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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가역 정보은닉을 위한 픽셀의
차이 값을 이용한 개선된 보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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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roved Interpolation Method using Pixel Difference
Values for Effective Reversible Data H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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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ersible data hiding technique safely transmits secret data to the recipient from malicious attacks
by third parties. In addition, this technique can completely restore the image used as a transmission
medium for secret data. The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s have been proposed in various forms, and
recently, the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s based on interpolation are actively researching. The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 based on the interpolation method expands the original image into the cover image
and embed secret data. However, the existing interpolation-based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s did
not embed secret data during the interpolation process. To impro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embedding the first secret data during the image interpolation process and embedding the second secret
data into the interpolated cover image. In the embedding process, the original image is divided into blocks
without duplicates, and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are determined within each block. Three way
searching based on the maximum value and two way searching based on the minimum value are
performed. And, image interpolation is performed while embedding the first secret data using the PVD
scheme. A stego image is created by embedding the second secret data using the maximum difference
value and    function in the interpolated cover image. As a result, the proposed scheme embeds secret
data twice.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embed secret data even during the interpolation process of
an image that did not previously embed secret data.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transmit more secret data to the receiver while maintaining the image quality similar to other
interpolation-based reversible data hiding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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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정보의 

교환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환경은 개

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서 송수신되는 정보들은 악의적인 공격자에게 탈취 

및 변조되어 악용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암호(Cryptography) 기법과 정보은닉

(Data Hiding) 기법이 제안되었다. 암호 기법은 악의

적인 공격자에게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이다[1-2]. 정보은닉 기법은 인가받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자의 공격으로부터 비밀자료를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정보은닉 기법에

서 비밀자료를 전달하는 송신자는 이미지 파일, 오디

오 파일, 동영상 파일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비밀

자료를 삽입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한다[3-5]. 일반적

으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정보은닉 기법에서 원

본 이미지는 커버 이미지(Cover Image)로 정의하고,

비밀자료가 삽입 된 이미지는 스테고 이미지(Stego

Image)로 정의한다. 이미지를 사용하는 정보은닉 기

법에는 대표적으로 Kurah와 Mchughes가 제안한 

LSB(Least Significant Bit) 기법과 Wu와 Tsai가 제

안한 PVD(Pixel Value Differencing) 기법이 있다.

LSB 기법은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이미지에 적

용된 기법으로써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는 그레이 컬

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 픽셀이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각 픽셀의 최하위 비트들을 LSB라고 

표현하는데 최하위 두 개의 비트까지는 변경이 되어

도 사람의 육안으로 이미지의 왜곡을 탐지할 수 없

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LSB 기법은 각 픽셀의 

LSB 영역에 비밀자료를 삽입하였다[6]. PVD 기법은 

연속된 두 개의 픽셀 값의 차이에 따라서 삽입할 수 

있는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이 결정된다[7]. PVD 기법

은 두 개의 연속된 픽셀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하

고 블록내의 픽셀 값의 차이 값과  함수, 올림함수

(Ceiling Function), 내림 함수(Floor Function)를 이

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 및 추출한다. 이러한 정보은

닉 기법은 비밀자료를 안전하게 송수신 할 수 있지

만, 수신자가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비밀자료를 추출

한 이후에 이미지가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러한 문제는 이미지의 왜곡에 민감한 군사 영역, 의료

영역, 예술 영역 등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었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고 이미지로

부터 비밀자료를 추출한 이후에도 이미지를 완벽하

게 복원할 수 있는 가역 정보은닉(Reversible Data

Hiding) 기법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가역 정보은닉

기법으로는 히스토그램 이동(Histogram Shifting)

기법과 PVO(Pixel Value Ordering) 기법 등이 있다.

Ni 등에 의해서 제안된 히스토그램 이동 기법은 커버 

이미지 픽셀 값들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빈도수에 대

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한다[8]. 히스토그램에 대한 최

대 빈도수 픽셀 값을 피크 포인트(Peak Point), 최소 

빈도수 픽셀 값을 제로 포인트(Zero Point)로 정의하

는데, 이 기법에서는 피크 포인트에 비밀자료를 삽입

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Li 등에 의해

서 제안된 PVO 기법은 픽셀 값 정렬과 차이 값을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

으로써, 커버 이미지를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하

고 각 블록안의 픽셀 값들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한다[9]. 그리고 상위 두 픽셀 값의 차이 값이 1이

거나 하위 두 픽셀 값의 차이 값이 -1인 경우에 비밀

자료를 삽입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본 논문

에서는 Kim 등이 제안한 이중 이미지(Dual Image)

와 픽셀들의 최대 차이 값을 이용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의 알고리듬을 수정해서 비밀자료의 절반을 삽

입 및 추출한다[10].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은 픽셀 

사이의 최대 차이 값을 이용해서 두 개의 커버 이미

지에 비밀자료를 삽입하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스테

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위와 같은 기법들 이외에도 다양한 가역 정보은닉 

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Jung과 

Yoo에 의해서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한 가역 

정보은닉 기법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11]. 이 기법

은 보간법을 이용해서 ×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  크기의 커버 이미지로 확장하고 차이 값과  

함수를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Jung과 Yoo

에 의해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이 제안

된 이후에 다양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

들이 제안되었다. 2012년에는 Lee와 Huang에 의해

서 보간법과 최댓값을 이용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

이 제안되었다[12]. 이 기법은   함수와 최댓값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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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픽셀 값들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

입한다. 지난 2015년에는 Hu 등에 의해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는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

법이 제안되었다[13]. 이 기법에서 최댓값은 보간 과

정 중에 사용되고 최솟값은 차이 값을 계산하는데 사

용되었다. 그리고 Jana 등은 가중치 행렬(Weighted

Matrix)과 보간법을 사용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을 

제안하였다[14]. 이 기법은 모듈러(Modular) 함수,

원본 이미지 픽셀 값 그리고 가중치 행렬을 이용해서 

임의의 값을 계산하고, 이 임의의 값과 비밀자료의 

차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커버 이미지의 픽셀을 변화

시킨다. Lee 등은 컬러 이미지의 R,G,B 화소 값을 

기반으로 보간법을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5]. Lee 등이 제안한 기법은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를 기반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컬러 이미지를 

기반으로 보간법을 적용하였으며 컬러 이미지를 R,

G,B 평면으로 분리한 후에 각 평면에 보간법을 적용

하여 비밀자료를 삽입하였다. Lu에 의해서 제안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은 모듈러 함수와 

재인코딩 방법(Re-encoding strategy)을 이용한다

[16]. 이 기법은 삽입 가능한 비밀자료의 크기와 블록

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재인코딩 방법을 통해

서 이미지의 왜곡을 감소시켜서 이미지의 품질을 향

상시켰다. 위와 같이 다양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

보은닉 기법들이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보간법 기반

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들은 확장된 이미지에 비밀자

료를 삽입하고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는 비밀자료

를 삽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

에도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밀자료

를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개

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보간을 수행하

면서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는  ×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2×

2 크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하고 각 블록에

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결정한다. 그리고 각 블록내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세 개의 쌍을 생성하고 최솟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쌍을 생성하여 총 다섯 개의 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다섯 개의 쌍에는 PVD 기법의 삽

입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

고 비밀자료가 삽입된 다섯 개 쌍의 픽셀들은 이미지

의 보간을 위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커버 이미지

에 배치된다. 커버 이미지가 생성되면 Kim 등이 제

안한 기법을 수정한 알고리듬과 최대 차이 값,  함

수, 올림함수, 내림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

료를 삽입하면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에서 비밀자료

를 삽입하지 않았던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도 비밀

자료를 삽입하기 때문에 비밀자료를 두 번 삽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밀자료를 이미지에 

삽입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

는 제안하는 기법의 비밀자료 삽입 및 추출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과 관련 연구에서 소

개된 기법들에 대한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픽셀 값 차이 기법(Pixel Value Differencing, PVD)

Wu와 Tsai는 인접한 두 개의 픽셀들의 차이 값에 

따라서 비밀자료의 삽입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PVD(Pixel Value Differenc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7]. 이 기법은 그레이 스케일 커버 이미지에서 두 

개의 연속된 픽셀을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하고 커버 

이미지에 대해서 블록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커버 이

미지의 각 블록 내의 픽셀들에 대해서 차이 값을 계

산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각 블록에서 포함할 수 

있는 비밀자료의 크기를 결정한다. 삽입할 수 있는 

비밀자료의 크기가 결정되면 각 블록의 최젓값에 비

밀자료를 삽입하여 새로운 차이 값을 정의하고 각 

블록에서 기존의 차이 값과 새로운 차이 값의 차이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값을 커버 이미지의 각 블

록의 픽셀들에 삽입하게 되면 각 블록에 대한 스테고 

이미지 픽셀들이 생성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커버 

이미지의 모든 블록들에 수행함으로써 비밀자료가 

삽입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2.2 이중 이미지를 이용하는 픽셀 값 차이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Reversible data hiding scheme 

based on pixel value differencing in dual 

images)

2020년, Kim 등은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이중 이미지와 픽셀 값들의 최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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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삽입 및 추출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을 제안하였다[10]. Kim 등의 기법은 

커버 이미지를  × 크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하고 블록안의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블록의 모든 픽셀들의 최대 

차이 값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해서 삽입 가능한 

비밀자료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크기만큼 이진수 비

밀자료를 십진수 형태의 비밀자료로 변환한다. 변환

된 십진수 형태의 비밀자료들은 블록의 모든 픽셀들

에 대해서 삽입되는데 하나의 커버 이미지 픽셀로부

터 두 가지 형태의 삽입 과정을 적용하여 두 개의 

스테고 이미지 픽셀들을 생성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커버 이미지의 모든 블록들에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

으로 하나의 커버 이미지로부터 두 개의 스테고 이미

지가 생성된다.

2.3 인접 값 평균 보간법(Neighbor Mean Interpola-

tion: NMI)

지난 2009년, Jung과 Yoo는 보간법을 이용하는 정

보은닉 기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11]. 보간법은 

미리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추정하

는 방법으로써, 보간법과 이미지 영상을 이용하는 정

보은닉 기법들은 사전에 알고 있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이용해서 커버 이미지의 새로운 픽셀 

값들을 추정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된 새로운 픽셀 

값들에 비밀자료를 삽입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유지하면서 비밀자료를 삽입 및 추출할 

수 있다. 인접 값 평균 보간법(Neighbor Mean Inter-

polation: NMI)으로도 정의될 수 있는 Jung과 Yoo의 

기법은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간을 수행하고, 보간 된 커버 이미지 픽셀 

값과 원본 이미지 픽셀 값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비

밀자료를 삽입한다. NMI 기법의 삽입과정은 Fig. 1

에 보여 진다. 예를 들어서, Fig. 1에서 원본 이미지 

과 의 픽셀 값이 120과 126인 경우에 (120+126)/

2=123에 의해서 의 값은 123이 된다. 그리고 

에 비밀자료를 삽입하기 위해서 과 의 픽셀 

값인 123과 120의 차이 값인 3을 계산하고, 이 값에 

 를 적용해서 1이라는 값을 도출해낸다. 에 대

한    함수의 적용결과가 1이기 때문에 에는 비

밀자료 1비트가 삽입될 수 있다. Fig. 1에서 비밀자료

가 라고 가정하였을 때, 첫 번째 1비트인 

1을 에 삽입하게 되면 123+1=124에 의해서 

의 값은 124가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이미지 내의 

모든 블록들에 수행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게 되고,

비밀자료가 삽입 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2.4 최대 차분 값 인접 화소에 의한 보간법(Interpola-

tion by Neighboring Pixels on max difference 

values: INP)

Lee와 Huang에 의해서 제안된 최대 차분 값 인접 

화소에 의한 보간법(Interpolation by Neighboring

Fig. 1. Embedding example of NMI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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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s on max difference values: INP)은 NMI 기법

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의 평균값 계산을 수행하여 

이미지 보간을 수행한다[12]. 그리고 원본 이미지 픽

셀 값의 최댓값과 보간된 커버 이미지 픽셀 값의 차

이 값을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예를 들어

서, Fig. 2에서 원본 이미지 과 의 픽셀 값이 

120과 126인 경우에 {120+(120+126)/2}/2=121에 의

해서 의 값은 121이 된다. 그리고 에 비밀자

료를 삽입하기 위해서 블록안의 최댓값 인 126을 

결정하고, 과 의 픽셀 값인 126과 121의 차이 

값인 5를 계산한다. 차이 값에   를 적용하면 2라는 

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에는 비밀자료 2비트가 삽

입될 수 있다. Fig. 2에서 비밀자료가 라고 

가정하였을 때, 2개 비트인 11을 에 삽입하게 되

면 121+3=124에 의해서 의 값은 124가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이미지 내의 모든 블록들에 수행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게 되고, 비밀자료가 삽입 된 스테

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2.5 이미지 보간을 이용하는 가중치 행렬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Weighted Matrix Based Rev-

ersible Data Hiding Scheme Using Image 

Interpolation)

Jana 등은 가중치 행렬과 보간법을 사용하는 가역 

정보은닉 기법을 제안하였다[14]. Jana 등의 기법은 

원본 이미지로부터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짝수의 경우와 홀수의 경우에 다른 보간 과정을 적용

한다. 이미지의 확장이 완료되면 원본 이미지의 픽셀

들과 가중치 행렬의 값들을 각각 곱하고 그 값들의 

누적된 합을 계산한다. 누적된 합에는 모듈러 함수를 

적용하여 임의의 값을 생성하고 삽입하고자 하는 비

밀자료와 임의의 값의 차이 값을 계산한다. 만약에 

이 차이 값이 양수이면 보간 된 픽셀에 차이 값을 

더해주고 차이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보간 된 픽셀에

서 차이 값을 뺀다. 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면서 비

밀자료를 삽입하고 최종적으로 스테고 이미지를 생

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짝수의 경우와 홀수의 경

우에 대해서 다른 보간 과정을 적용하여 그림 Fig.

3(a)의 원본 이미지로부터 Fig. 3(b)의 커버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Fig. 3(a)의 원본 이미지와 Fig.

3(d)의 가중치 파일을 이용해서  = [(161×1)+(161

×2)+(159×3)+(162×4)+(161×0)+(159×5)+(163×6)+

(158×7)+(159×8)]  16을 계산해서 누적된 합인 

 값 0을 계산한다. 만약에 십진수 비밀자료가 7일 

경우에 비밀자료 7과  값의 차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 차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에 7을 더해서 169

의 스테고 픽셀을 생성한다. 위의 예제는 Fig. 3에 

보여 진다.

2.6 모듈러 함수와 재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는 보간법 

기반의 정보 은닉 기법(Interpolation-based 

hiding scheme using the modulus function 

and re-encoding strategy)

Fig. 2. Embedding example of INP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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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a가 제안한 기법은 보간 된 픽셀에 직접 값을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이미지의 왜곡이 발생할 확률

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이미지의 왜

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Lu는 재 인코딩 방법(Re-

encoding Strategy)을 이용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

보은닉 기법을 제안하였다[16]. Lu가 제안한 기법은 

이미지의 품질과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임의의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사용하고,

이미지의 확장을 위해서 Lee와 Huang이 제안했던 

INP 기법의 보간법을 사용한다. 커버 이미지는 3×3

혹은 4×4 블록들로 분할될 수 있는데, 3×3 크기의 

블록에는 5개의 보간 된 픽셀에 비밀자료가 삽입되

고 4×4 크기의 블록에는 12개의 보간 된 픽셀에 비밀

자료가 삽입된다. 비밀자료의 삽입용량도 조절할 수 

있는데 임의의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보간된 픽셀

에 3개의 비밀비트를 삽입하거나 4개의 비밀비트를 

삽입할 수 있다. 비밀자료의 삽입 과정에서 원본 이

미지, 가중치 행렬, 모듈러 함수, 임의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누적된 값을 계산한다. 이 누적된 값과 비

밀자료의 차이 값, 모듈러 함수, 임의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여 임의의 변수를 생성

한다. 비밀자료가 삽입된 임의의 변수들에 대해서 히

스토그램을 생성하여 내림차순 정렬(Descending

Order)을 수행한다. 빈도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

된 값들의 새로운 인덱스를 재 인코딩 된 코드(Re-

encoded Code)라고 하였을 때, 이미지의 왜곡 정도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 인코딩 된 코드의 짝수와 

홀수의 경우에 따라서 코드의 값들을 새로운 값들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된 값들을 보간 된 픽셀에 

삽입해서 비밀자료가 삽입 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

한다. 예를 들어서, Fig. 4(a)에서 (0, 1) 위치의 첫 

번째 보간 된 픽셀인 90에 3비트의 비밀자료를 삽입

하고자 한다. 원본 이미지와 가중치 파일, 그리고 임

의의 파라미터 값인 4를 이용해서   ×

×××  ×를 계산하면 

누적된 값인 값은 4가 획득된다. 그리고 삽입하고

자 하는 비밀비트를  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 비

밀비트를 십진수 형태의 비밀자료로 변환하면 십진

수 8이 계산된다. 비밀자료와 값의 차이에 모듈러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라고 하였을 때,

    ×   를 계산하여 의 

값 4를 획득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빈도수

를 라고 정의하였을 때 전체 에 대한 빈도수

를 Fig. 5(a)와 같이 가정한다. Fig. 5(a)에서 가 

4인 경우에 빈도수는 5이다. 그리고 Fig. 5(b)의  ′와 

같이 빈도수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수행해서 빈도수

를 기준으로 의 값을 다시 정렬한다. 그리고 새

로운 인덱스인 를 0부터 8까지 새롭게 부

여한다. 하지만 를 커버 픽셀에 그대로 삽

입하면 가 8인 경우에는 픽셀 값의 변화가 

크다. 따라서 Lu가 제안한 기법에서는 짝수와 홀수

의 경우에 따라서 Fig. 5(c)와 같이 의 값들

을 로 변환한다. 본 예제에서 가 4인 경우

에 의 값은 3인데 로 변환하게 되면 

2로 변환되고 결과적으로 픽셀 값이 3만큼 변화하는 

것을 2만큼 변화하도록 함으로써 이미지의 왜곡을 

(a) (b) (c) (d)
Fig. 3. Embedding example of Jana scheme. (a) Original Image, (b) Cover Image, (c) Stego Image, and (d) Weighted 

Matrix. 

(a) (b) (c)

Fig. 4. Embedding example of Lu scheme. (a) Cover 

Image, (b) Weighted Matrix, (c) Stego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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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다. 최종적으로 변환된 의 값을 첫 번

째 보간 된 픽셀에 삽입해서 92의 값을 획득할 수 

있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듬의 개요

기존의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서 보간 과정을 수행해서 커버 이미지

를 생성하고, 이 커버 이미지에 비밀자료를 삽입해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들은 커버 이미지를 생성

하기 위한 보간 과정 중에는 비밀자료를 삽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도 비밀자료를 삽입하는 기

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간 

과정 중에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해서 커버 이미지

를 생성하고, 생성된 커버 이미지에 두 번째 비밀자

료를 삽입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한다. 첫 번째 

비밀자료의 삽입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는 중복이 없

는 2×2 사이즈의 블록들로 분할되고 각 블록들 내에

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결정한다. 그리고 최솟값 기준

으로 세 방향(Three-way) 탐색과 PVD 기법을 적용

하면서 세 개의 쌍을 생성하고 최댓값 기준으로 두 

방향(Two-way) 탐색과 PVD 기법을 적용해서 두 

개의 쌍을 생성한다. 생성된 다섯 개의 쌍을 보간 과

정에 적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가 삽입된 커버 이미

지를 생성한다. 커버 이미지가 생성되면 두 번째 비

밀자료를 삽입하게 되는데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에서는 각 블록의 모든 픽셀들에 대해

서 최대 차이 값,   함수, 올림함수, 내림함수 등을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에

서는 원본 이미지를 중복이 없는 2×2 크기의 블록들

로 분할하고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

을 수정한 수식(2), 수식(3), 수식(4), 수식(5)를 이용

해서 각 블록내의  위치의 픽셀과  위치의 

픽셀에 대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두 번째 비밀자

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 각 블록의 

위치의 픽셀과  위치의 픽셀을 기준으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최대 차이 값에   함수

를 적용해서 삽입할 수 있는 비밀자료의 크기를 결정

하고 올림함수, 내림함수, 원본 이미지 픽셀을 이용

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그리고 비밀자료가 삽입

된 픽셀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배치를 수행해서 

커버 이미지에 두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면 스테고 

이미지가 생성된다. 비밀자료의 추출과정에서는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을 수정한 수식 

(7), 수식(8), 수식 (9)를 이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

를 먼저 추출한다.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은 각 블록

의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비밀자료를 추출하지만 제

안하는 기법은  위치의 픽셀과   위치의 픽

셀에 대해서만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한다. 두 번

째 비밀자료의 추출 과정은 스테고 이미지를 4×4 크

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하고 평균값을 이용

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한다. 복원된 원본 이미지는 

2×2크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되고 최대 차

이 값과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한다. 그리고 PVD 기법의 비밀자료 추출 알고

리듬을 이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의 복원과 비밀자료의 추출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본 논문은 개선된 보간법을 이용해서 

비밀자료의 추출 이후에도 원본 이미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정보은닉 기법의 가역적인 기능을 제공한

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밀자

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위치

의 픽셀과   위치의 픽셀은 비밀자료를 삽

입하지 않으면서 커버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로 픽셀 값의 변화 없이 그대로 배치

된다. 커버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

의 픽셀에는 두 번째 비밀자료 삽입과정에서도 비밀

자료가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을 

Fig. 5. Re-encoding process of th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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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테고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의 픽셀들을 원본 이

미지의   위치와  위치로 배치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 절반이 복원된다. 나머지 원본 이

미지 절반을 복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위치의 픽셀과 

  위치의 픽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차이 값을 

이용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위치의 픽셀에 대

해서 비밀자료를 삽입하여 생성된 두 개의 값들은 

스테고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에 배치

되고   위치의 픽셀에 대해서 비밀자료를 삽입

하여 생성된 두 개의 값들은 스테고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에 배치된다. Kim 등이 제안

한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수정하여 두 번째 비밀자료

를 삽입하는 본 논문의 경우에 비밀자료를 삽입하여 

생성된 두 개의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비밀자료

가 삽입되기 이전의 값을 복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이용해서 스테고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에 배치된 픽셀들과   위치와  

위치에 배치된 픽셀들의 평균을 각각 계산해서 원본 

이미지의   위치와   위치로 배치하

게 되면 나머지 절반의 원본 이미지 픽셀들을 복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원본 이미지가 복원 된 정보은닉 

기법의 가역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의 비밀자료 삽입 및 추출 알고리듬은 아래와 

같다.

3.2 제안한 기법의 비밀자료 삽입 알고리듬

입력 :  × 크기의 원본 이미지  와 비밀자료

출력 :  ×  크기의 스테고 이미지 

Step1 : 원본 이미지  를 2×2 크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한다. 하나의 블록은 ,   ,    ,

   로 구성된다.

Step2 : 2(× ) 크기의 커버 이미지  을 생성하

기 위해서  내의 각 블록 내의 픽셀 값들을 비교해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결정한다.

Step3 : 각 블록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Fig. 6과 같

이 탐색을 수행하여 세 개의 쌍을 생성한다. 블록의 

최솟값이 의 위치에 있는 픽셀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세 개의 쌍을 

생성하고(Case1), 최솟값이  의 위치에 있는 픽

셀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세 개의 쌍을 생성한다(Case2). 그리고 최솟

값이   인 경우(Case3)와    인 경우(Case4)에

도 최솟값을 기준으로 세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세

개의 쌍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임의의 블록의

최솟값이 Case3의   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

로 세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

      ,        의 세 

쌍을 생성한다.

Step4 :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최솟값 기

준의 세 쌍에 적용하여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면서

세 개의 쌍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최솟값이 

Fig. 6의 Case3의   인 경우에 PVD 기법의 삽입 알

고리듬을      ,       ,

       에 적용하여 

     ,       ,

       의 세 쌍을 생성한다.

Step5 : 각 블록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Fig. 7과 같

이 탐색을 수행하여 두 개의 쌍을 생성한다. 블록의 

최댓값이 의 위치에 있는 픽셀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두 개의 쌍을 

생성하고(Case1), 최댓값이  의 위치에 있는 픽셀

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탐색을 수

Fig. 6. Three-way sear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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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두 개의 쌍을 생성한다(Case2). 그리고 최댓

값이   인 경우(Case3)와    인 경우(Case4)

에도 최댓값을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

여 두 개의 쌍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임의의 

블록의 최댓값이 Case2의  인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두 방향으로 탐색을 수행하여 

    ,       의 두 

쌍을 생성한다.

Step6 :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최댓값 기준

의 두 쌍에 적용하여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면서 

두 개의 쌍을 생성한다. 만약에 최댓값이 Case2의 

 인 경우에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적용하

여    ,      의 

두 쌍을 생성한다.

Step7 : 커버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지 보

간을 수행한다. 최솟값이 Case3의   이고 최댓값

이  인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래의 수식 

(1)을 이용해서 이미지 보간을 수행한다.  도 블록단

위로 분할되며 각 블록은 4×4 크기를 가지게 된다.

  ,       ,       ,

   

       ,         ,

        ,          

       ,        ,

         ,      

      ,         ,

          ,           (1)

Step8 : 두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기 위해 수식 

(2)를 이용해서  내의 각 블록의 와  에서의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한다. 수식 (2)에서  함수는 

최댓값을 반환한다.

                     (2)

                   

Step9 : 과  에 대해서 각각 삽입 가능한 비

트 사이즈인 과  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식 (3)

을 이용한다.

  ⌊   ⌋,    ⌊    ⌋ (3)

Step10 : 과   크기의 이진수 비밀 비트들을 

십진수 비밀 자료로 변환해서 와  을 생성한

다. 그리고 수식 (4)를 이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수식 (4)의 ,  ,   ,  에 비

밀자료가 임시로 삽입된다.

  ⌊⌋,   ⌈⌉,
   ⌊ ⌋,    ⌈ ⌉ (4)

Step11 :  , ,   ,  과 원본 이미지

의 픽셀들을 이용해서 스테고 이미지 의 픽셀들인 

,  ,   ,   를 생성한다.

    ,      , (5)

        ,         

Step12 :  ,  ,   ,   을 에 대

입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식 (6)을 이

용한다. 수식 (6)에서 언급하지 않은 스테고 이미지

의 픽셀들은  의 값들을 그대로 대입한다.

  ,       ,      ,

       (6)

Step13 : 모든 블록들에 대해서 Step2에서 Step12

의 과정들을 수행한다.

Fig. 7. Two-way searching.



777효과적인 가역 정보은닉을 위한 픽셀의 차이 값을 이용한 개선된 보간법

제안하는 기법의 삽입 과정은 Fig. 8에서 보여 진

다. Fig. 8에서 원본 이미지는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되고 첫 번째 블록을 선택한다. Fig. 8에서 첫 

번째 블록의 픽셀들은 A,B,C,D로 가정한다. 그리고 

첫 번째 블록의 픽셀 값들인 A,B,C,D에 대해서 최솟

값과 최댓값을 결정해서 최솟값 기준으로 세 방향 

탐색을 수행하여 임의의 픽셀들인 e,f,g,h,i,j를 생성

하고 이 값들에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적용

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가 삽입 된 E,F,G,H,I,J를 생성

한다. 최댓값 기준으로는 두 방향 탐색을 수행하여 

임의의 픽셀들인 k,l,m,n을 생성하고 이 값들에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

가 삽입 된 K,L,M,N을 생성한다. E,F,G,H,I,J 픽셀들

과 K,L,M,N 픽셀들은 이미지의 확장에 사용되어 커

버 이미지 블록에 규칙대로 배치가 된다. 첫 번째 비

밀자료가 삽입되면 첫 번째 블록에서 A와 B에 대해

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하고 최대 차이 값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해서 삽입 가능한 비밀비트의 크기

를 결정한다. 그리고 올림함수와 내림함수를 이용해

서 두 번째 비밀자료가 삽입 된 임시의 값들을 생성

한다. 생성된 임시의 값들과 원본 픽셀 값들에 대해

서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최대 차이 값 기준으로 

두 번째 비밀자료가 삽입된 O,P,Q,R을 생성한다. 이 

O,P,Q,R 값들은 커버 이미지 블록에 규칙에 의해서 

배치되어 스테고 이미지 블록을 생성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모든 블록들에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으

로 스테고 이미지가 생성된다.

3.3 제안한 기법의 비밀자료 삽입 예제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비밀자료 삽입 과정

에 대한 예제를  Fig. 9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Fig.

9의 Step1에서 2×2 크기의 블록을 선택하고 Step2에

서는 선택된 블록 안에서 최솟값과 최댓값을 결정한

다. Fig. 9에서 선택한 블록에서 최솟값은 58이고 최

댓값은 104이다. Step3에서는 최솟값을 기준으로 세 

개의 쌍인 (58, 104), (58, 60), (58, 98)을 생성한다.

그리고 Step4에서 세 개의 쌍에 대해서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2진수 비트 형태의 비밀

자료인 를 삽입하면 비밀자료가 삽입

된 세 개의 쌍인 (44, 118), (56, 61), (57, 99)가 생성된

다. 최솟값 기준의 비밀자료를 삽입한 이후에는 최댓

값 기준의 비밀자료를 삽입한다. Step5에서 최댓값

Fig. 8. Embed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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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두 개의 쌍인 (104, 60), (104, 98)을 생성

한다. 그리고 Step6에서 두 개의 쌍에 대해서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적용해서 2진수 비트 형태

의 비밀자료인 을 삽입하면 비밀자료가 삽

입된 두 개의 쌍인 (101, 62), (102, 100)이 생성된다.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면서 생성된 다섯 개의 

쌍은 수식(1)을 이용해서 커버 이미지 블록에 배치된

다. 첫 번째 비밀자료가 삽입되면 두 번째 비밀자료

를 삽입하기 위해서 선택된 원본 이미지 블록의 104

와 60에 대해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한다. 104와 60에 

대한 블록내의 픽셀들에 대한 최대 차이 값은 각각 

46과 44이다. 46과 44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하면 

  ⌊  ⌋과    ⌊   ⌋에 의해서 와 

 는 각각 5비트씩 삽입할 수 있다. 만약 비밀자료

가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앞의 5비트인 

를 십진수로 변환하면 20이 된다. 따라서 

  ⌊⌋과   ⌈⌉에 의해서 는 

10, 도 10의 값이 획득된다. 그리고 뒤의 5비트인 

를 십진수로 변환하면 15가 된다. 따라서 

   ⌊⌋과     ⌈⌉에 의해서 

 는 7,  는 8의 값이 획득된다. 그리고 최종 

스테고 픽셀들인  ,  ,   ,  을 생

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원본 픽셀에  ,  ,

  ,  의 값을 더하거나 뺀다. 수식 (5)를 이

용해서   104+10,   104-10,   

60+7,    60-8의 과정을 수행하면 최종 스테

고 픽셀 은 114, 은 94  은 67

 은 52가 생성된다. 생성된 스테고 픽셀들은 

Step12 과정을 통해서 이용해서 스테고 이미지의 블

록에 배치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전체 커버 이미지 

블록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면 비밀자료가 삽입된 스

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3.4 제안한 기법의 비밀자료 추출 알고리듬

입력 :  ×  크기의 스테고 이미지 

출력 :  × 크기의 원본 이미지  와 비밀자료

Step1 : 스테고 이미지 를 4× 4 크기의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한다.

Step2 :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하면서 의 픽셀

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래의 수식을 이용한다.

Fig. 9. Embedd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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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Step3 :   에 위치한 원본 이미지 픽셀인   

와    에 위치한 원본 이미지 픽셀인    를 

반환해서 원본 이미지 블록의 픽셀을 복원한다.

Step4 : 삽입과정의 수식 (2)를 이용해서 블록의 

와  에서의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한다.

Step5 : 삽입되어 있는 비밀자료의 비트수를 계산

하기 위해서 아래의 수식을 이용한다.

′  ⌊  ⌋, ′   ⌊   ⌋ (8)

Step6 : ′과 ′  , 그리고 수식 (9)를 이용해서 

삽입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한다.

       ,

            (9)

Step7 : 최댓값 기준으로 삽입된 첫 번째 비밀자료

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식 (10)

을 이용해서 PVD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 을 

두 개의 쌍에 적용한다.

         ,         

(10)

Step8 : 최솟값 기준으로 삽입된 첫 번째 비밀자

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식 

(11)을 이용해서 PVD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 

을 세 개의 쌍에 적용한다.

      ,          ,

          (11)

Step9 : 모든 블록들에 대해서 Step2에서 Step8의 

과정들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추출 과정은 Fig. 10에 보여 진

다. Fig. 10에서 스테고 이미지는 중복이 없는 블록들

로 분할되고 첫 번째 블록을 선택한다. 첫 번째 블록

에서 O,P,Q,R의 위치에 있는 픽셀들을 이용해서 원

본 픽셀들인 A와 B를 복원하고 비밀자료가 삽입되

지 않은 픽셀들인 C와 D를 가져와서 A,B,C,D 픽셀들

로 구성된 원본 이미지 블록을 복원한다. 원본 이미

지 블록이 복원되면 이 블록을 이용해서 A와 B에 

Fig. 10.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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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하고    함수를 이용해

서 삽입되어 있는 비밀비트의 크기를 계산한다. 비밀

비트의 크기가 획득되면 스테고 픽셀들과 원본 픽셀

들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한

다. 첫 번째 비밀자료는 선택된 스테고 이미지 블록

의 K,L,M,N에 PVD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을 적용하

고 E,F,G,H,I,J에 PVD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을 적용

해서 추출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모든 블록들에 적

용하게 되면 비밀자료가 추출되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

3.5 제안한 기법의 비밀자료 추출 예제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비밀자료 추출 과정

에 대한 예제를  Fig. 11를 이용해서 설명한다. Fig.

11의 Step1에서 4×4 크기의 블록을 선택하고 

 ⌈⌉와   ⌈⌉를 이용

해서 는 104,  는 60의 원본 픽셀 값을 복원한

다. 그리고   에 위치한 원본 픽셀 98과    

에 위치한 원본 픽셀 58을 가지고 와서 원본 블록인 

104, 60, 98, 58의 값을 복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104와 60에 대한 최대 차이 

값을 계산하면 104에 대한 최대 차이 값 은 46,

60에 대한 최대 차이 값  은 44가 계산된다. 46과 

44에 대해서   함수를 적용하면   ⌊   ⌋과 

  ⌊   ⌋에 의해서 와  에는 각각 5비

트씩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식 (9)를 

이용해서   ,

   을 계산하면 는 20,

 는 15의 십진수 형태의 비밀자료가 추출된다.

이 20과 15는 2진수 형태의 비밀비트로 변환해야 하

는데 와  에는 각각 5비트씩 삽입되어 있기 때

문에 에서는  ,  에서는 이 추출된

다. 두 번째 비밀자료의 추출이 완료되면 Step7에서

는 첫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    ,

    )에 위치한 101과 62에 PVD 기법의 추출 알

고리듬인 를 적용해서 2진수 형태의 비밀비트 

을 추출하고 (   ,      )에 위치한 102와 

100에 을 적용해서 2진수 형태의 비밀비트 

을 추출한다. 그리고 Step8에서는 (  ,   )

에 위치한 44와 118에 을 적용해서 비밀비트 

을 추출하고 (   ,     )에 위치한 56과 

61에 을 적용해서 비밀비트 을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        )에 위치한 57과 99에 

을 적용해서 비밀비트 을 최종적으로 추

출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전체 블록에 수행하여

원본 이미지의 복원과 비밀자료의 추출을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관련 

연구 기법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장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

Fig. 11. Extrac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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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보은닉 기법에서는 비밀자료를 삽입하기 위한 

커버 이미지(Cover Image)와 비밀자료가 삽입된 스

테고 이미지(Stego Image)를 정의한다. 그리고 정보

은닉 기법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Peak Signal-to-noise ratio, 최대 

신호 대 잡음비)과 비밀자료 삽입용량을 이용한다.

은 비밀자료가 삽입된 스테고 이미지와 커버 

이미지 사이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고, 비밀자료의 삽

입용량은 스테고 이미지에 삽입된 비밀자료의 총 삽

입용량을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이 30dB보다 

높게 측정되면 사람의 육안으로 이미지의 왜곡을 탐

지할 수 없다.

커버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크기 와 에 대해서 

은 수식 (12)를 이용해서 측정된다.

   log


(12)

는 평균제곱오차로써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는 커버 이미지의 픽셀을 의미하고 ′ 는 스테고 

이미지의 픽셀을 의미한다.

  
  

 × 

 × 

   ′  (13)

4.1 제안 정보은닉 기법 적용 이미지

본 논문에서는 Fig. 12의 256×256 크기의 그레이 

스케일(Grayscale) 이미지들을 원본 이미지로 사용

한다. 제안하는 정보은닉 기법은 기존의 보간법 기반

의 정보은닉 기법들과는 다르게 보간 과정 중에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여 커버 이미지  를 생성한

다. 그리고 생성된 커버 이미지에 두 번째 비밀자료

를 삽입하여 최종 스테고 이미지  를 생성하게 된

다. 기존의 보간법 기반의 정보은닉 기법들은 비밀자

료가 삽입되지 않은 보간 된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실험과정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알고리듬이 적용되면서 비밀자료가 

삽입되지 않은 중간 이미지 을 별도로 생성한다.

그리고 이 중간이미지 과 최종 스테고 이미지 사이

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를 계산한다.

Fig. 13과 Fig. 14의 커버 이미지와 스테고 이미지

는 사람의 육안으로 이미지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지

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Fig. 15와 Fig. 16에서

는 Cameraman 이미지와 Toy 이미지에 대한 원본 

이미지, 중간 이미지, 커버 이미지, 스테고 이미지의 

픽셀 값들을 보여준다. 원본 이미지는 256×256 크기

의 이미지로써 총 65,536개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

고, 중간 이미지와 커버 이미지, 그리고 스테고 이미

지는 512×512 크기의 이미지들로써 262,144개의 픽

셀들로 구성되어 있다. Fig. 15과 Fig. 16에서 원본 

이미지의 2×2 영역 안에 있는 픽셀들은 보간 과정을 

통해서 커버 이미지의 4×4 영역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서 Fig. 15(a)의 원본 이미지에서 (   ), (   ),

(   ), (   ) 위치에 있는 155, 158, 159, 153 픽셀의 

경우에는 Fig. 15(c)의 커버 이미지의 (   ), (   ),

(   ), (   )에 각각 위치하게 되면서 보간을 수행하

게 된다. 그리고 커버 이미지의 (   ), (   ), (   ),

(   )에 위치한 픽셀들의 주변 픽셀들에 비밀자료들

(a) Airplane1 (b) Airplane2 (c) CameraMan (d) Chemical Plant (e) Clock

(f) Lena (g) Moon (h) Pepper (i) Toy (j) Cat

Fig. 12. Origi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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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삽입되면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0부터 255 범

위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이미

지에서 이미지의 색이 검정색(Black)에 가까울수록 

픽셀 값은 0에 수렴하게 되고, 이미지의 색이 흰색

(White)에 가까울수록 픽셀 값은 255에 수렴하게 된

(a) Airplane1 (b) Airplane2 (c) CameraMan (d) Chemical Plant (e) Clock

(f) Lena (g) Moon (h) Pepper (i) Toy (j) Cat

Fig. 13. Cover images. 

(a) Airplane1 (b) Airplane2 (c) CameraMan (d) Chemical Plant (e) Clock

(f) Lena (g) Moon (h) Pepper (i) Toy (j) Cat

Fig. 14. Stego images.

(a) Original Image Pixels (b) Middle Image Pixels

(c) Cover Image Pixels (d) Stego Image Pixels

Fig. 15. The pixel value of Original Image, Middle Image, Cover Image and Stego Image : Camer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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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5의 Cameraman 이미지에서 선택된 영역

은 회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선택

된 픽셀 값들이 대부분 150정도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Fig. 16의 Toy 이미지에서 선택된 영역은 검

정색에 가까운 색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픽셀 

값들이 대부분 40정도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이미지 품질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과 관련 연구의 기법들

에 대한 을 측정하여 각 기법들에 대한 이미지 

품질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Table 1에 보

여 진다. NMI 기법은 평균 이 약 40dB 정도로 

측정되고, 제안하는 기법을 포함하는 다른 기법들은 

평균 이 약 30dB 정도로 측정된다. NMI 기법의 

평균 이 높게 측정되지만,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NMI 기법은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이 다른 기

법들에 비해서 낮게 계산된다. 따라서 NMI 기법을 

제외한 기법들의  수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제

안하는 기법의 평균  수치는 약 33dB로써 다른 

기법들과 거의 동일하거나 다소 높게 측정된다. 그리

고 10개의 실험 이미지 각각의  수치도 모두 

30dB 이상이 측정되기 때문에, 모든 실험 이미지들

에 대해서 사람의 육안으로 이미지의 왜곡을 탐지할 

수 없다.

4.3 비밀자료 삽입용량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과 관련 연구 기법들

에 대한 비밀자료 삽입용량을 비교한다. Table 2의 

실험 결과는 Table 1의  수치에 대한 삽입용량

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는 기

법의 평균  수치는 약 33dB로써, NMI 기법을 

Table 1. Comparison of PSNR of the proposed scheme and other schemes.

Algorithm

NMI INP Jana et al. Lu Proposed

 (dB)

Airplane1 42.9301 35.5022 33.1093 31.8923 33.0157

Airplane2 39.2357 32.5523 33.1214 31.9475 31.2007

Camera Man 37.3725 30.7698 33.1775 31.4875 31.1215

Chemical Plant 39.3376 32.3369 33.0884 28.2849 31.2373

Clock 40.4151 33.8718 33.1246 31.5743 32.5359

Lena 40.9050 34.2740 33.1188 31.9211 33.8035

Moon 42.2020 36.3284 33.0934 31.7157 35.9031

Peppers 40.8210 33.7639 33.1936 31.5889 33.4682

Toy 39.9131 33.1397 33.1217 31.4570 32.2949

Cat 43.9333 37.1510 33.1347 31.5896 35.6386

Average 40.7065 33.9690 33.1283 31.3458 33.0219

(a) Original Image Pixels (b) Middle Image Pixels

(c) Cover Image Pixels (d) Stego Image Pixels

Fig. 16. The pixel value of Original Image, Middle Image, Cover Image and Stego Image : T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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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다른 기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밀자

료의 삽입용량 측면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삽입용량

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Jana 등의 기법과 Lu의 기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안하는 기법은 Jana 등의 기법보다는 평균적으로 

약 84,000비트를 더 숨길 수 있고 Lu의 기법보다는 

평균적으로 약 148,000 비트를 더 숨길 수 있다. 따라

서 제안하는 기법은 다른 기법들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치를 가지면서 비밀자료의 평균 삽입

용량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히스토그램 분석

커버 이미지와 스테고 이미지 사이의 픽셀 값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분석을 수행한다.

Airplane1, Lena, Cat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Jana

등의 기법, Lu의 기법 그리고 제안하는 기법에 대해

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히스토그램은 

Fig. 17, Fig. 18, 그리고 Fig. 19에 보여 진다. 히스토

그램을 생성한 이미지가 흰색과 가까운 픽셀 값들이 

많으면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이미지

가 검은색과 가까운 픽셀 값들이 많으면 히스토그램

은 왼쪽으로 편향된다. Fig. 17과 Fig. 18에서 Jana

등의 기법과 Lu의 기법은 동일한 보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버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19의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

들과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미지 보간을 수행하

기 때문에 커버 이미지 히스토그램이 기존의 기법들

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17, Fig.

18, 그리고 Fig. 19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커

버 이미지의 픽셀 값들에 비밀자료를 삽입한 이후에 

스테고 이미지의 픽셀 값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

여준다. 예를 들어서 Fig. 19의 Cat 이미지의 경우에 

Fig. 19(c)의 Cat 이미지의 커버 이미지에 대한 히스

토그램과 Fig. 19(f)의 Cat 이미지의 스테고 이미지

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커버 이미지에 비밀 자료가 

삽입되면서 커버 이미지의 픽셀들의 값이 감소되거

나 증가하게 되면서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데, 픽셀들의 값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편향되고 픽셀들의 값이 증가하는 경우에

는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커버 이미지의 픽셀 값들에 비밀자료가 삽

입되면서 스테고 이미지 픽셀 값들이 증가 및 감소하

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변화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댓값, 최솟값 그리고 최대 차이 

값을 이용하는 개선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을 제안한다.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법

Table 2. Comparison of embedding capacity of the proposed scheme and other schemes.

Algorithm

NMI INP Jana et al. Lu Proposed

Embedding capacity(bits)

Airplane1 74,929 188,999 786,432 722,500 808,708

Airplane2 173,027 313,427 786,432 722,500 888,975

Camera Man 176,648 313,179 786,432 722,500 882,719

Chemical Plant 284,688 451,373 786,432 722,500 940,329

Clock 123,322 240,281 786,432 722,500 843,002

Lena 179,439 332,170 786,432 722,500 875,737

Moon 233,377 401,803 786,432 722,500 886,094

Peppers 170,499 330,509 786,432 722,500 872,837

Toy 165,679 312,213 786,432 722,500 877,120

Cat 120,499 228,264 786,432 722,500 833,459

Average 170,210 311,221 786,432 722,500 87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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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된 이후로 다양한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

닉 기법들이 제안되었지만 기존의 보간법 기반의 가

역 정보은닉 기법들은 이미지를 확장하는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는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없었다. 하

지만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있을 것이

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도 비밀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

(a) Cover image (CameraMan) (b) Cover image (Lena) (c) Cover image (Cat)

(d) Stego image (CameraMan) (e) Stego image (Lena) (f) Stego image (Cat)

Fig. 17. Histogram result of the Jana et al.'s scheme.

(a) Cover image (CameraMan) (b) Cover image (Lena) (c) Cover image (Cat)

(d) Stego image (CameraMan) (e) Stego image (Lena) (f) Stego image (Cat)

Fig. 18. Histogram result of the Lu'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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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  크기의 원본 이미

지를 중복이 없는 블록들로 분할하고 각 블록의 최솟

값을 기준으로 두 방향 탐색을 수행해서 두 개의 쌍

을 생성하고 최댓값을 기준으로 세 방향 탐색을 수행

해서 세 개의 쌍을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다섯 

개의 쌍에 대해서 PVD 기법의 삽입 알고리듬을 이

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를 삽입하면서 커버 이미지

를 생성한다. 두 번째 비밀자료는 Kim 등이 제안한 

기법을 수정한 알고리듬과 최대 차이 값,    함수 

등을 이용해서 삽입되고 두 번째 비밀자료의 삽입이 

완료되면 최종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비밀

자료의 추출과정에서는 평균값을 이용해서 원본 이

미지 픽셀 값을 복원하고 최대 차이 값,    함수 그

리고 스테고 픽셀과 원본 픽셀 사이의 차이 값을 이

용해서 두 번째 비밀자료를 추출한다. 그리고 PVD

기법의 추출 알고리듬을 이용해서 첫 번째 비밀자료

를 추출하면 전체 비밀자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비밀자료를 삽입하

지 않았던 이미지의 보간 과정 중에도 비밀자료를 

삽입하기 때문에 비밀자료를 두 번 삽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보간법 기반의 가역 정보은닉 기

법들보다 더 많은 비밀자료를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보간법 기반

의 다른 기법들과 비슷한  수치를 평균적으로 

가지면서,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비밀자료의 삽입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컬러 이미지 기반의 개선된 PVD

기법이 적용된 가역 정보은닉 기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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