공유 이미지 간의 이미

지 왜곡(distortion)이다.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의 목

적은 공격자에게 커버이미지 내에 비밀 데이터를 은

닉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커버와 공유 

이미지 간의 왜곡은 매우 중요하다.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SNR을 사용하고, 이것은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 log
 

 (11)

단 는 에러(error) 평균의 제곱(mean squared

error)값으로 식 (12)와 같이 표현되고, 는 한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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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4. Eight grayscale test images: (a) Lena, (b) Baboon, (c) Airplane, (d) Peppers, (e) Boat, (f) Man, (g) Elaine 

and (h) Woman.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embedding capacity 

(unit: bit)

Test

images

Lin &

Tsai [13]

Wang &

Shyu [14]

Chang

et al. [15]
Proposed

Lena 524,288 131,072 786,432 524,288

Baboon 524,288 131,072 786,432 524,288

Airplane 524,288 131,072 786,432 524,288

Peppers 524,288 131,072 786,432 524,288

Boat 524,288 131,072 786,432 524,288

Man 524,288 131,072 786,432 524,288

Elaine 524,288 131,072 786,432 524,288

Woman 524,288 131,072 786,432 524,288

셀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댓값(maximum value)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255를 사용한다.

  



  

  

  
 (12)

단 와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암호화된 이

미지와 공유 이미지의 번째 픽셀 값을 각각 의미한

다.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두 이미지 간의 

왜곡이 거의 없는 것(최대값: ∞)이고, 낮으면 낮을수

록 두 이미지 간의 왜곡은 매우 많아져(최소값: ),

사람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왜곡의 PSNR 값은 로서 

이 값보다 적을 경우 왜곡 확인이 가능하다.

실험에 사용된 커버이미지는 Fig. 4와 같이 비밀

이미지 공유 기법들의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8개를 사용했고, 각 이미지

의 크기는 ×로 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2, 3)-threshold과 (4, 4)-threshold

(Wang & Shyu[20] 기법에 해당)인 경우에 대해 실

험을 수행했다. 비밀이미지는 난수를 발생하는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비트열(bitstream)을 생성한 

후 이를 8비트 단위로 나누어 하나의 픽셀로 사용하

였다.

4.2 삽입 용량의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공유된 이미지 내에 삽입된 

비밀 데이터의 용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

여 다른 기법들[13-15]과 비교를 수행했다. Table 2

는 삽입 용량에 대한 다른 기법들과 제안한 기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에서 8개의 테스트 이

미지들에 대해 각 기법마다 모두 동일한 값이 나타난 

이유는 공간 영역(spatial domain) 내에서의 LSB 대

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Wang과 Shyu[14]의 

기법은 일반적인 비밀이미지 공유 기법들과 달리 비

밀이미지를 분할하여 공유된 이미지로 생성하고, 

명의 참가자 중 명 모두 참가해야 완벽하게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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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mparison of PSNR between the proposed 

and previous schemes      (unit: dB)

Test
images

Lin &

Tsai [13]

Wang &

Shyu [14]

Chang

et al. [15]
Proposed

Lena 39.16 - 40.92 45.13

Baboon 39.15 - 40.92 43.90

Airplane 39.21 - 40.87 45.48

Peppers 39.20 - 40.96 44.41

Boat 39.18 - 40.93 44.11

Man 39.18 - 40.93 45.13

Elaine 39.13 - 40.89 45.10

Woman 39.18 - 40.93 44.11

Average 39.17 - 40.92 44.67

미지가 복원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는 그들이 제안한 기법의 모드 중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여주는 ‘progressive’ 모드와 (4, 4)-threshold

일 경우에 대해 수행했고, 다른 기법들의 경우 2비트 

또는 3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를 기준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제안한 기법은 암호화

된 이미지 내의 픽셀에 대해 2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524,288비트의 삽입 용량을 나타냈

고, Lin과 Tsai[13]의 기법 내에서 사용된 방법인 4개 

픽셀을 하나의 블록으로 매핑(mapping)하여 비밀이

미지의 한 픽셀을 삽입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블록 

내의 첫 번째 픽셀에는 삽입하지 않고, 두 번째 픽셀

부터 연속적으로 3비트씩 총 9비트를 삽입한다. 이중 

1비트는 오류 수정을 위한 비트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삽입용량 측정에선 제외했다. 그러므로 Lin

과 Tsai[18] 또한 524,288비트를 삽입했다. 한편,

Chang 등[15]의 기법은 인증 기능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3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커버이미

지 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 비밀 데이터 2비트와 1비

트의 인증을 각각 삽입했다. 이로 인해 다른 기법들

에 비해 삽입 용량이 커졌고, 그 결과 786,432비트를 

삽입했다.

4.3 PSNR의 실험 결과 및 분석

Table 3은 8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들에 대한 

PSNR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Wang과 Shyu[14]

의 기법은 공유 이미지가 의미 없는 것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실험에서 제외했다. Lin과 Tsai[13]가 제안한 

것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삽입 용량은 동일했

지만 제안하는 기법의 PSNR의 결과가 더 우수했다.

Chang 등[15]의 기법은 커버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 3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했고, Lin과 Tsai

[13]의 기법은 커버이미지의 한 블록 당 3개의 픽셀

에 대해 3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Lin과 Tsai[13]가 제안한 기법의 PSNR

에 대한 결과가 더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Chang 등

[15]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1비트의 인증을 

해당 픽셀 값과 유사하게 생성해 삽입하므로 Lin과 

Tsai[13] 기법의 PSNR 결과보다 더 우수했다.

제안한 기법의 경우 특수하게 암호화된 이미지 내

에 비밀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커

버이미지 대신 암호화된 이미지와 비밀이미지가 삽

입된 공유 이미지에 대해 PSNR을 비교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평균 44.67dB로서 기존의 기법들에 비

해 약 4dB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PSNR 실험 결과는 기존의 

제안되었던 기법들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PSNR의 수치를 더 높이기 위해 1비트 LSB 대

체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삽입 용량과의 상관관계

를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2비트 LSB 대체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기

존의 기법들에 비해 이중 인증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미지 제공자와 딜러 간의 이미지 확인이 불가능하

다는 장점을 보이는 동시에 기존의 제안된 기법들에 

비해 삽입 용량과 PSNR의 결과가 비슷하게 유지되

거나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된 이미지에 기반을 둔 AES

대칭키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한 비밀이미지 공유 기

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방법에서의 비밀이미지 공유 

과정은 기존의 기법들과 달리 이미지 제공자가 자신

이 전달할 커버이미지를 AES 알고리듬과 공유된 비

밀키를 이용해 암호화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딜

러에게 전달한 다음 딜러는 유한체 상에서의 다항식 

연산을 통해 공유 이미지를 생성한 후 이를 해당하는 

참가자 전달한다. 공유 이미지들로부터 본래의 비밀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은 공유하는 과정을 역으로 

진행한다. 실험결과에서는 PSNR과 비밀데이터의 

삽입용량은 각각 44.67dB와  bpp의 평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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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또한, 기존의 기법들과 달리 삽입용량에 

관계없이 PSNR의 값의 44dB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

을 확인했다.

제안한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한 

방법은 각각의 참가자에 대해 딜러와 이미지 제공자

에 대해 이중 인증을 제공한다. 둘째, 제안한 방법에

서는 이미지 제공자와 딜러의 역할을 나누었기 때문

에 이미지 제공자가 전달하는 커버이미지에 대해 강

력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셋째, Lin과 Chan이 제

안한 방법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다. 즉, 오버플로

우와 전체 참가자의 수가 제한되는 문제를 유한체 

연산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정보은닉분야에서 사용되는 PVD,

히스토그램 시프팅 등의 다양한 삽입방법을 적용하

여 비밀데이터의 삽입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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