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신회원 : 운 학교 교양학부

*** 정회원 : 한국폴리텍 4 학 

*** 종신회원 : 운 학교 자재료공학과(교신 자, dwkim@kw.ac.kr)

수일자 : 2012.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2. 10. 29

패킷화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상의 
효율 인 암호화 기법

서 호* · 최의선** · 김동욱***

Efficient Encryption Technique of Image using Packetized Discrete Wavelet Transform

Youngho Seo* · Eui-Sun Choi** · Dong-Wook Kim***

이 논문은 2013년도 운 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릿 패킷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시네마와 같은 상의 요 성분을 추 하고 암호화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간과 주 수 역에서 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상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

는다. 얻어진 정보들을 종합하여 웨이블릿 변환과 부 역의 패킷화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웨이블릿 변

환의 벨과 에 지 값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강도로 암호화가 가능하다. 암호화 효과를 수치  시각 으로 분석

하여 최 의 라미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별도의 분석과정 없이 본 논문에서 제시된 라미터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체 데이터 에서 단지 0.18%의 데이터만을 암호화하더라

도 객체를 분간할 수 없다. 부 역의 패킷화 정보와 암호화 시 이용한 키를 체 암호키로 이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which estimates and encrypts significant component of digital image such as digital cinema using 

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 (DWPT).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in spatial and frequency domain,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ciphering an image was extracted. Based on this information an ciphering method was proposed with wavelet transform and 

packetization of subbands. The proposed algorithm can encrypt images in various robust from selecting transform-level and energy threshold. 

From analyzing the encryption effect numerically and visually, the optimized parameter for encryption is presented. Without additional 

analyzing process, one can encrypt efficiently digital image using the proposed parameter. Although only 0.18% among total data is encrypted, 

the reconstructed image dose not identified. The paketization information of subbands and the cipher key can be used for the entire secre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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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시네마를 비롯하여 이산 웨이블릿에 기반을 

둔 JPEG2000/MJPEG2000의 사용 확 에 따라 자연히 보

안/보호 연구도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겨냥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들 기술의 확 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더욱 늘어날 망이다[1-3]. 아직 상/비

디오 처리기술과 보안  보호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

로 구 하는 연구는 세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각각의 솔루션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재의 추

세로 보면 조만간 통합  솔루션의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상/비디오 처리  정보보안/보호의 통합 

솔루션은 상/비디오 응용분야의 기반 핵심부품의 선

이라는 의미에서 세계 굴지의 업체에서 이 분야에 

한 경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 망할 수 있다.

최근에 무선 환경에서의 안 한 멀티미디어 통신기

술을 한 응용 계층에서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미 MPEG-4 [4-6]기반에 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다. 상 으로 웨이블릿 기반의 상처리 방법이 더

욱 최근에 발 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에[7]~[12] 한 

보안 알고리즘 한 기단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7]에서는 다른 2가지 방법으로 부분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 고, [13]에서는 쿼드트리(quad-tree)를 기반으

로 하는 SPHIT를 겨냥하여 암호화는 방법을 제안하

다. [8]과 [9]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방식인 NSMRA 

(non-stationary multi-resolution analysis) 방법으로 각각 

필터[8]와 트리구조 변환[9]을 통해 암호화를 수행하

는데 이러한 방법은 엔트로피 코딩의 하나인 산술 코딩

을 목표로 하 다. [10]에서는 확률 인 암호화방법을 

제안하고 [13]에서 그 방법을 개선시켰다. [11]에서는 

EZW 방법을 제안하 는데 ATM 패킷 방법을 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 다. [12]에서는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

고 데이타 그 자체를 암호화하 다. 신에 그것은 상

의 요한 비트 평면을 암호화하여 원 상에서 1/8에 해

당하는 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 다. 최근에는 

MPEG 기반의 비디오를 한 암호화 기법[14][15]도 연

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화된 DWT를 사용하 는데 이 방

법은 암호화하는 데이터의 양과 계산양의 서로 상보

인 계가 있고 안 한 상 송을 하기 해 암호화하

는 데이터의 양을 응 으로 조 하여 다양한 환경에

서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는 DWT를 이용

한 상압축방법과 DWT 결과 상  그 데이터 구조에 

해서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분 상 암호

화를 한 데이터 선택 방법과 선택된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방법을 3장에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한한 방법

에 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웨이블릿 

계수의 특성

DWT는 DCT와 같이 시간 역의 신호를 주 수 역

의 계수로 변환한다. 그러나 푸리에 변환을 기반으로 하

는 도구들과 달리 주 수 역에서 신호가 갖는 주 수 

성분뿐만 아니라 치에 따른 주 수 성분의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한 상을 블록으로 분할하지 않고 원 

상을 그 로 처리함으로서 블록효과를 제거할 수 있

다. DWT를 기반으로 상을 압축할 경우에 다양한 압축

률을 얻기 쉬우며, 체 상에 해 주 수 역별로 분

리하므로 비트스트림이 잡음에 강인하다. 부 역의 구

조를 활용하면 일부분 송된 정보로 체 상을 복원

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재 디지털 시네마를 한 

압축도구인 JPEG2000의 기본 주 수 변환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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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팩토링을 이용한 정방향/역방향 리
Fig. 1 Forward/inverse lifting using factoring

DWT를 연산하는 방법은 크게 컨벌루션 필터링 방법

과 리  방법이 있다. 리 은 컨벌루션 필터링을 변

형  개선하여 연산의 속도와 메모리의 사용효율을 높

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 을 이용하여 DWT를 

수행하고자 한다[2]. 리  방식의 기본 인 원리는 웨

이블릿 필터의 다상 행렬을 삼각 행렬과 각 행렬로 인

수분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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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일반 인 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리 을 이용한 웨이블릿 변환은 분할, 결합, 측, 갱

신,  조정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16].

2 dimensional(2D) DWT는 열과 행방향으로 1D DWT

를 각각 독립 으로 연산하여 수행된다.

2차원 데이터, 즉 상에 해 2D DWT를 수행하면 

각기 다른 주 수 특성을 갖는 4개의 역이 생성된다. 

이 역을 부 역이라고 하고 일반 으로 주 수 특성

에 따라서 LL, LH, HL,  HH 역으로 표시한다. 4개의 

부 역은 열과 행방향으로 다운 샘 링되었기 때문에 4

개의 부 역을 합한 크기는 원 상의 크기와 동일하다. 

1- 벨 DWT에 의해 생성된 부 역의 구조를 그림 2(a)

에 표시하 다. 

처음으로 생성된 4개의 부 역 에서 가장 주  

부 역인 LL 부 역에 해 2D DWT를 용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주 수를 분할하는 방식을 Mallat-tree 방식

이라고 한다.

LL HL

LH HH

(a) (b)

그림 2. DWPT에 의한 부 역의 생성 
(a) 1 벨 (b) 5 벨의 

Fig. 2 Subband structure example by DWPT 
(a) 1 level (b) 5 level 

Mallat-tree 방식으로 L- 벨만큼 2D DWT를 수행하

면 (3L+1)개의 부 역이 생성된다[12]. 4개의 부 역 

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의 부 역을 선택하여 DWT를 수

행하는 방식을 이산 웨이블릿 패킷 변환(discrete wavelet 

packet transform, DWPT)이라 한다[15]. 패킷화된 DWT 

부 역의 구조를 그림 2(b)에 표시하 다. 

Ⅲ. 제안한 암호화 기법

본 장에서는 상을 한 암호화  복호화 기법을 제

안한다. 먼  체 인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암호

화  복호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그리고 암호화 과정

을 한 부 역 선택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상을 암호화하기 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상

에 응 이지 않다는 단 을 갖는다. 응성이 없을 경

우에는 알고리즘을 용하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최

화는 되지 않는다. 속도와 최 화는

서로 상보 인 계로 볼 수 있다. 상의 어느 주

수 성분을 암호화 하 다면 역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주

수 성분을 공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

하기 해서는 역과정을 추 하기 어려워야 하고 주

수 성분을 측하기 어려워야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알

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들을 히 해결하고 효율 으

로 암호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상은 유사한 주 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측이 용

이하여 mallot-tree 방식의 DWT가 당하지 않다. 즉 부

역을 패킷화하여 상에 특화된 부 역 구조로부터 

추출된 주 수 성분을 암호화해야 한다. 이러한 부 역 

구조는 암호화된 주 수를 측하기 어렵게 하고 역과

정을 이용한 공격이 어렵다. 상에 따라서 각각의 부

역에 해 응 으로 DWT를 수행하고 그 기 은 

에 지의 요도에 의존한다. 시각 인 인지도는 정보

가 갖는 에 지의 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

지가 높은 주 수 역을 은닉하여 암호화 효율을 높여

야 한다. 

3.1. 암호화 기법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상을 4개의 부 역으로 변환하고, 4개의 부 역에 

해 각각 다시 DWT를 수행한다. 부 역들의 에 지 분

포를 탐색하고, 다시 DWT를 수행할 부 역을 선정한

다. 이러한 과정을 선택맵(selection map)과 우선순 맵

(priority map)에 기록하여 탐색과정을 장한다. 선택맵

은 선택된 부 역에 한 정보를 보유하고, 우선순 맵

은 동일한 벨에서 선택된 부 역들  어느 부 역이 

암호화 우선순 가 높은지를 보유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택된 부 역들의 총 에 지값이 임계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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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DWT 벨의 임계치(
)가 

높아질수록 각 부 역의 크기와 에 지가 작아지기 때

문에 에 지 임계치를 만족시키기 해 선택되는 부

역의 개수는 증가하고 정 하게 에 지 합계를 조 할 

수 있다.

Forward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Total Energy > ETH

Energy Calculation on Each 

Subband

Subband Selection Algorithm

Regular 

Encryption

Encryption Mode

Random 

Encryption

Inverse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yes

no

Original Image

Encrypted Image

그림 3. 상 암호화 차
Fig. 3 Image encryption procedure

최종 으로 선택된 부 역들은 블록 암호화 알고리

즘[18]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에 역 PDWT를 수행하여 

암호화된 상을 생성한다. 

암호화 과정에서 생성된 선택맵, 우선순 맵, 그리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암호키(cipher key)를 합쳐서 

체 보안키(secret key)가 된다. 이 보안키는 허가받은 사

용자에게만 달된다.

3.2. 복호화 기법

그림 4에는 상을 복호화하는 차를 나타내었다. 

복호화 차는 암호화 차의 역과정이고 암호화 시 사

용하 던 암호키를 그 로 사용하고, 암호화 과정에서 

추출했던 선택맵과 우선순 맵을 이용한다.

Forward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Regular 

Decryption

Decryption Mode

Random 

Decryption

Inverse Packetized DWT

using Lifting

Decrypted Image

Encrypted Image

그림 4. 상 복호화 차
Fig. 4 Image decryption procedure

3.3. 부 역 선택

제안한 상의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부 역을 선택

하는 방법은 그림 5의 순서로 수행한다. 에 지 집 도

가 높은 부 역을 추 하는 경우에 동일한 에 지를 갖

는 부 역이 존재한다면 (LL, LH, HL, HH)의 순서로 우

선 순 를 결정한다. 

에 의해 증가한 부 역에 한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에 

에 따라서 생성되는 부

역들의 순서를 추 하여 우선순 맵을 한 우선순  

래그를 생성한다. 그리고 

에 따라 부 역을 선택

하고, 선택맵을 해 선택 래그을 생성한다.

Subbands

Level Ordering

Subband Ordering

Subband Decision

Priority 

Flag

Selection 

Flag

Level Update

LTH

ETH

그림 5. 부 역 선택 차
Fig. 5 Subband sel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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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제안한 암호화 기법을 100여장의 상에 용하여 

암호화 결과를 확인하 다. 먼 , 순방향 DWPT를 이

용하여 생성된 상을 주 수 역의 계수로 변환하

고, 앞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부 역을 선택한다. 선

택된 부 역의 계수들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암호화한다. 역방향 DWPT를 거쳐서 암호화된 

상이 생성된다. 암호화된 결과는 peak noise-to-signal 

ratio (PSNR)과 normalized correlation (NC)를 이용하여 

수치 으로 확인한다. 한 수치 인 통계와 함께 시

각 인 단을 통해서 결과를 단한다.  PSNR은 식 

(1)에 정의하 다.

  log








  
′ 


      (1)

본 실험에서는 DWPT 과정 이후에 생성된 부 역 계

수를 모두 암호화하지 않고 계수의 최상  비트만을 암

호화한다. 최상  비트만을 암호화해도 체 비트를 암

호화한 것과 효과가 거의 유사하 다. 

제안한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한 

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의 는 


이고 




의 경우이다. 


이지만 실제로 암호화

된 에 지의 양은 51.1%이고, PSNR은 9.07dB이다. 암호

화된 부 역의 크기는 0.39%이고, 최상  비트 평면만

을 암호화했기 때문에 암호화된 양은 0.53%이다.

그림 6(a)는 원본 상을 나타내고, (b)는 암호화된 부

역을 나타낸다. 그림 6(c)는 암호화에 선택된 부 역

을 표시하고, 그림 6(d)는 복원한 암호화된 상을 나타

낸다. 체 데이터에서 매우 소량의 데이터만을 암호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6(d)와 같이 상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 효과가 뛰어나다. 한 DWPT의 구

조와 선택된 부 역에 한 정보가 없다면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높다. 



와 


의 값을 조 하여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가능하다. 그림 7은 


인 경우에 

에 따라 선

택된 부 역들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해서 최  주

수 역은 반드시 포함시킨다. 최  주 수 역은 에

지의 양에 상 없이 체 상의 평균 주 수를 나타

내므로 암호화 시 포함시킨다. 


를 선택하여 나

타낸 이유는 이 정도의 에 지 이상이면 모든 

에 

해서 체 인 상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b)

(c) (d)

그림 6. 암호화 실험 과정 (a) 원 상 (b) 암호화된 
부 역 (c) 선택된 부 역 (d) 복원된 상
Fig. 6 Encryption procedure (a) original image 
(b) encrypted subbands (c) selected subbands 

(d) reconstructed image

(a) (b)

(c) (d)

 

그림 7. 


인 경우에 선택된 부 역 

(a) 


  (b) 


  (c) 


  (d) 




Fig. 7 the selected subbands in case of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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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질수록 더욱 에 지를 정 하게 분해하

고 요한 주 수 성분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 

효과는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DWPT로 인한 연산

량은 증가할 수 있지만 

가 높은 경우에 DWPT의 연

산은 매우 소량이므로 체 인 비용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에는 

와 


에 

따라서 선택된 부 역의 개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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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암호화를 해 선택된 부 역의 개수
Fig. 8 The number of the selected subband for encryption

암호화 이후의 상의 PSNR을 측정하여 그림 9에 그

래 로 정리하 다. 

과 


를 변화시키면서 100여

장의 상에 해서 다양한 조건을 실험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PSNR 값이 

과 


에 해 규칙성 있는 경

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SNR은 

10dB 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미 경향성을 갖는 범

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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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의 암호화 PSNR 결과
Fig. 9 Encryption PSNR result of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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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암호화 역의 비율에 한 그래
Fig. 10 Graph for ratio of encrypted region

벨 

과 에 지 


에 따른 암호화 역의 비율

을 그림 10에 보 다. 동일한 

라면 


가 클수록 암

호화 역은 작다. 즉, 작은 부 역만을 암호화할지라도 

유사한 에 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DWPT

의 벨이 증가하면 주 수를 더욱 세분화할 수 있고, 

요 주 수 역을 찾는 것이 더욱 정 해진다. 

에 따

른 최상  비트 치를 표 1에 나타냈다. 즉, 암호화된 데

이터의 값은 그림 10의 결과를 표 1로 나 어야 한다.


 MSB

2 9

3 10

4 11

5 12

6 12

7 13

표 1. 벨에 따른 MSB의 치
Table. 1 position of MSB for level

 

선택된 

에서 암호화 역의 비율을 표 2에 정리

하 다. 표 2의 값들은 그림 9  10의 실험 결과로부터 

추출한 값이다. 표 2는 수치 인 암호화 결과를 비교 분

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동일한 

에

서 

이 증가하면 암호화된 역의 비율은 감소한다. 

즉, 주 수를 세분화시키면 작은 역만을 암호화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에 지가 암호화되어 암호화 효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암호화 효율은 

식 (2)으로 정의하 다. 벨 7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 

데이터의 0.18%만을 암호화하여도 객체가 완 히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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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벨 6의 경우는 0.29%를 암호화 하 을 때 객체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Item



4 5 6 7


 55

Ratio of Encrypted Region(%) 5.86 5.45 3.49 2.28

Ratio of Encrypted Data(%) 0.53 0.46 0.29 0.18

Efficiency 9.39 10.06 15.75 24.16

Efficiency Ratio(%) 38.85 41.63 65.21 100

표 2. 암호화 효율의 분석  비교
Table. 2 Analysis and comparison of encryption 

efficiency

 

표 2에서는 

를 55로 고정하 지만 상이 분간하

기 어려운 지 은 각 

별로 차이가 있다. 모든 


에 

해서 상이 확실히 분간하기 어려운 지 을 선택한 

것이 


이다. 그림 11에는 

가 증가함에 따라

서 상이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1(a)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윤곽선 정보가 남아 있고, 그

림 11(b)부터는 원래 상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11(c)는 확연히 원래 

상을 구별하기 어렵다.


   




       (2)

표 2에서는 

를 55로 고정하 지만 상이 분간하

기 어려운 지 은 각 

별로 차이가 있다. 모든 


에 

해서 상이 확실히 분간하기 어려운 지 을 선택한 

것이 


이다.

그림 11에는 

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1(a)에는 아직까

지 약간의 윤곽선 정보가 남아 있고, 그림 11(b)부터는 

원래 상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상인지 분간하

기 어려워진다. 그림 11(c)는 확연히 원래 상을 구별하

기 어렵다.

그림 8, 9,  10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분

야에 따라 암호화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a) (b) (c)

그림 11. 

=7의 경우에 


에 따른 암호화 효과 

(a) 

=50, (b) 


=55, (c) 


=60

Fig. 11 Encryption effect according to 

 in case of 



=7 (a) 


=50, (b) 


=55, (c) 


=6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역에서 암호화를 통해 

상정보를 효율 으로 은닉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

산 웨이블릿 변환을 패킷화하여 상의 주 수 성분을 

분해하고, 이들 주 수에서 요한 주 수 성분을 추

하 다. 요한 주 수, 즉 많은 에 지를 갖는 주 수 

성분을 선택하고 암호화하여 상을 암호화하 다. 암

호화 효과는 수치  시각 으로 확인하 다. 복원된 

상의 PSNR을 수치 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상 성을 정

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각 인 특성과 암호화량을 

분석하여 DWPT 벨과 에 지 량 사이의 계를 규명

할 수 있었다. DWPT 벨이 증가할수록 암호화량에 

한 암호화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연산량이 증가하므

로 응용분야에 따라서 벨과 에 지량, 그리고 암호화 

강도를 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7- 벨의 경

우에 체 데이터 에서 0.18%의 데이터만을 암호화한

다 할지라도 복원된 객체를 시각 으로 확인하기 어려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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