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인간의 호기심은 다양한 지식을 만들고 삶의 질

을 향상시켜 왔다. 우주의 생성부터 인간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연구 발전시켜 왔

으며 이런 연구는 매우 많은 정보를 양산하였고, 인

류는 농업을 시작으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가 곧

자원이 되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정부기관, 전력시스템, 의료

시스템, 은행, 군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핵심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경제 기반은 한층

더 정보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현대 정보화 사

회에서는 활발한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다

양한 형태의 서비스 환경이 창출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

로 유통, 관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가

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에도 이

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해킹을 막기 위해 현

재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 보안 방법에 대해 연

구 개발되어 왔으나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

지털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정보를 암호

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 중 디지털 암호화 기

법은 크게 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나눌 수 있고, 대

칭형은 암호키와 복호키가 같은 경우이며 비대칭형

은 암호키와 복호키가 다른 경우이다. 대칭형의 대

표적 방식은 DES(Data Encryption Standard)방

식이고 비대칭형의 대표적 방식은  RSA(Rivest-

Shamir-Adleman)방식이다. 대칭형 암호화 방식

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하는 보안키가 같은 경

우이다. 이러한 대칭형 암호화 방식은 빠른 암호화

와 복호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복호화와 암호

화에 사용되는 보안키를 교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DES의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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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안

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식이 되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키 교환 문제이다. 암호문

과 같이 키를 전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물

상자에 채운 자물쇠와 키를 같이 전달하는 것과 같

다. 전달과정에서 도둑에 물건을 빼앗긴다면 도둑

이 보물상자를 여는 것은 식은 죽먹기와 같을 것이

다. 따라서 보물상자와 열쇠를 따로 보내야 한다.

이는 암호키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용하

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대칭형 암

호방식(asymmetric cryptography) 혹은 공개키

방식(publickey crytography)이라는 암호 알고리

즘이 사용된다. 이러한 비대칭형 암호화 방식은 암

호화 키(encryption key)와 복호화 키(decryption

key)가 동일하지 않은 암호방식을 의미한다. 암호

화 키와 복호화 키는 반드시 한쌍의 키로 공동키

(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라고 부른다.

개인키는 반드시 한쌍의 키 주인이 보관하며 누구

에게도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키는 누구나 보

관할 수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방식은 아직 보안성에 한계가 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광정보처리 기법을 활용한

광암호화 기술이 1990년대 초부터 암호화 하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털 처리가 아닌 아날로그 처리를

하는 광암호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중에서

디지털 홀로그래피(digital holography)를 응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은 정보의 암호화, 전송, 복호화를 수행

하는 보안 시스템 블록도이다. 정보 데이터는 보안

키(공동키 또는 개인키)에 의해 암호화되고 전송되

어진 후 상대방에 의해서 같은 보안키에 의해 복호

화된다. 암호화된 정보는 보안키를 이용한 광학적

복호화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복호화도

될 수가 있다.

Ⅱ.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광암호화

광을 이용한 광정보처리 시스템은 광의 고속성과

병렬성을 이용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공간광

변조기(SLM : Spatial Light Modulator), 광검출

기(CCD : Charge Coupled Device)와 홀로그래피

기법을 이용하여 광학적 암호화 방법들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정보 보안을 위하여 이용하는 홀로그

래피 기법은 물체광과 참조광을 간섭시켜 필름과

같은 매질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만

<그림 1> 정보의 암호화, 전송, 복호화 과정

(a) 송신단-암호화 (b) 수신단-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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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홀로그램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복소수이다.

이렇게 매질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홀로그램을 만드

는 것도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하여 전

송할 경우 양자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

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홀로그래피

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홀로그래피의

특징은 필름과 같은 매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CD와 같이 빛을 양자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

여 컴퓨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며, 단점으로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해상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연구되어 오고 있는 광암호화 기법에는

XOR 연산을 이용한 방법[1], 이중 랜덤 위상 부호

화를 이용한 방법[2], 결합변환상관기(JTC : Joint

Transform Correlator)를 이용한 방법[3], phase-

contrast를 이용한 방법[4], 위상 컴퓨터 형성 홀로

그램을 이용한 방법[5], 반복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

법[6], fractional Fourier 변환을 이용한 방법[7],

Mach-Zehnder 간섭계를 이용한 방법[8], 위상천

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방법[9-10]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랜덤 위상 부호화를 이용한 광암

호화 기법과 최근 연구하고 있는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DES방식과 RSA방식의 광암

호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Double phase random encoding

method

Refregier와 Javidi는 4-f 광상관기를 이용하고

입력 평면과 푸리에 주파수 평면에 랜덤 위상 마스

크를 사용하여 영상을 암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랜덤 위

상 마스크는 입력 평면에 다른 하나의 랜덤 위상 마

스크는 푸리에 공간주파수 평면에 위치해서 궁극적

으로 암호화 하고자 하는 영상이 백색잡음 형태로

변환된다. 복호화 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된 영상을

광학적으로 푸리에 변환한 후 변환된 값에 암호키

에 해당하는 랜덤 위상 마스크의 공액 복소 값을 곱

하여 그 결과를 광학적으로 역변환하면 검출기가

위치해 있는 평면에서 원 영상을 복원하게 된다. 한

편 Javidi는 더 간단단한 방법으로 원 영상위에 랜

덤 위상 마스크를 접착시킴으로써 영상을 암호화하

고 그 위상 마스크의 푸리에 변환된 영상의 공액 복

소 값을 푸리에 평면에서 곱하고 역푸리에 변환해

서 원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광학적 시스템 구성시 광축 정렬이 어렵

<그림 2> Double phase encoding method를 이용한 영상 암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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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 영상을 복원할 때 암호화에 사용된 위상 마스

크의 정확한 복소 공액 마스크를 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2.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DES 광암호화 기법

광암호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홀로그

래피 기술을 응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

법은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PSDH : phase-

shifting digital holography)를 사용하여 복소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위상 측정 기술은 빛

의 크기와 위상을 재생하는데 홀로그램의 기법만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법으로 Skarman이 제안하였

고, 비축 홀로그램을 디지털적으로 기록하는 기법

보다 더 정확하다. 그는 초기의 위상을 계산하기

위해서 위상천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후에

Yamaguchi는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phase

shifting digital holography)를 개선하였다. 본 논

고에서는 이진 데이터 정보를 4-step 위상천이 디

지털 홀로그래피와 2-step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

그래피를 이용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이 방법은 CCD에 기록된 디지털 홀로그

램으로부터 위상을 계산하고 암호키를 사용하여 원

이진 데이터 정보를 복원시킨다.

<그림 4>는 마흐-젠더 간섭계를 기반으로 제안

한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 광 암호화 장치를

보여준다. 빔 분리기(beam splitter) BS1는 시준 광

을 물체광(object beam)와 참조광(reference

beam)으로 나눈다. 셔터 S를 열면 물체광은 거울

M에서 반사되어 이진 데이터가 표현될 SLM 1과

랜덤 위상 마스크(random phase mask)로 조사된

다. 이것은 푸리에 렌즈 L1을 거쳐 푸리에 변환되어

SLM 1과 랜덤 위상 마스크가 곱해진 형태로 CCD

카메라에 기록된다. 암호화할 이진 데이터를

a(x,y)라 하고, 랜덤 위상을 exp[jθa(x,y)]라 하면

<그림 3> 랜덤 위상 코드를 이용한 이진 영상에 대한 영상 암호화 및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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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함수는

(1)

이다. 여기서 x와 y는 공간 영역(spatial domain)의

좌표축이다. 렌즈 L1을 거쳐 o(x,y)를 푸리에 변환

하면,

(2)

이 된다. 여기서 α와 β는 공간 주파수 영역(spatial

frequency domain)의 좌표축이다.

빔 분리기(BS1)로부터 나온 참조광은 PZT 거울

에 반사되어 위상형 SLM2로 조사되고, 푸리에 렌

즈 L2에 의해서 푸리에 변환되어 CCD 카메라에 기

록된다. 암호키인 이진 키 부호(binary key code)

를 b(x,y)라 한다. b(x,y)가 1 또는 0의 이진 값이면

이진 위상 패턴(binary phase pattern) θb(x,y)는

이진 키 부호에 π를 곱해서 θb(x,y)=π•b(x,y)로 표현

할 수 있다. 따라서 SLM2에 표현되는 함수는

(3)

이다. 크기가 1인 것은 참조광을 평면파로 하여 광

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렌즈 L2를 거쳐 r(x,y)를

푸리에 변환하면,

(4)

이 된다. 물체광에 랜덤 위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참조광에 랜덤 위상 패턴를 주기 위해서 위상형

SLM2를 사용하는 것은 Javidi의 이중 랜덤 위상

암호화 기법과 비슷하다. 하지만 본 고에서 제안

한 방법은 공간 주파수 영역이 아닌 공간 영역에

서 물체광에 하나의 위상 마스크를 사용하기 때문

에 마스크의 개수가 적고, 광학 장치들을 정확하

게 정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CCD 카메라에

기록되는 O(α,β)와 R(α,β)의 간섭무늬의 세기는

다음과 같다.

(5)

이며, 여기서 Δф=ф0-фR이다. 식 (5)로 부터 얻

은 정보를 가지고는 입력 신호의 크기만 알 수 있

<그림 4>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 광암호화 장치 (P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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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상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입력 신호를

복원할 수 없다. 위상과 크기의 정보를 모두 구하기

위하여 위상천이 간섭계 기법을 사용한다. 위상 천

이 간섭계는 

(6)

i=2,3,4,…로 표현 되며, 4-step 위상 천이 간섭

계는 i=4인 경우이고, 2-step 위상 천이 간섭계는

i=2인 경우이다.

4-step 위상 천이 간섭계의 위상 천이 각은 각각

0,π/2,π,3π/2이고, 이를 표현하면

(7)

이고, 이들은 이진 데이터 정보 O(x,y)가 암호화된

것을 나타낸다.

한편, 2-step 위상 천이 간섭계의 위상 천이 각

은 각각  0,π/2라고 하면,

(8)

이며, 이들은 이진 데이터 정보 o(x,y)가 암호화

된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DC 성분을 나타내는

을 A(α ,β)로, AC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를 B(α ,

β)라 놓으면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9)

식 (9)에서 DC 성분인 A(α,β)를 제거 하여 수정

된 간섭무늬의 세기는

(10)

이다.

4-step 위상천이 간섭계에서 식 (7)을 이용하여

물체광과 참조광의 위상차 및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

(12)

한편 2-step 위상 천이 간섭계에서 식 (10)을 이

용하여 물체광과 참조광의 위상차를 구할 수 있다.

(13)

위 식으로부터 간섭무늬의 위상정보를 알기 위해

서는 DC 성분을 꼭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식 (9), (13)을 활용하여 AC 성분의 크기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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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금까지 4-step 또는 2-step으로 구한 위상과

크기로부터 암호화된 복소 홀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15)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복소 홀로그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키 정보를 이용하면 원 정보를 재생

할 수 있다.

(16)

식 (16)을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 복원된 데이터

d(x,y)는 본래의 입력 신호 o(x,y)와 같다.

(17)

(a) a random generated binary bit data (b) a common or private key

<그림 5> 이진 데이터 정보와 암호키

(a) I1(위상천이=0) (b) I2(위상천이=π/2) 

<그림 6> 2-step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얻은 이진 데이터의 암호화된 디지털 홀로그램의 패턴

142 특집 : 홀로그래피 기술

142 방송공학회지 16권 2호



3. OTP 인증 기법과 광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인증 규약

OTP(One-Time Password)는 원거리 사용자들

에게 인증 암호를 해석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 법 이 다 . <그 림  8>은  OTP(One-Time

Password) 인증과 DH(Diffie-Hellman) key

agreement 규약을 보여준다. 이 인증 기법에서

proxy server는 OTP 인증 규약을 이용하여 원거

리 사용자들을 인증한다. 인증 후에 DH key

agreement 규약을 이용하여 단말기와 proxy

server간의 session key를 공유한다. 액세스 시작

단계에서는 원거리 사용자가 proxy server에 사용

자 ID를 보낸다[Request]. Proxy server는 사용자

ID를 점검하고 원거리 사용자에게 seed가 되는 적

절한 생성 파라메타를 포함하는 challenge code를

보낸다[Challenge]. 원거리 사용자는 challenge의

부분으로서 server로부터 수신된 seed를 OTP를

생성하는 보안 함수의 반복을 통하여 만들어진 비

밀문장(secret phrase)을 통과시킨다. OTP 생성

후에 원거리 사용자는 proxy server에 OTP를 보

낸다. Proxy server는 원거리 사용자로부터 수신

된 OTP를 다시 한번 보안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고 전에 받았던 OTP의 결과와 비교하여 인증한다

[Response]. 인증된 후에 연속적인 보안 함수의

반복 숫자가 하나씩 감소하면서 DH key를 생성하

고 주고 받는다[DH-Ⅰ][DH-Ⅱ]. DH key는

Diffie와 Hellman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DH 규약

은 보안에 허술한 매체에서의 비밀키를 교환하는

두 개의 인자를 할당한다. DH 규약은 키 관리

server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쉽다.

게다가 원거리 사용자는 오랫동안 비밀키를 가지

고 있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규약은 트래픽 공

격이나 해킹 공격에 대해 계산량 증가에 대한 해결

과 완전한 인증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림 9>는

제안된 간단한 광암호화 인증 규약을 보여준다. 제

안된 규약은 광학적으로 암호화된 사용자 ID를 인

증하고, 동시에 광학적으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생

(a) 올바른 암호키로 복원할 때 (b) 틀린 암호키로 복원할 때

<그림 7> 복호화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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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원거리 사용자에게 보낸다. 원거리 사용자

는 encryption server에 비밀키를 요구하기 위하

여 광암호화 장치에서 공통키를 사용하여 광학적

으로 암호화된 사용자 ID를 보낸다[Request].

Encryption server는 같은 구조의 광복호화 장치

에서 공통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ID를 복호화 한다.

복호화된 사용자 ID가 인증되면 encryption

server는 원거리 사용자에게 특별히 할당할 비밀

키를 생성하여 광암호화 장치에서 암호화 하여 원

거리 사용자에게 보낸다[Delivery-Ⅰ]. 이때 비밀

키를 암호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디지털

홀로그래피 시스템에서의 참조광)는 사용자 ID가

암호화 되어 전송되어 온 신호함수를 사용한다. 원

거리 사용자는 encryption server에 전송한 암호

화된 사용자 ID 신호함수를 사용하여 똑같은 디지

털 홀로그래픽 암호화/복호화 장치에서 비밀키를

복호화 한다. 원거리 사용자는 복호화된 비밀키를

사용하여 password를 광학적으로 암호화하고 이

를 다시 encryption server에 보낸다[Delivery-

ack]. Encryption server는 자기가 보낸 같은 비

밀키를 사용하여 원거리 단말기가 보낸 password

를 복호화 하고 이를 인증한다. 사용자의

password 인증이 확인되면 encryption server는

다시 원거리 사용자에게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비

밀키를 생성하고 암호화하여 보낸다[Delivery-

Ⅱ]. 이 비밀키는 home server에 보낼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데 사용되고, 이 비밀키는 encryption

server에 의해 보안 등급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발

생되어 원거리 사용자에게 보내질 수도 있다.

4.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RSA 광암호화 기법

<그림 4>는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법을

이용하여 광 보안인증 및 RSA방식의 개인키 전송

과 복호화를 구현한 블록도를 보여준다. 사용자 ID

는 공동키에 의해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암호화되고

전송되어진 후 상대방에 의해서 같은 공동키에 의

<그림 8> OTP 인증 규약 <그림 9> 광암호화 인증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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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호화 된다. 사용자 ID가 인증이 되면 상대방이

개인키를 발생하여 전송되어 온 디지털 홀로그램

(사용자 ID가 공동키에 의해 암호화된 광세기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암호화

한 후 반송한다. 반송되어 온 암호화된 개인키는 자

신이 ID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 디지털 홀로

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화 한다. 이때 복원된 개

인키는 다시 password나 데이터 정보를 보낼 때 암

호화에 사용된다.

<그림 10>은 <그림 4>의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

그래피 광암호화 장치를 이용하여 제안한 보안 네

트워크에서의 변경 가능한 개인키의 광암호화 및

전송 시스템을 보여준다. 제안한 방법은 처음에

사용자A가 암호화할 ID나 password 데이터를 우

선 공동키로 2-step 또는 4-step 위상천이 디지

털 홀로그램을 만들어 호스트B에 전송한다. 호스

트B는 알고 있는 공동키로 데이터를 복원하여 사

용자A를 확인한다. 호스트B가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될 다른 개인키를 사용자A에게 보내려 한다

면 새로운 개인키 데이터와 처음에 전송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각각 물체광과 참조광으로 하고, 위상

천이 간섭계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암호화하여 사

용자A에 전송한다. 사용자A는 처음에 보낸 암호

화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호스트B가 전송

<그림 10> 보안 네트워크에서의 변경 가능한 개인키의 광 암호화 및 전송 시스템

<그림 11> (a) 랜덤 생성한 개인키 : 물체광,
(b) 호스트에 수신된 첫 번째 암호화 디지털 홀로그램을 적정한 문턱값을 취해 얻은 암호키: 참조광,
(c) 사용자에게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개인키의 암호화된 디지털 홀로그램(두개중 하나만 표시),
(d) 호스트에 송신한 첫 번째 암호화 디지털 홀로그램을 암호키로 사용(그림 b)하여 복원한 개인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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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전송한

암호화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반복하여 이용하면서

연속적인 개인키를 이용한 데이터의 암호화/전송/

복호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1>은 호스트에서 전송되는 랜덤 생성한

개인키(물체광)와 호스트에 수신된 첫 번째 암호화

디지털 홀로그램을 적정한 문턱값을 취해 얻은 암

호키(참조광)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2-

step 위상천이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법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개인키의 디지털 홀로그램중

첫 번째 디지털 홀로그램의 패턴과 호스트에 송신

한 첫 번째 암호화 디지털 홀로그램을 암호키로 사

용하여 복원된 개인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Ⅲ. 결 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보호 및 보안은 매우 중요

한 사항이다. 최근 보다 확고한 정보 보안을 유지하

기 위해 광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광암호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암호화 시스

템은 디지털 방식에 비해 정보 보안성이 우수하며 대

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암호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암호화된 정보가 백색 잡음과 같은 아나로그 신호

형태로 해킹에도 매우 강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SLM과 CCD 등 디지털 소자의 발전과 더불어 광과

디지털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결합된 디지털 홀

로그래피를 이용한 광암호화 기법이 차세대 광보안

시스템의 구현 기술로 유용하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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