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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멀티미디어 기술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발전

이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동영상,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것이 이제 아주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안전하지 못한 채널로 보안

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데

이터 복제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보편화 된 이후 멀티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

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1].

인터넷과 같은 비보안 채널 상에서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안전성과 기밀성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암호

기술이 제안되어왔다. 특히 영상을 암호화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사 난수열을 이용하여 기저영

상을 만든 후 기저영상과 원 영상의 픽셀값을 XOR

연산을 취해 원 영상의 픽셀값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상을 암호화하는 경우, 하드웨어

의 구현이 용이하고 암호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2].

셀룰라 오토마타(Cellular Automata, 이하 CA)란 

이산 시간의 동적 시스템으로 셀이라는 기본 단위 

메모리의 배열로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에서 셀의 다

음 상태는 자기 자신과 인접한 두 셀의 상태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의해 갱신된다. 이러한 CA는 간단하

고, 규칙적이며, 작은 단위로 확장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VLSI 하드웨어 구현에 알맞다[3].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1차원 CA는 모든 셀이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CA의 상태전이에 적용되

는 규칙의 종류에 따라 선형 CA와 비선형 CA로 나

뉜다. 또한 CA의 모든 상태에 대하여 이전상태가 존

재하는 CA를 그룹 CA라 하고 그룹CA는 셀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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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기 이후 원래의 상태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크기가 인 그룹 CA의 주기가  인 경우 

이러한 CA를 MLCA(maximum Length CA)라 한

다. MLCA는 의사 난수열 생성기로 적합하여 테스트 

패턴 생성기로 응용되며 암호시스템에 적용이 가능

하다[4,5]. CA를 이용한 영상암호화는 대부분 그룹 

CA를 적용한다[2,6-10]. 특히 최대 길이를 갖는 선형 

MLCA 또는 여원 MLCA를 이용하여 영상을 암호화 

하는 방법은 먼저 CA에 의해 생성된 의사 난수열을 

이용하여 기저영상을 생성한다. 영상암호를 위해 원 

영상과 CA를 이용하여 생성한 기저영상을 XOR 연

산하여 원 영상의 모든 픽셀 값을 무질서하게 변환시

켜 영상을 암호화 한다[2,6].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그룹 CA와 선형 90/150

MLCA를 이용하여 비선형성이 매우 높은 의사난수

열을 생성하여 기저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영상암호의 안전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선형 의사 난수열을 생성하여 기저영

상을 만드는 방법에 비해 훨씬 랜덤성이 강하므로 

암호체계의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관련연구

세 개의 이웃을 가지는 CA에 대한 다음 상태 전이 

함수는 3개의 변수를 가지는 부울 함수로   {000,

001, … , 111}→{0,1}이다. 그러므로 다음 상태 전이

함수 는 256개가 있으며 이것을 CA의 규칙이라고 

한다. Table 1은 CA의 전이규칙의 몇 가지 예이다.

전이규칙 150이라는 것은 현재 이웃상태에 대한 다

음 상태 값 ‘10010110’을 십진수로 나타낸 것이다.

개의 셀로 이루어진 -셀 CA의 각 셀에 사용되

는 규칙이 90과 150만 사용되는 CA를 90/150 CA라 

하고  Table 2는 전이규칙 90, 150을 부울식으로 나타

낸 것이다.

Table 2와 같이 전이규칙을 부울식으로 표현했을 

때 XOR함수로만 이루어진 CA를 선형 CA라 한다.

이러한 CA는 상태전이 함수를  ×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상태전이행렬(state-transition ma-

trix)  라고 한다[5].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90/150

CA는 특성다항식과 최소다항식이 같으며, 모든 크

기의 CA에 대하여 MLCA가 존재한다[11]. 비선형 

CA는 셀에 선형이 아닌 규칙을 적용한 CA이며, 그

룹 CA는 주어진 상태에 대한 이전상태가 존재하는 

CA이다[5]. 예를 들어 전이 규칙 141은 식 (1)과 같이 

표현 된다.

        ⊕      ⊕  

⊕   ⊕ (1)

식(1)과 같이 전이규칙이 선형이 아닌 경우는 다

음상태를 나타내는 함수가 자신과 이웃한 셀의 상태

의 곱의 항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생성되

는 수열은 비선형 수열이 된다. 비선형 수열은 선형

수열에 비하여 렌덤성이 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

상암호를 위하여 비선형 수열을 생성하는 크기가 작

은 비선형 그룹 CA와 최대주기를 갖는 선형 MLCA

를 이용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그룹 성질을 가지는 두 개의 비선

형 CA와 선형 MLCA를 이용하여 기저영상을 만드

Table 1. State transition rules of CA

Neighborhood 111 110 101 100 011 010 001 000 Rule

Next state 0 1 0 1 1 0 1 0 90

Next state 1 0 0 0 1 1 0 1 141

Next state 1 0 0 1 0 1 1 0 150

Next state 1 0 1 0 0 1 0 1 165

Next state 1 0 1 0 1 1 0 0 172

Table 2. Boolean representation of the transition rules 

90 and 150

Transition

Rule
State transition function

9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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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식 (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2)

식 (2)에서 는 키의 일부인 상태의 초깃값을 의

미하며 비선형 함수 을 통해 생성된 값이 영상의 

첫 번째 행의 값으로 생성되며 비선형 함수 을 

통해 두 번째 행부터의 픽셀 값이 생성되게 된다.

  를 통해 생성된 영상을 로 표현 한 후 

기저영상을 생성한다. Fig. 1은   를 통해 기

저영상을 얻는 과정이다.

Fig. 2는 의 구조이다. 먼저 8 비트 초깃값()

을 4 비트로 나눈 후 비선형 그룹 CA를 통해 상태전

이를 한 후 선형 MLCA를 통해 다시 상태전이를 한

다. 이때 90/150 MLCA를 통해 최대주기까지 생성 

할 수 있다. 90/150 MLCA를 통해 상태 전이된 결과

를 다시 비선형 그룹 CA의 역함수를 통해 최종 상태

전이를 함으로써 행의 픽셀값을 생성 하게 된다. 다

음으로 두 번째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기저 영상의 

나머지 픽셀값을 생성하는데, 첫 번째 비선형 함수와 

달리 초깃값이 첫 행에 의해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이 값을 이용하여 동일한 절차에 의해 픽셀값이 생성 

된다. 식 (3)은 식 (2)에 의해 생성된 기저영상을 이용

하여 주어진 영상을 암호화하는 과정이다.

   ⊕    ⋯    ⋯  (3)

여기서  는 원 영상의 픽셀값이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암호화 과정 

및 복호화 과정을 나타낸다.

4. 실험결과 및 안정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영상들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영

상처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인 256

× 256 크기의 8 비트 그레이 레벨 'lena' 영상을 사용

하여 고찰하였다. Fig. 4는 기저영상과 XOR 연산을 

통해 생성된 암호화 영상이다.

Fig. 1. The process of obtaining a basis image using    .

 

Fig. 2. Structure of .

 Fig. 3. Encryption and decry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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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he original image(a) and the encrypted image 

(b).

암호화된 영상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원 영상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PSNR(Peak Signal-to- Noise

Ratio)에 대한 계산 결과는 8.5592로 암호화된 결과

가 원 영상에 대한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암호 체계의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인 히스토그램, 픽셀값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제시한 후 키공간을 분석한다.

4.1 통계적 분석

4.1.1 히스토그램 분석

Fig. 5는 원래 영상, 암호화된 영상의 히스토그램

이다. 암호화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모든 픽셀

값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통계적인 공격(빈

도수 분석)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4.1.2 이미지 상관관계 분석

일반적으로 원 영상의 인접한 픽셀값은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다. 반면 효과적인 영상암호 기법에 의해 

암호화된 영상은 인접한 픽셀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다. 와 를 인접한 두 픽셀의 그레이 레벨 값이라

고 할 때   사이의 상관계수 는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는 와 의 공분산이며, 는 의 

표준편차이다. 와 는 식 (5)와 (6)과 같다.

   





  



  (5)

  


  



   (6)

Fig. 6은 원 영상과 암호화된 영상의 세로 픽셀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프이다. 암호화 된 영상의 세로 

픽셀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원 영상에 비해 인접한 

픽셀값들 간의 유사성이 매우 낮다. 이는 암호화된 영

상에서 원래의 영상 혹은 기저영상을 추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러한 결과는 가로 픽셀

과 대각선 픽셀 사이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4.2 키 공간 분석

를 이용하여 기저영상을 생성 할 수 있는 주요 

키는 CA 규칙, 셀의 최대 상태의 수, 비선형 CA 의 

개수,   의 개수, 이웃 셀의 수, 초기 구성 등이 있

다. 큰 범위의 키 공간은 영상의 암호화 수준을 높인

다. 따라서 셀의 상태 수를 , 은 이웃 셀의 수, 은 

셀의 수라 할 때 키 공간은 식 (7)과 같다.

(a) (b)

Fig. 5. Histogram distribution of the original image(a) 

and the encrypted image(b).  

Fig. 6. Correlation of vertically adjacent pixels. (a) the 

original image (b) the encryp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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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본 논문에서 제안된 조건은 행과 열이 각각 8-셀,

2-상태, 3-이웃, 각각 두 개의     으로 구성된다.

먼저    의 개수를 구하면 
 

 
       

이고, 상태전이행렬 의 개수를 구하면   , 초깃값의 

개수는  이다. 그러므로 키 공간은  ×     ×   

   ×    가지의 일정한 키를 생성 할 수 있

기 때문에 충분한 암호화 수준을 확보 할 수 있다[1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을 암호화하기 위해 비선형 

그룹 CA와 선형 MLCA를 이용하였다. 즉, 영상을 

암호화하기 위해 두 개의 비선형 함수와 그것의 역함

수들 및 두 개의 상태 전이행렬를 행과 열에 각각 

적용하여 비선형 수열을 생성시켜 랜덤성이 높은 효

과적인 기저영상을 생성하였다. 여기서 생성된 기저

영상을 통해 원 영상을 암호화 하였다. 암호화된 영

상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과 키공

간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암호화 방법

이 통계적인 공격에 강하고 인접한 픽셀 간의 상관관

계가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었고, 충분한 암호화 수

준을 확보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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