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9 : 1703~1710 Sep. 2017

3D 공간정보 암호화 기법과 홀로그래픽 복원영상의 암호화 효율 
분석

최현준1 · 서영호2*

3D Point Clouds Encryption Method and Analysis of Encryption Ratio in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Hyun-Jun Choi1 · Young-Ho Seo2*

1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Mokpo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2*Ingenium College of Liberal Arts, Kwangwoon University, Seoul 01897,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서비스를 위한 3D 공간정보 (깊이정보) 보안기술을 제안한다. 영상 콘텐츠 암

호화는 영상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조작하여 허용된 사용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제안하는 암호화 기술

은 깊이정보에서 객체의 윤곽선을 추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쿼드트리 분할을 수행한다. 분할된 블록 중 최상위 블록

을 암호화 한다. 암호화 효과는 화질측정 방법을 이용한 정량적인 평가와 시각적인 평가를 병행하였다. 실험결과 전

체 데이터 중에서 0.43%의 데이터만을 암호화하여 깊이정보의 시각적인 정보를 은닉할 수 있었다. 또한, 암호화되

는 데이터 량과 시각적인 특성분석을 통해 깊이정보의 윤곽선 추출시 사용하는 임계치 값과 암호화 효율 상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a 3D point clouds (depth) security technique for digital holographic display service. Image 
contents encryption is a method to provide only authorized right owners with the original image information by 
encrypting the entire image or a part of the image. The proposed method detected an edge from a depth and performed 
quad tree decomposition, and then performed encryption. And encrypts the most significant block among the divided 
blocks. The encryption effect was evaluated numerically and visu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encrypting 
only 0.43% of the entire data was enough to hide the constants of the original depth. By analyzing the encryption 
amount and the visual characteristics, we verifi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shold for detecting an edge-map. As 
the threshold for detecting an edge increased, the encryption ratio decreased with respect to the encryp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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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경을 착용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디지털 홀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홀로그램은 3차원 공간상에 영상을 맺게 하는 방식이므

로 안경을 착용할 필요가 없고 양안으로 사물을 보듯이 

시청할 수 있다. 따라서 홀로그램은 가장 진화된 형태

의 3D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1-3].

1946년 Dennis Gabor가 홀로그램을 발명한 후 현재

까지 많은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 진행

되었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지금까지는 세부기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디지털 홀로그램(프린지 패턴)

의 생성 방법 및 그와 연계된 디스플레이 방법, 디지털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광학적 회절 

장치(공간광변조기, Spatial  Light Modulator, SLM)의 

해상도 증가 및 화소크기 축소, 디지털 홀로그램의 압

축, 홀로그램 프린팅 등에 대한 것들이다[2, 4].

영상콘텐츠 암호화는 영상의 일부분을 조작하여 허

용된 소유권자에게만 원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

술이다. 영상정보를 숨기는 작업은 영상정보가 전송되

는 동안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영상정보를 포획하여 그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암호화된 영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이 된다면 영상 전체를 

암호화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암호화 알고리즘의 수

행시간이 전체 영상처리시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특히 무선통신의 경우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으로 

인한 지연시간과 전력소모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가능하면 암호화 양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4].

본 논문에서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3차원 

point cloud 정보인 깊이정보를 위한 암호화 기법을 제

안한다. 이 기법은 깊이정보로부터 윤곽선 정보(edge)

를 구한 후, 이 정보를 기반으로 깊이정보를 쿼드트리 

분할한다. 분할된 블록 중 최상위 블록만을 선별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디지털 홀로그래픽 

서비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깊

이정보 암호화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험 및 구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디지털 홀로그래픽 시스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비디

오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

비스를 위한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1에서 보이고 있다[2,4]. 그림 1에서 보이

고 있는 시스템은 깊이정보(depth-map)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를 사용한 영상획득 장치를 이용한다. 

최근 깊이정보 카메라의 발달로 예전보다 쉽게 3차

원 객체와 공간에 대한 깊이 정보(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의 시스템은 깊이 카메라를 이용

하여 객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고, 일반 카메라를 이

용하여 객체의 색차 및 밝기 정보를 촬영한다. 객체의 3

차원 정보들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향상되

고, 이렇게 획득된 3차원 공간상의 광원정보들을 이용

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이때, 디지털 홀로

그램을 생성하는 연산을 송신부와 수신부 중에서 어디

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수신부의 연산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디지털 홀로그

램의 생성을 송신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수신부는 송신부에 비해 연산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을 송신부에서 수행하는 경우

에는 디지털 홀로그램 자체를 압축하고, 수신부에서 수

행하는 경우에는 3차원 광원정보를 압축한다. 디지털 

홀로그램 자체를 압축하는 것은 깊이정보를 압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2].

그림 1의 시스템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촬영 환경에

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서는 시청자가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깊이정보 카메라의 촬영 거리, 적외선의 간

섭/산란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양

한 깊이정보 카메라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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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암호화 기술

3.1. 영상 콘텐츠 암호화

디지털 영상 암호화 기술은 영상 데이터의 전체 혹은 

일부분만을 암호화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정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그림 

2에서 영상 암호화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예를 보이고 

있다[5-8]. 그림 2(a)는 원본영상, (b)는 공간영역 데이

터 전체를 암호화한 결과, (c)는 디지털 영상을 주파수 

변환한 후 주파수 계수 전체를 암호화 한 결과, (d)는 주

파수 계수 일부만을 암호화 한 결과이다. 여기서 그림 

2(c)와 2(d)를 살펴보면, 2(c)의 경우 암호화되는 데이터

의 양이 2(d)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

만, 암호화를 수행한 후 원본 영상 정보의 시각적인 보

안효과는 증가한다. 반면 2(d)의 경우에는 2(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만을 암호화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고속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

만, 원본 영상의 시각적인 정보(윤곽선)가 완벽하게 은

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2. 제안하는 영상 콘텐츠 암호화 기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암호화 방법은 객체의 3

차원 정보(깊이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홀로그

램은 깊이정보만으로도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정보를 위한 적절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수

신단의 연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경우 송신기에서 깊이정보만을 부호화

한 후 전송할 수 있다[8-10]. 이런 경우를 위해 깊이정보

만을 위한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a)                        (b) 

  

(c)                        (d) 

Fig. 2 Example of image encryption; (a) original image, 
(b) whole data encryption in spatial domain, (c) whole 
data encryption in frequency domain, (d) partial data 
encryption in frequency domai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깊이정보 암호화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순서를 그림 3에서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암

호화 순서는 다음과 같다[7].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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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g. 1 Example of Digital holographic broadcasting serv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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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깊이정보를 대상으로 객체의 윤곽선 정보를 찾는다. 

② 윤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정보를 3-레벨 쿼드트

리 분할을 수행한다. 

③ 분할된 세부블록들 중 최상위 레벨의 블록들을 대상

으로 암호화를 수행한다.

Fig. 3 Encryption procedure of depth-map

본 논문에서는 쿼드트리 분할을 위한 최초 블록의 크

기를 16×16 [pixel2]으로 설정하였고, 3-레벨 분할을 수

행하여 4×4 [pixel2] 크기의 최상의 블록을 생성하였다. 

쿼드트리 분할 방법은 그림 4와 같다. 

Fig. 4 Procedure of quad-tree decomposition 

그림 5에서는 깊이정보 영상의 쿼드트리 분할 결과

를 보이고 있다[7]. 그림 5(a)는 깊이정보, 그림 5(b)는 

쿼드트리 분할한 결과영상의 예이다. 여기서 Th는 윤곽

선 정보를 구할 때 사용된  임계치(threshold)를 의미한

다. Th 값의 범위는 10~40까지로 설정하였고, Th 값이 

작아질수록 쿼드트리 분할은 좀 더 세밀하게 수행되고, 

암호화 되는 데이터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a)                        (b)

Fig. 5 Results of Quad-tree de-composition; (a) depth- 
map, (b) Th=10

쿼드트리 분할 후 최상위 레벨 블록을 선정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깊이정보 암호화를 수행한다. 암호화

가 되는 블록은 최상위 블록으로 본 논문에서는 4×4 

[pixel2] 크기를 갖는다. 

Ⅳ. 실험 및 구현결과

제안한 암호화 기법을 세 가지 깊이정보 영상에 적용

하여 암호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6에서 실험에 사

용한 깊이정보 영상을 보이고 있다. 

   

 (a)                        (b)

(c)    

Fig. 6 Depth-map for experiment; (a) rabbit, 200×200 
[pixel2], (b) david,  200×200 [pixel2], (c) ballet, 200×150 
[pix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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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위한 절차는 그림 7과 같다. 먼저, 깊이정보를 

제안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수행한 후 암호화된 깊이정

보와 원본 깊이정보의 정량적인 화질을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암호화를 

수행하면서 식 (1)을 이용하여 암호화율(Encryption 

Ratio, ER)을 계산한다[10]. 

암호화율전체데이터량
암호화한데이터량

×          (1)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는 수치적인 평가와 시

각적인 평가를 병행하였다. PSNR과 ER수치가 낮을수

록 적은 수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효과적으로 깊이정

보의 데이터를 은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된 

깊이정보와 원본 깊이정보를 대상으로 CGH 연산을 수

행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였고, 이 홀로그램들

을 홀로그래픽 복원하여 홀로그래픽 복원영상을 획득

하여 3차원 영역에서의 정량적인 평가(SSIM(Structural 

SIMilarity), PSNR, RMSE(Root mean square error)) 

[11]와 시각적인 화질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7 Experimental Procedure

홀로그래픽 영상의 복원실험을 위한 광학 파라미터

들은 표 1과 같은 값들로 설정하였다. 표 1의 파라미터 

중 Hologram Resolution과 Pixel Pitch는 SLM의 해상

도와 화소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Distance는 SLM으

로부터 홀로그래픽 복원영상이 재생되는 거리를 의미

한다. 

Table. 1 Optical parameters for holographic reconstruction  

Parameter Rabbit David Ballet

Depth-map 
Resolution 

[pixel2]
200×200 200×200 200×150

Hologram 
Resolution 

[pixel2]
1,024×1,024 1,024×1,024 1,024×1,024

Wavelength [nm] 633 633 633

Pixel pitch [um] 10.4 10.4 10.4

Distance [mm] 110 100 95

그림 8에서는 임계치를 변화시켜가며 암호화한 결

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 8(a)의 좌측상단은 원본 깊

이정보, 우측상단은 Th=10, 좌측하단은 Th=20, 우측하

단은 Th=40으로 설정하고 암호화한 결과이다. 그림 

8(b)의 david, 8(c)의 ballet 깊이정보 역시 8(a)와 동일

한 설정으로 암호화 결과들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h 값이 높아질수록 원본 깊이정보의 시각적

인 정보의 노출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깊이정보

의 특성(영상의 복잡도, 윤곽선의 양)에 따라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하더라도 암호화 효율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그림 8에서 보인 암호화된 깊이정보들

을 대상으로 CGH를 수행하여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

중에서 임계치 ‘10’에서 암호화된 rabbit, ballet 깊이정

보의 디지털 홀로그램만을 선별하여 보이고 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홀로그램의 경우 깊이

정보 암호화 결과와는 달리 암호화 효율의 시각적인 평

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

는 과정에서 회절효과의 수학적인 연산을 위해 깊이정

보 각 화소에 대한 누적덧셈을 수행하는 때문이다. 

그림 10에서 암호화한 깊이정보들의 홀로그래픽 복

원영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임계치를 10~40까지 

변화시켜가며 암호화한 후 각각의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여 홀로그래픽 복원한 영상들이다. 그림 10(a)의 

좌측상단은 원본 깊이정보의 홀로그래픽 복원영상, 

우측상단은 Th=10, 좌측하단은 Th=20, 우측하단은 

Th=40으로 설정하고 암호화한 결과의 홀로그래픽 복

원영상이다. 그림 10(b)의 david, 10(c)의 ballet 깊이정

보 역시 10(a)와 동일한 설정으로 암호화 결과들이다. 

홀로그래픽 복원영상들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깊이정

보 암호화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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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Encryption result for depth-map; (a) rabbit, (b) 
david, (c) ballet

 

(a)                      (b) 

Fig. 9 Digital hologram of encrypted depth-map; (a) 
rabbit, Th=10, (b) ballet, Th=10

원본 깊이정보의 시각적인 데이터 정보가 상당히 많

이 은닉된 그림 8(a)의 Th=10(우측상단) 영상을 살펴보

면, 임계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깊이정보 화소의 대

부분이 암호화가 되었다. 

또한, 그림 10(a)의 우측상단의 홀로그래픽 복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시각정보가 은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깊이정보 영상 내에서 비교적 소량의 윤곽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림 10(a), 10(b)의 경우에는 임계치가 

낮을 경우 우수한 암호화 효과를 보이지만, 임계치가 

높아지면 홀로그래픽 복원영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암호

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그래픽 복원영상에서 원본객체의 정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수용할 만한 수준의 영상 

콘텐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는 깊이정보의 암호화 결과영상과 홀로그래

픽 복원영상의 객관적인 화질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화질측정을 위해 다양한 화질측정 도구를 이용

하였다. PSNR, RMSE의 측정결과를 보면 깊이정보의 

암호화 결과와 홀로그래픽 복원영상 모두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rabbit의 홀로그

래픽 복원영상의 경우 Th=10에서 PSNR은 9.4로 측정

되었고, Th=30에서는 9.08로 측정되었다. 암호화가 더 

되었지만 오히려 PSNR  수치는 더 높게 측정되었다. 하

지만, SSIM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

고 있다.  암호화 율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SSIM 수치

를 보이고, 암호화 율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

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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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Depth-map Holographic Image

PSNR ER
(×100) SSIM PSNR RMSE

rabbit

10 16.07 0.578 0.045 9.40 86.37

20 16.81 0.456 0.061 9.40 86.37

30 16.81 0.456 0.061 9.08 89.55

40 16.81 0.436 0.066 9.41 86.24

david

10 16.54 0.592 0.101 11.57 67.30

20 17.18 0.436 0.184 11.91 64.66

30 17.40 0.386 0.213 12.65 59.38

40 17.67 0.357 0.247 13.39 54.54

ballet

10 16.93 0.369 0.156 13.38 54.16

20 17.52 0.351 0.189 14.55 47.34

30 17.72 0.346 0.151 13.87 51.20

40 17.80 0.343 0.170 14.43 48.00

Average 17.11 0.43 0.14 11.92 66.26

Table. 2 Results of image quality assessment 

그림 8,10의 시각적인 암호화 결과와 표 2의 수치적

인 결과를 종합해보면, Th를 20~30 사이의 값으로 설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위한 깊이정보 암호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기술은 깊이정보로부터 윤곽선 정보를 구하여 쿼드

트리 분할 후 최상위 블록만을 선별하여 암호화하는 

것이다.  

깊이정보 영상과 홀로그래픽 복원영상을 대상으로 

수치 및 시각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암호화 성능을 평가

하였다. 수치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암호화된 깊이정보

의 PSNR과 암호화 율을 계산하였고, 홀로그래픽 복원

영상의 SSIM, PSNR, RMSE를 측정하였다. 시각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윤곽선을 구하기 위

한 임계치(Th)와 암호화 효율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응용분야에 따라 임계치를 적절하게 선

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깊이정보 암호화 기법은 추후 디

지털 홀로그래픽 방송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의미 

있는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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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of encrypted depth-map; (a) rabbit, (b) david, (c) b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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