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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영상암호를 위하여 영상을 여러 단계별 블록화 한 뒤 암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암호화 과정의 효과

적인 연산을 위하여 기본 행렬 변환을 이용한 대수적 연산과 비정칙적 복잡 함수의 무작위적 특이성을 이용한다.

I. 서론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각종 정보 매체의 활성

화로 정보 이용자들 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자원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종합 정보망을 구축

하거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여 정보를 효과적

으로 분산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통신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은 불법적으로 도

청되거나 외부로 유출 되는 등 보안상의 취약성도 증대되

게 되었다. 이에 중요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이나 전송을 

위한 충분한 보안정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한 각종 웹 

보안 프로토콜이 사용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

터의 암․복호화를 위한 알고리즘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 서

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공개키 기반 인증과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증 과정이 

종료된 후 암호화 채널을 통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 주로 비밀키 기반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키 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공개키 방식으로는 RSA 알고리

즘이 많이 이용되나 최근에는 타원곡선기반 알고리즘도 

이용되고 있다. 비밀키 방식으로는 초기의 미국 표준 DES 

알고리즘과 이 후의 표준으로 AES 알고리즘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많은 암호 알고리즘들은 주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상 자료와 같이 방대한 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적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에 우리는 효과적인 영상 암호를 위한 한 방법으로 먼저 

영상을 단계별 블록화하여 블록 단위로 상호 대치함으로 

영상 암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분 불능인 비정칙 복잡성을 이용하고 동시에 국

부적 영역 대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기본 행렬의 대수적 

행 열 변환을 성질을 이용하였다. 

Ⅱ.본론

  효과적인 영상변환을 위하여 먼저 주어진 원영상을 

32×32 크기로 분할하고 이들 분할 된 영상을 또 다시 

16×16 및 8×8 크기로 세부 부분 분할하여 1단계로 행 단

위로 첫 번째 열의 8×8 블록과 세 번째 열의 8×8 블록 

간 상호 대치 변환을 행하고, 마찬가지로 열 단위로 두 번

째 열의 8×8 블록과 네 번째 열의 8×8 블록을 끼리 서로 

상호 대치 변환을 취한다. 다음으로 32×32 분할 블록 전

체 영상에 대하여 16개의 무작위의 수열의 순서로 행 변환

과 열 변환을 동시에 취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특

이함수로 만들어진 두 개의 기본 행렬을 대각행렬 배치한 

32×32 행렬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영상에 대하여 

무작위 수열의 순서로 기본 행, 열 변환을 취함으로 전체

적인 영상 암호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때 우리는 효과적

인 치환변환을 이끌기 위해 아래에 정의된 기본 행렬 연산

과 복잡도가 매우 크면서 비정칙적(irregular)인 특이함수

(singular function)를 이용하게 된다. 먼저 기본 행렬 변

환으로 주어진 행렬에 대한 기본 행 변환 (elementary 

row operation) 즉 행렬의 특정한 두 개의 행을 서로 교환

하는 변환하거나 하나의 행벡터를 상수 배하여 다른 행에 

항 별 더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변환을 결하여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을 특히 기본 행 변환이라 하고 이에 대

하여 기본 열 변환도 동일한 방식으로 열 기준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주어진 두 행렬에 대하여 한 행렬을 중심으로 

유한번의 기본 행 변환함으로 다른 행렬이 만들어질 때 이

들 두 행렬은 행 동치(row equivalence)라는 동치관계가 

만들어진다. 같은 방법으로 열 동치(column equivalence)

라는 동치관계가 똑같이 정의될 수 있다. 또한 A 행렬을 

유한 번 기본 변환함으로 B 행렬이 될 때 A와 B를 단

순히 동치라 하고 A ~ B로 나타내기로 한다. 한편 단

위행렬 I 를 기본 변환함으로 얻어진 행렬을 기본행렬 

(elementary matrix)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진 주어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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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의 기본 변환을 기본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반복 이용함으로 만약 주어진 행

렬이 항등행렬 I와 행 동치이면 이는 유한개의 적당한 기

본 행렬 E 1,E 2,⋯,E n 에 대해    ⋯  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I의 열 동치 행렬 

 ⋯ 에 대해 서로 역 관계를 가지게 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행렬을 이용하여 영상의 변환을 효과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행렬A의 i 행벡터

를 j 행벡터로 서로 치환하는 기본 행 변환으로 B 행렬

이 만들어졌다면B의 i 행벡터는A의 j 행벡터로, B의 

j 행벡터는A의 i 행벡터가 되며 이는 항등행렬의 i 행

과 j 행을 서로 교환한 기본행렬 를 A를 우측에 곱한 

것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A에 기본 열 변환 한번을 취함

으로 얻어진 행렬은 동일한 과정으로 항등 행렬의 I에 기

본 열 변환을 취해 얻은 기본행렬 E를 A 좌측에 곱한 

것과 같다. 다음으로 비정수 차원의 복잡성을 지난 랜덤함

수로서 Weierstrass 특이함수 

  
  

∞

 cos  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함수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특이함수(singular 

function)로서 비정칙적(irregularity)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이러한 함수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자기상사적 특성을 지닌 혼돈 함수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 

▶▶ 그림1.      에서 정의된 그래프 

  이 함수는  의 프랙탈 차원을 가지며 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프의 차원은 2에 가까이 가게 되고 이에 인

접 값들 간 변화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등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이들이 나타내는 

값을 중심으로 랜덤 수열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그

림 2는 원영상(a)에 이러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화 영상(b)과 복호한 영상(c)을 나타낸다.. 

  

       (a) 원영상              (b) 암호화 영상 

    (c) 복호화 영상 

▶▶ 그림 2. 영상과 암호화 영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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