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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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상의 픽셀 고유의 값을 변환하고 치를 섞는 높은 보안성을 지닌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Wolfram 규칙으로 생성된 상태 이 행렬로 최  길이를 가지는 여원 CA 수열을 만든다. 이를 2차

원 기  상으로 변환하여 원 상과 XOR 연산을 한 후, 층 리기 변형  재배열 과정을 통하여 암호화된 

상을 만든다. 상의 안정성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암호화 기법이 높은 보안성을 가졌음을 검증한다.

ABSTRACT

The proposed encryption algorithm strengthens its security by converting pixel-specific values and changing pixel 

positions. The state transition matrix created by Wolfram's rule creates a complemented CA sequence with the 

maximum length. Then, we convert the sequence into a 2D basis image and go through a XOR operation with the 

original image. The final encrypted image is created by shear stressing and rearranging. The image stability analys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encryption method has high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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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유·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량이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 

발달할수록 단순한 텍스트 정보에서 상 는 비디

오 콘텐츠에 한 근성이 쉬워지고 있다. 상 정보

의 양과 련 분야의 확산에 따라 유료정보  비  

보장이 요구되는 정보의 사용 한 증가하게 되면서 

정보 보안  기 성과 련된 문제가 주요 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상 정보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함에 따라 텍스트 암호화 방식을 넘어 

상 정보에 한 안 한 암호화 기술이 큰 연구 

상이 될 것으로 망한다[1-2].

상 암호화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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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리 함수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법[3], XOR 연산

을 이용하는 암호화 방법[4], 기존 알고리즘의 변형으

로 이루어진 암호화 방법 등이 있으며[5], 이  랜덤

성을 가지며 혼돈(Chaos) 성질을 이용한 상 암호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상의 픽셀 고유 값을 변환하고 

치를 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CA(: 

Cellular Automata) 특징을 이용한 여원 MLCA와 특

수 혼돈 함수를 이용한 새로운 상 암호화 기법은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암호화 연구들의 문제 들을 보

완하고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Ⅱ에서는 알고리

즘에 사용되는 특수 혼돈 함수와 여원 MLCA의 특징

에 해 설명하고, Ⅲ에서는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상 

암호화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상의 히스

토그램, 상 계를 분석하 으며, 타 암호화 방법의 

엔트로피와 NPCR 수치를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여원 MLCA와 특수 혼돈 함수를 이용한 새

로운 상 암호화 기법에 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상 암호화 방법

2.1 특수 혼돈 함수

혼돈 함수(Chaotic Map)의 핵심은 상의 공간 

역에서 픽셀(Pixel) 치를 섞는 것이다. 특정한 규칙

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복잡하고 측하기 어려

운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호화 방법에 주로 사용

된다[7]. 혼돈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원 상으로도 

복원이 가능하며, 이를 자기 보존  성질을 가진다고 

표 한다. 표 으로는 아놀드 변환(Arnold 

Transform)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변형한 새

로운 특수 혼돈 함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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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회만큼 층 리기 변형(Shear Stress) 기

법과 단하여 생기는 각 조각들의 재배열 기법을 통

하여 픽셀의 치를 혼돈 상태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변환 방법이다.  함수는 특정한 주기 번 반복 연

산 시, 원 상으로 손실 없이 복원되는 특징이 있다. 

표 1은 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 보존성을 가지는 주

기 를 나타낸다. 

표 1. 자기 보존성을 가지는 특수 혼돈 함수의 주기 
Table 1. Special chaotic function‘s periods with 

self-conservation

  

1 7 192

2 13 96

3 31 192

4 85 48

5 247 192

6 733 96

7 2191 192

: : :

특수 혼돈 함수는 상의 공간 역에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섞어 암호화된 상을 생성한다.

2.2 여원 MLCA

자기 자신의 셀을 포함한 이웃한 두 셀에 의해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1차원 Wolfram 시스템에 1을 XOR 

연산을 하 을 때의 상태 이함수는 식 (2)와 같다. 



 

  
 
 ⊕ (2)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이함수 는 256개 존재하

며, 이를 규칙으로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

형  특징을 가진 규칙 90과 규칙 150을 사용한다. 

규칙 90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웃한 두 셀 간의 

XOR 연산을, 규칙 150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 개

의 셀의 XOR 연산을 의미한다[9].

규칙 90과 규칙 150으로 상태 이 행렬을 생성하

여 최  주기를 가지는 PN(Pseudo Noise) 수열을 만

들 수 있다. 여원 벡터의 곱으로 이루어진 최  길이

(ML, Maximum Length)를 가지는 수열은 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태가 된다. 이를 여원 MLCA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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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 상태를 나타내기 해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10].

 
 ⊕ (3)

제안하는 상 암호화 기법에서 사용되는 상태 

이 행렬 은 규칙 90과 규칙 150으로 구성된 ×  

행렬이며, 식 (3)을 이용하여 여원 MLCA 수열을 생

성하 다. 기 값과 조건을 다르게 설정한 두 개의 

여원 MLCA 수열을 식 (4)와 식 (5)와 같이 행과 열

로 곱하여 기  상(Basis Image)을 만들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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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기  상을 원 상과의 연산으로 암호화

된 상을 만든다. 한 기  상을 알고 있으면 원 

상으로 손실 없이 복원이 가능하다. 기 값, 상태 

이 행렬, 여원 벡터, 경계 조건의 설정에 따라 다양

한 기  상을 생성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암호화 기법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여원 MLCA와 특수 혼돈 

함수를 이용한 상 암호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

, Wolfram 규칙으로 이 행렬(Transition Matrix) 

과 를 생성한 후, 각각 여원 벡터를 연산하여 

최  길이를 가지는 여원 CA 수열을 만든다. 그리고 

두 수열을 행과 열로 곱하여 2차원 기  상을 생성

한 후, 원 상과 XOR 연산을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 

혼돈 함수로 상을 층 리기 변형 후 재배열 과정을 

통하여 더욱 강인한 암호화된 상을 만든다. 상의 

여원 MLCA 수열을 생성하기 한 라미터는 표 2

와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상 암호화 과정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image 

encryption

표 2. 여원 MLCA 라미터
Table 2. Complemented MLCA parameter

Initial Configuration 01001110

Transition Matrix 
<150,90,150,150,

90,90,90,150>

Complemented Vector  00101010

Transition Matrix 
<90,90,150,150,

150,90,90,150>

Complemented Vector  01000111

Boundary Configuration NBCA

제안하는 암호화 기법을 평가하기 해 100개의 

×  크기의 컬러 상으로 실험하 다. 본 논

문에는 상 암호화 평가로 자주 사용되는 lena 상

과 baboon 상, 그리고 컬러 의료 상 2가지를 선

정하여 원 상과 암호화된 상의 히스토그램을 기

재하 다.

상을 검사하는 요한 기술인 히스토그램은 각각

의 RGB 픽셀 수를 그래픽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암호화된 상의 히스토그램 분포가 평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RGB 스 일 값이 균등하

게 분포가 되어 암호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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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 상과 암호화된 상과의 히스토그램 
비교

Fig. 2 Comparison of original image’s and encrypted 
image's histogram

한 원 상과 암호화된 상의 픽셀 분포를 측정

하여 정보의 측 불가능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엔트로피라 하며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g


(6)

표 3.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엔트로피
Table 3. Entropy value of existing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Encryption Methods Entropy　

Sathishkumar et al.[11] 7.8101

Choi et al.[12] 7.9972

Lin et al.[13] 7.9890

Liu et al.[14] 7.9895

Wang et al.[15] 7.9927

Proposed Encryption 7.9990

정보의 복성이 없을수록 엔트로피 값이 8에 가까

우며, 이는 랜덤성이 높아 원 상으로 측하기 어렵

다[16]. 표 3과 같이, 제안하는 암호화 기법의 엔트로

피는 평균 7.9990로 해독 공격으로부터 강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타 암호화 방법과 비교하 을 때에도 제

안하는 암호화 기법은 안정성과 우수함을 증명한다.

효과 인 암호화를 해서는 원 상과 암호화된 

상간의 유사도가 거의 없어야 한다. 상 계수가 낮

을수록 높은 수 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상 계수는 

식 (7)과 식 (8)과 같다.


 

(7)

 
 




  

  
 




 


  
 




  

(8)

표 4. 두 상의 상 계수와 분포도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distribution of the 

two images

Image
 Correlation Coefficients

Hori. Vert. Diag.

Original 0.9607 0.9625 0.9549

Encrypted 0.0196 0.0044 -0.0174

Original 0.8503 0.8518 0.8590

Encrypted 0.0089 -0.0072 -0.0115

원 상과 암호화된 상에서 모두 2,000 의 인  

픽셀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수평 (Horizontal),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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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각선(Diagonal) 성분의 상  계수를 계

산하 으며, 실험 결과는 표 4와 같다. 원 상과는 

다르게 암호화된 상의 상 계수는 0에 매우 가깝다.

한 두 상간의 시각  차이를 정량화하는 분석

법 NPCR(Number of Pixels Change Rate)은 식 (9)

와 식 (10)과 같다[17]. 

      ≠ 
(9)

×




 

×
(10)

표 5.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NPCR
Table 5. NPCR value of existing methods and the 

proposed method

Encryption Methods NPCR[%]　

Sathishkumar et al. 99.6216

Choi et al. 99.5816

Loukhaoukha et al.[18] 99.5850

Zhang et al.[19] 98.669

Zhou et al.[20] 99.64

Proposed Encryption 99.9376

NPCR은 알고리즘의 암호화 강도를 평가하는데 사

용이 되며, 차등 공격(Differential Attack)에 한 

항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인다. 제안하는 암호화 

방식은 NPCR이 평균 99.9376%로 높은 편이며, 타 암

호화 방법보다 차등 공격에 한 내성이 강함을 표 5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의 픽셀 고유 값을 변환하고 

치를 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평

가하 다. 제안하는 여원 MLCA와 특수 혼돈 함수를 

이용한 새로운 상 암호화 기법은 상을 암호화하

을 때 엔트로피 평균 7.9990, NPCR 평균 99.94%로 

기존 암호화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보안성과 외부 공

격으로부터 강인함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하 다. 한 

효과 인 암호화를 확인하기 하여 히스토그램 분석

을 통한 그래픽 분석과 상 계수를 계산하여 원 상

과의 유사도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 다. 

제안하는 암호화 기법이 환자 개인의 의료 상 정

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실생활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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