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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성능의 향상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보안에 한 요성이 계속 증
가 하고 있고, 이런 상때문에 혼돈신호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새롭고 효과 인 이미지 
암호화 방법 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의 혼돈신호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의 혼돈신호가 특정 값에 변 된 분포로 생성되는 상에 한 암호화의 문제 을 보이고 우
리가 설계한 다 변수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혼돈신호의 분포가 생성되는 신호의 
체 역에 일정한 분포로 발생되는 것을 보인다. 우리는 이미지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한 결과값
으로 우리가 제시한 다 변수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mage Encryption 

Method for Multi-Parameter Chao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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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curity of digital images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in highly computerized and 
interconnected world. Therefore, The chaos-based encryption algorithms have suggested some new 
and efficient ways to develop secure image encryption method. This paper is described for the point 
at issue in all chaos-based encryption method for distribution of a chaotic signals. It has a method 
for generation of uniformly distributed chaotic signals that we designed secure algorithm of 
multi-parameter chaotic systems. So we are present validity of the theoretical models for results of 
image encryption and decryption for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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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컴퓨터의 성능과 인터넷통신이 고도

로 발달되면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안 하게 달

하는 방법에 한 문제 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에 한 책 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

을 보완하기 한 책으로 새로운 암호화 방법

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을 선택하

게 되었다[1, 2, 10, 11].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방법은 일반 으로 잡음

을 이용한 암호화방법과 같은 구조로 암호화가 이

루어진다. 암호화 하려는 데이터에 잡음신호를 XOR 

비트연산이나 그 외의 연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잡

음신호는 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 

역시 그 내용을 악할 수 없게 되어 완벽한 암호

화가 되는 것이다[1]. 그러나 이 방법은 암호화한 

사람도 결국 복호화 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잡

음을 이용한 방법은 암호화 정도는 강하지만 재생

산이 불가능해 복호화를 할 수 없는 결정 인 단

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방법으로 아무런 효용 가지

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혼돈신호는 잡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값만 알고 있으

면 발생되는 신호를 같이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암호화에 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혼돈신호를 미리 결정된 잡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혼돈신호가 잡음신호와 시계

열 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발

생신호의 모든 역에 일정한 분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특정 신호에 편 된 신호는 암

호화 처리 이후 암호화된 자료가 무단 복호화방법

으로 복호화 될 수 있는 험성을 지니게 된다. 우

리는 이런 문제 에 한 내용을 제 2장에서 보이

고 이러한 문제 을 보완 하는 방법에 한 결과를 

제 3장에서 다 변수 혼돈계의 응용으로 보인다.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암호화 혼돈계인 다 변

수 혼돈계에 한 결과물을 제 4장에서 이미지 암

호화와 복호화의 결과로 보이고 암호화 이후 생성

된 데이터의 분포가 일정한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제시한 암호화 방법의 안정성을 보인다.

2.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

2.1 혼돈계 신호의 구조

혼돈계에 한 연구는 이학계와 공학계에 상당

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한 새로운 연

구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혼돈계의 이론은 기존의 

과학이 연구하지 않았던 불규칙한 상을 이론이

나 실험을 통해 상론 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로 

혼돈계의 지배 인 규칙성을 찾는데 을 두고 

발 하 다. 그러나 지 은 과학의 반 인 분야

에 응용되고 있고 과학자들 한 이 상을 새로

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3, 4].

      (1)

우리는 이런 혼돈계의 특징을 응용하여 암호화

방법에 용하려 한다. 혼돈계의 신호는 잡음과 

유사하여 시스템을 악하지 못하면 그 값을 측

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혼돈계가 암

호계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혼돈신

호를 발생하는 표 인 혼돈계는 Map 구조의 시

스템으로 Logistic, Henon, Ikeda 등이 있고,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시스템으로는 Lo-

renz, Rossler, Duffing, Chua 등이 있다[6]. 여기서 

우리는 가장 표 인 Map 구조인 Logistic 시스

템을 식 (1)에 보이고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1)에 보인다. (그림 1)은 혼돈계의 특징  

하나인 갈래질 모양으로 식 (1)에서 값을 에

서 까지 변화 시키면서 획득한  값을 축

에서 복해서 그린 결과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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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혼돈계의 갈래질 모양

우리는 이 결과값에서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한 부분들로 혼돈신호가 특정 값에서 반복 으

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와 같은 분포로 인하여 암호화에 문제 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측한다[7, 8].

이 문제 을 처리하기 해 (그림 1)에서 사각

형으로 선택된 부분의 혼돈신호를 암호화에 사용

하면 신호가 반복 으로 많이 나타나는 곡선 부분

이 사각형에 각선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에서 보았을 때 일정한 분포의 신호가 발생 되

어 혼돈신호가 특성부분에 편 되어 분포되는 문

제 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2 CKBA(Chaotic key-based algorithm)

혼돈신호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가장 

표 인 방법이 CKBA(Chaotic key-based algori-

thm)으로 원래의 데이터에 혼돈계에서 발생된 신

호를 XOR 이나 그 외의 암호화 방법으로 암호화 

하고 같은 방법으로 복호화 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혼돈신호는 결

정론  잡음이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값을 

알고 있으면 같은 혼돈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 할 때 사용한 기값을 암호화의 

비 번호로 사용하고 복호화 할 때 그 비 번호를 

기값으로 사용하여 원래의 신호로 복귀시키는 

것이다[2]. 우리는 이와 같은 혼돈신호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의 충실도를 확인하기 해 임의의 3

종류 잡음을 생성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으로 실

험을 하 다. 우리가 사용한 임의의 잡음은 가우

시안 분포의 잡음, 혼돈계의 신호 그리고 균일한 

분포의 잡음이고 이것의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

그램을 (그림 2)에 보인다.

(그림 2) 암호화에 사용될 신호의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 (A) 가우시안 분포의 잡음 (B) 혼

돈계의 신호 (C) 균일한 분포의 잡음

(그림 2)의 (B)는 혼돈신호의 히스토그램으로 

계산에 사용된 값은 값이다. 식 (1) 그림에서 

의 값이     부분에서 신호의 분포가 많

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신호의 갈래질 

결과 그림인 (그림 1)에서도 값이 에서 3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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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호 분포가 많은 곳을 측할 수 있다. (그림 

2)의 (A)와 (C)는 각각 가우신안 분포의 잡음과 

일정분포의 잡음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값

이다[9].

(그림 3) XOR을 사용한 암호화 연산 이후의 히스

토그램 분석 결과 (A) 가우시안 분포의 

잡음 (B) 혼돈계의신호 (C) 일정한 분

포의 잡음

(그림 2)에서 보인 두 종류의 잡음과 혼돈신호

를 이용하여 일정색(회색)의 이미지 데이타를 XOR 

비트연산을 이용하여 암호화시킨 데이터의 분포를 

계산하여 (그림 3)에 보인다. 그림에서 나타난 결

과값으로 특정 분포의 신호는 암호화 방법을 거친 

이후에도 암호화된 데이터가 특정 분포에 같은 비

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상

은 암호화된 이미지가 외형 으로 원본의 이미지

와 같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런 상을 가시화하기 해 

시험(동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서 설명

한바와 같이 암호화 방법을 로그램으로 구 하

여 그 결과값을 (그림 4)에 보인다.

(그림 4) 신호로 암호화 시킨 이미지 (A) 원본이

미지 (B) 가우시안분포 잡음 이미지 (C) 

혼돈신호 이미지 (D) 일정분포 잡음 이

미지

(그림 4)의 (A)는 원본이미지이고 이것을 가우

시안 분포(그림 2)의 (A)를 갖는 잡음으로 암호화

한 결과값을 (B)에 보이고, 혼돈신호((그림 2)의 

(B))로 암호화 결과를 (C)에 보이고 일정한 분포

((그림 2)의 (C))의 잡음으로 암호화한 결과를 (D)

에 보인다.

의 실험결과로 혼돈신호보다 일정한 분포의 

잡음이 암호화 방법으로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잡음은 암호화에 사용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한번 발생된 잡음을 다시 발생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암화에 사용된 다량의 잡음

을 다시 재발생 할 수 없기 때문에 복호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혼돈신호는 기 값만 알고 

있으면 다시 같은신호를 발생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 으로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혼돈계 신호이면서 일정한 분포의 잡음과 같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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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갖는 혼돈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림 

1)의 혼돈 갈래질에서 값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암호화 방법을 변형하여 일정범 를 가변

으로 움직이게 하는 혼돈계를 구성하고 그 시스템

에 한 내용을 다음에 보인다.

3. 다 변수 혼돈계 시스템

3.1 다 변수 혼돈시스템 설계

기존의 혼돈신호를 이용한 암호화방법에 사용

되고 있는 혼돈계는 고정된 변수 로 혼돈신호를 

발생시켜 그 값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에 사용된 혼돈신호

가 특정값에 분포가 되어 있는 신호라면 그 결과

는 (그림 4)와 같이 암호화에 문제 을 발생시키

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

변수 혼돈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었다. 다 변수 

혼돈시스템은 변수 의 값을 고정하지 않고 변화

시키면서 혼돈신호값의 분포를 일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그 결과값은 (그림 4)의 (D)와 같을 것

으로 측한다.

      ⋯       (2)

혼돈계의 변수 를 (그림 1)의 갈래질 모양  

선택된 사각형의 값으로 식 (2)와 같이 설정하고 

그 값을 식 (3)의 혼돈계에 용 한다.

   
       (3)

식 (3)에서 에서 값은   값으로 혼돈

신호 발생시 변수 의 값이 일정한 범 로 변하게 

만들어 혼돈신호의 분포값이 일정하게 발생하도록 

한다.

이 게 구성된 혼돈신호는 일정분포 잡음과 그 결

과값이 같지만 잡음과 달리 기값만 입 시키면 다

시 같은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재생산

이 가능한 일정분포 잡음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3.2 다 변수 혼돈 시스템 구

다 변수 혼돈시스템의 설계방법에 따라 컴퓨

터 시뮬 이션 결과 그 값이 제 3.1  다 변수 혼

돈시스템 설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 분포 

잡음과 유사함을 (그림 5)에서 결과값으로 보인다.

(그림 5) 다 변수 혼돈계의 결과 (A) 혼돈신호

의 시계열 (B) 혼돈신호의 히스토그램

(그림 5)의 (A)값은 다 변수 혼돈시스템에서 

발생된 혼돈신호를 시간축에서 본 결과값이고, (B)

는 그 결과값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결과

값이다. 실험 결과값이 (그림 2)의 (D)와 같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시한 혼돈계가 일정분포 혼돈

계임 보인다.

4. 다 변수 혼돈계의 암호화 방법

4.1 암호화 방법의 설계  구

제 3장의 다 변수 혼돈계 시스템에서 구성한 

혼돈계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화하고 복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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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로그램의 의사코드를 

(그림 6)과 (그림 7)에 보인다.

 LET array = array(-3.95, -3.96, -3.97, -3.98)
   
READ original_image_file TO Image(x, y)
   
SET v = Image(x, y) vertical lines
SET h = Image(x, y) horizontal lines
 
FOR y = 1 TO v STEP 1 DO
    FOR x = 1 TO h STEP 1 DO
        SET n = n + 1
        SET I = mod(n, size of array)
        A = array(I)
        CALL Logistic_Map with A, xn RETURN xn 
        SET seed = digit xn value
        SET image(x, y) = image(y, x) XOR seed 
    END DO    
END DO 
 
WRITE encrypt_image_file FROM Image(x, y)  

(그림 6) 암호화 방법의 의사코드

암호화방법은 이미지의 픽셀값을 배열로 변환하

여 컴퓨터에 재하고 다 변수 혼돈계에서 발생

되는 혼돈신호를 8Bit 신호로 양자화시켜 그 값을 

이미지신호와 XOR 연산으로 암호화 시킨 후 그 

이미지를 장하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이 암호화

시스템에서 암호화의 키값은 변수값을 장하고 

있는 배열값이 암호화의 키값으로 사용되고 복호

화 할 때 역시 같은 배열값을 사용해야 복호화 할 

수 있게 된다. 키값에 포함된 배열의 개수나 는 

배열의 값이 하나라도 바 게 되면 혼돈계의 특성

 하나인 기치 민감성 때문에  다른 복호화 

결과값이 나타 나게 되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한 암호화 방법의 

충실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복호화 방법의 내용은 (그림 7)에서 의사코드로 내

용을 보이고 처리 순서는 암호화 방법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비트 연산자  XOR 연산자로 데이터를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암호화는 역순으로 실행시

켜 원본의 데이터를 획득하게 한다. 

LET array = array(-3.95, -3.96, -3.97, -3.98)
   
READ encrypt_image_file TO Image(x, y)
   
SET v = Image(x, y) vertical lines
SET h = Image(x, y) horizontal lines
 
FOR y = 1 TO v STEP 1 DO
    FOR x = 1 TO h STEP 1 DO
        SET n = n + 1
        SET I = mod(n, size of array)
        A = array(I)
        CALL Logistic_Map with A, xn RETURN xn 
        SET seed = digit xn value        
        SET image(x, y) = image(y, x) XOR seed 
    END DO    
END DO 
 
WRITE decrypt_image_file FROM Image(x, y)  

(그림 7) 복호화 방법의 의사코드

에서 제시한 암호화와 복호화하는 의사 코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값으로 사용된 array 값

이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키값이 바 었을 때 복

호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두 번 암호화 한 이

미지의 결과를 보이게 된다.

4.2 암호화 방법의 성능평가

다 변수 혼돈계을 구성하고 암호화와 복호화 

로그램을 수치계산 도구인 Matlab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구동시켜 결과값을 (그림 8)에 보인다. 

[5] 다보탑의 이미지를 기본이미지로 설정하고 우

리가 구성한 다 변수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방

법으로 이미지를 암호화하여 그 결과를 (그림 8)

의 (C)에 보인다. 그림에서 다보탑의 외형을 확인

할 수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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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 변수 혼돈계의 결과값 (A) 원보이미

지 (B) 원본이미지의 히스토그램 (C) 암

호화된 이미지 (D) 암호화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E) 복호화된 이미지 (F) 

복호화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

암호화된 이미지의 밝기 분포를 히스토그램으

로 계산하여 (그림 8)의 (D)에 보인다. 분포도 

한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은 일정분포 잡음으로 암호화한 결과 와 같다. 

암호화된 이미지를 복호화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결과값과 히스토그램을 (그림 8)의 (E)와 (F)에 보

이고 결과값이 기본이미지와 같음을 보인다. 결론

으로 우리가 설계한 일정분포 혼돈신호를 이용

한 이미지 암호화방법을 구  하고 그 결과값이 

우리가 설계한 내용과 같음을 실험 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기존의 혼돈계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신호의 분포에 따른 문제

을 보완한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진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구 한 다 변수 

혼돈계를 이용한 이미지 암호화 방법은 기존의 혼

돈신호를 그 로 사용하는 암호화 방법에서 나타

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혼돈신호가 발생하

는 변수에 따른 모든 역을 검토한 후 임의의 지

역을 추출하여 분포가 일정한 혼돈신호를 암호화

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방법에서 나타났던 암

호화 이후의 데이터에서 보인 특정모양의 분포를 

일정하게 하여 암호화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가 보인 결과는 실험 인 측면에서 계산 되

어 응용성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설계된 내용을 기

존에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방법 등의 혼돈신호발

생기에 용한다면 암호정도에 한 충실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나 문서에 한 작권보호에 한 심

이 증하고 있는 요즘에 들어, 우리가 구 한 암

호화방법은 기업  개인의 소 한 지  재산을 

보호하는 암호화 방법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

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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