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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홀로그램을 이용한 광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조 종 덕**ㆍ  규 태***

AStudyonOpticalInformationProcessingusingVolumeHologram

Cho, Chong DuckㆍKim, Kyu Tae 

<Abstract>

Inthispaper,anew hybridopto-digitalmultipleinformationhidingandreal-time

extractingsystem wassuggestedandimplementedusingavolumeholographicoptical

correlator.Themultipleinformationhidingsysteminwhichthemultipleinformationcan

behidedinanarbitrarycoverimagewasdigitallyimplementedbyusingthecombination

ofpseudorandom sequenceandHadamardmatrix.Inaddition,areal-timeoptical

extractionsystem inwhichthehidedmultipleinformationinacoverimagecanbe

extractedinreal-timewasimplementedbyusingavolumeholographicopticalcorrelator.

IntheVanderLugt-typeholographicopticalcorrelatorused inthisexperiment,the

multifulmatchedspatialfilterscorrespondingeachofthehidedinformationswere

recorded in aphotorefractivecrystalbyusingthemovingwindow-based angular

multiplexing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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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최근 반도체,컴퓨터,통신,소 트웨어 등과 같은 정

보통신 산업의 속한 발 은 과거 독립 으로 발 해오

던 가 기기,컴퓨터,통신,방송, 상,오락 등 여러 산

업들이 서로 융합된 고도의 기술ㆍ지식 집약 멀티미디

어 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이러한 21세기 고도 정보

화 사회에서 매일 우리의 오감을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있는 천문학 인 숫자의 엄청난 정보를 보다 효과 으로

*본 논문은 2007년 서일 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

음.

**서일 학 정보 자 공,jjd@seoil.ac.kr

***(주)마크애니,jedam@markany.com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고속으로 정보를 꺼내볼 수 있는

고속, 용량 정보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한 로,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VOD:video-on-demand)의 상용화를

해서는 비디오 서버의 용량이 103Tbyte이상,데이타

달속도는 1Gbit/sec이상이 요구된다.그러나,기존의 반

도체 메모리 기술,MOD (magneto-opticdisc) CD

(compactdisc)메모리 기술 등은 이러한 21세기 고도 정

보화 사회에서 견되는 막 한 양의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 ․경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고속, 형 정보처리를 한 원천기

술의 개발에 한 필요성이 실히 요구된다[1].



체  홀 그램  용한 보처리 술에 한 연

52 제5권 제2호

체 홀로그래피는 이러한 재의 정보처리 수 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원천기술로서 기존의 1차원

인 정보처리 시스템과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방

법으로 Tbyte이상의 막 한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각설탕만한 크기의 비선형 굴 매

질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피 기술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극 용량(Tbyte이상)의 정보

를 고속(μsec)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1963년 Polaroid사의 VanHeerde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체 홀로그래피 기술은 그동안 많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지난 40여년 동안 소자를 비롯한 정보처리

기술이 반도체 메모리 기술 자기 메모리 기술에 비

해 상 으로 발 되지 않아 실질 인 응용연구로 연결

되지 못하 다.그러나,최근 효과 인 홀로그램 기록매

질의 개발과 소형 반도체 이 ,LCD공간 변조기,

CCD 검출기 기술 등과 같은 련 자 소자의 발

으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주문형 비디오, 네트워크

컴퓨 , 용량 동화상 기록 미디어, 용량 컴퓨터 서보,

첨단 군정보 체계,뉴럴 컴퓨 , 형 디지털 데이터베

이스, 컴퓨터,3차원 디스 이 등 체 홀로그래피

기술의 장 을 최 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 분야

의 등장에 따라 체 홀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처리 응용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체 홀로그램 시스템의 특징을

응용하기 한 방법으로 최근 많은 심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이

를 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

하기 한 새로운 정보은폐(informationhiding)기술

[2-6]과 주민증,여권,신용카드 등 오 라인에서 유통되

는 개인 단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한 정보처리

(opticalinformationprocessing)기술[7-9]을 이용한 하

이 리드 -디지털 다 정보은폐 시스템 실시간 정

보추출 시스템을 구 하 다.

정보은폐 기술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의 작권을 보호

하기 해 디지털 컨텐츠에 많은 양의 다 정보를 삽입

하고 추출하는 방법으로 2차원 PSC(pseudorandom

code)와 HAM(Hadamardmatrix)이 사용되었다.제안된

다 정보은폐 방법은 DS(directsequence)기법을 이용

하여 역확산 특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확산부호

사이의 직교성이 기존의 랜덤시 스 보다 우수한 2차원

PSC와 강한 직교성을 갖는 HAM을 상호보완 으로 조

합함으로써 원하는 여러 개의 정보를 효과 으로 임의의

디지털 컨텐츠에 다 은폐 추출이 가능하다. 한,

무인지성과 제 3자에 의한 공격이나 신호처리 시스템에

도 강건성을 갖는다.

정보처리 기술은 디지털 컨텐츠에 삽입된 다 은

폐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기 해 고속 병렬처리

특성을 갖는 상 시스템과 용량 장능력 실시

간 랜덤 엑세스가 가능한 체 홀로그램 시스템이 조합

된 VanderLugt형 홀로그래픽 정보추출 시스템[10-13]

으로 구 되어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실

시간 다 은폐정보 추출 가능성을 제시하 다.

Ⅱ. 지털 정보 폐 술

최근,컴퓨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련 기술이

속도로 발 함에 따라 디지털화된 음성 상 매체에

한 수요도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 한 서비스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종

합 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발 함에 따라 인터넷과 같

은 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은 그 수요가 상

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따라

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진 여부를 쉽게 단할 수

있는 작권 보호에 한 문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

으며,최근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근 방법으로 디

지털 정보은폐(informationhiding)기술에 한 많은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 연구 에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은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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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되고 있는특성은 크게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즉,디지털 상에 은폐된후 추출될 수있는 정보의용량

(capacity)과 은폐된 정보의 무인지성(imperceptibility),

그리고 우연 으로나 혹은 그 밖의 다른 의도에 의해 은

폐된 정보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강건성(robustness)등

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갖

고 있고,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보은폐 기술의 실

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목 에 따라 당한 타

을 찾아야 한다. 를 들어 디지털 정보은폐 기술 의

하나인 captioning에서는 은폐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요하고 작권 보호에서는 작권 정보의 불법 제거에

한 강건성을 보다 요시한다.그리고 비화통신(secure

communication)에서는 무인지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다.그 지만 이상 인 정보은폐 기술은 모든 용도에

서 범용 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이러한 에서

정보은폐기술은 은폐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고,불

법 사용자가 은폐된 정보를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불법 제거에 해 높은 강건성을 가져야 한다.

재까지 발표된 디지털 매체에 한 표 인 정보

은폐기술은 과거 군사목 으로 사용해 왔던 역확산

(spread spectrum) 기법으로 direct-sequence(DS)와

frequencyhopping(FH)방법 등이 있다.이 두 가지 방

법은 모두 은폐하고자 하는 원래의 정보를 랜덤시 스

(random sequence)라 불리는 잡음의 성격을 갖는 확산

부호에 의해 정보의 에 지를 확산시킴으로써 불법 사용

자로 하여 은폐된 정보의 추출을 어렵게 한다.여기서

DS기법을 이용한 역확산은 원래의 정보보다 매우 큰

역 특성을 갖는 확산신호를 정보신호에 직 곱해서

역확산 시킨 은폐 정보를 얻을 수 있고,원래의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사용된 동일한 확산신호를 곱해야만

얻을 수 있다.즉,사용된 확산부호를 모르는 불법 사용

자에게는 아무 의미없는 잡음에 불과하지만 정확한 확산

부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은폐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높은 비화특성을 갖는다. 한,넓은 주

수 역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FFT나 DCT등과 같은 신

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상압축에도 강건성을 갖는다.

DS기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디지털 상에 여러 개의

정보를 은폐하는 다 정보은폐의 경우에 서로 다른 확

산부호를 사용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은폐

된 정보의 에러없는 추출을 해서는 사용된 확산부호

사이에 상호상 성이 존재하면 않된다.즉,사용된 확산

부호가 백색잡음(whitenoise)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만족하기 해서는 반복

주기가 무한히 길어야 한다.그러나 디지털 상에 곱하

여 사용될 확산부호의 경우 1차원 으로나 2차원 으로

제한된 길이나 면 을 갖는 신호이기 때문에 완 하게

상호상 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따라서 은폐된 정보의

정확한 추출을 해서는 확산부호의 직교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DS기법에서 사용되는 확산부호로 디지털

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2차원 PSC와 강한 직교성을 갖

는 HAM을 상호보완 으로 조합하여 원하는 여러 개의

정보를 임의의 디지털 상에 다 은폐시키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 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폐된 정보는

정보은폐시 사용된 두 가지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될 경

우에만 추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 사용자가 무한히 발생

시킬 수 있는 2차원 PSC와 HAM의 조합을 정확하게 재

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으로 강한 비화성을 가지며,

HAM의 직교성으로 서로 다른 확산부호간의 상 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없는 은폐정보의 추출이 가능

하다.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의 검증을 해 디지털

으로 발생된 2차원 PSC와 HAM을 이용한 정보은폐

추출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정보가 은

폐된 디지털 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송할 경우 송

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우시안 잡음뿐만 아니라 데

이터의 역폭을 이기 해서는 JPEG과 같은 상압

축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향에 의

한 은폐정보의 추출 과정을 통해 제시된 알고리즘의 강

건성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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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역확산 기법을 이용한 정보은폐

Ⅲ. 역 산 법  용한 정보 폐 

디지털 정보은폐 기술에서 특정 정보를 연 성이 없는

임의의 디지털 상에 은폐시킬 때, 조방지 작권

의 보호가 필요한 디지털 상이나 필요한 정보를 은폐시

키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상을 커버 상

(cover-image)이라 하고,정보를 은폐하고 추출할 때 사용

되는 부호를 스테고키(stego-key)라고 한다.그리고 은폐

정보가 포함된 커버 상을 스테고 상(stego-image)이라

한다.이러한 스테고 상은 컴퓨터 네트워크 멀티미디

어 련 기술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스

테고키와 같은 암호화된 키를 갖고있는 허가된 사용자를

인증할수있다.그림1은 역확산기법을이용한일반

인 정보은폐 기술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은폐 기술에는 크게 스테고 상에서 정보

를 추출해낼 때 원래의 커버 상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

된 암호키만 이용하여 원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커버 상에 한

정보를 배포하지 않는 한,숨겨진 정보에 한 근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응용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고,

captioning,indexing,비화통신 등이 불가능하다. 한,

다수의 커버 상을 이용하여 배포된 상에 한 작권

보호를 수행할 때에도 데이터의 불법복사를 감시하는 자

동 감시 엔진이 커버 상에 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

다.따라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보의 개수가 늘어나면

용량 장시스템을 필요로 하며,많은 계산시간이 소요

되므로 고속처리가 요구되는 응용분야에서는 사용이 제

한된다.후자의 경우에는 최근 소개된 정보은폐 기술

에서 역확산 기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데,이 방법은 정보은폐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가

지 라미터 값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은폐된 정보가 보이

는 정도,은폐 정보량,은폐정보의 에 지 확산정도를 쉽

게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여러 응용 분야로 확

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 3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고 디지털

인 변형,압축 등에서도 강인성을 갖으며 하나의 커버

상에 의미있는 여러 개의 정보를 은폐 추출이 가능

한 새로운 디지털 정보은폐 기술을 구 하기 해 2차원

PSC와 HAM을 상호 보완 으로 조합하여 생성된 스테

고키 제작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다 정보은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2차원 PSC는 정보신호의 역을 확산

시켜 쉽게 은폐정보의 발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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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호처리 기법에도 강인한 특성을 갖으며 HAM은 강

한 직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은폐정보를 에러없

이 추출할 수 있다.그리고 수없이 많은 조합에 의하여

생성되는 2차원 PSC와 HAM이 새로운 조합으로 생성되

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추출을 어렵게 한다.

Ⅳ. 다중 정보 폐 처리 술

각 은폐정보에 곱해지는 PSC와 HAM을 각각

와 라 하면 제안된 스테고키 는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는 다 정보은폐시 사용되는 스테고키의

개수를 나타낸다.따라서,식 (1)과 같이 구한 스테고키는

각 은폐정보와 곱해져서 식 (2)와 같은 역확산된 변조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와 는 은폐시키고자 하는 정

보 스테고키에 의해 변조된 은폐정보를 각각 나타낸

다.은폐정보의 개수에 따라 사용될 스테고키의 개수가

정해지고 스테고키는 PSC와 HAM의 조합으로 랜덤하게

생성된다.스테고키에 의해 변조된 은폐정보 는

커버 상 c(x,y)에 삽입되어 여러 사용자에게 배포될 스

테고 상 s(x,y)로 주어진다.

   (3)

식 (2)에서 사용된 스테고키 는 다 은폐된

각각의 정보의 오류없는 추출을 하여 식 (4)과 같이 스

테고키 사이에 직교성이 유지되야 한다.

  ≧


  


   (4)

여기서,은 부호에 사용된 화소수이고  와 은

각각 스테고키의 각 화소에 존재하는 평균 에 지와

Dirac델타함수를 나타낸다. 한,스테고키와 커버 상

이 서로 상 성을 갖지 않는 이상 인 경우에는 최소한

의 에 지를 갖는 정보로 은폐해도 정확하게 본래의 은

폐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실질 인 응용에서는 스테

고키와 커버 상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 (5)와 같이 은폐정보의 정확한 추출을 해 삽

입되는 은폐정보의 에 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


≈ (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역확산된 은폐정보는

커버 상에 비해 낮은 에 지 벨로 포함되기 때문에

시각 으로 은폐정보의 존재유무를 인식할 수 없으며 설

사 은폐정보의 존재여부가 인지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조

합에 의해 만들어진 랜덤한 스테고키에 한 정보를 모

르는 경우에는 은폐정보의 검출이 불가능하다.주 수

역 신호처리에 의한 스테고 상의 변형에도 은폐정보가

2차원 PSC의 특성에 따라 주 수 역으로 역확산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은폐정보의 검출이 가능하다.

한,다 정보를 은폐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은폐

시킬 경우 보다 강인하면서 의미있는 여러 정보를 동시

에 은폐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하나의 커버 상에 여

러 개의 정보를 은폐시킬 경우 사용되는 스테고키 사이

에 상호상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본 논문에서

는 이를 해 스테고키 사이의 상호상 성분을 효과 으

로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 랜덤성과 밸런스 특성이 보

장되는 2차원 PSC부호와 부호간의 직교성을 보장할 수

있는 HAM을 상호 보완 으로 조합하여 식 (6)과 같이

다 정보를 은폐시키고 추출하는데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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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랜덤시 스 제시된 스테고키간의상호상 값의잡음비

<그림 2>2차원 PSC와 HAM을 이용한 스테고키 구성도

 















  





 

  





 

≈

(6)

Ⅴ. PSC  HAM  용한 정보 폐 및 
방법

그림 2는 다 정보은폐를 해 2차원 PSC와 HAM을

사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스테고키를 나타낸 것이다.그

림 2에서와 같이 2차원 PSC와 HAM은 × 화소를

기본 블록으로 하여 체 으로 × 화소로 구성

된다.

그림 3은 기존의 순수한 랜덤시 스와 제시된 스테고

키를 사용할 경우 각각 나타나는 잡음특성을 비교한 것

이다.그림 3(a)는 1에서 501까지의 순수한 랜덤시 스를

발생시킨 후 임의로 하나의 랜덤시 스를 선택하고 나머

지 500개의 랜덤시 스에 순서 로 번호를 부과하여 선

택된 랜덤시 스와 차례로 상호상 시킨 값과 동일한 방

법으로 제시된 500개의 스테고키의 상호상 값에 한

일 일 잡음비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3(b)는 이에 한

잡음비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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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스테고키를 이용한 다 정보은폐 과정

에서 순수한 랜덤시 스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호상

값에 의한 잡음이 스테고키를 사용할 때 보다 거의 40%

에서 최고 343%의 추가된 잡음비가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4는 스테고키를 사용하여 다 정보를 은폐시키

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먼 ,은폐정보의 크기를 커버

상과 동일하게 만든 후,스테고키와 동일한 블록으로

역을 구분하고 구분된 블록을 원하는 형태로 “1”과

“0”의 값으로 구분한다.그림 4에 사용된 은폐정보는

× 화소를 스테고키와 같이 × 화소가 한

블록이 되도록 구분하여 체 으로 × 블록으로 구

성된다.그리고 로마자 “I”,“II”,“III”을 표 하는 3개의

은폐정보를 제작하 다.은폐정보를 변조시키기 한 랜

덤하면서 직교특성을 갖는 3개의 스테고키는 2차원 PSC

과 HAM을 × 블록으로 조합하여 제작한 후에 최종

으로 각각의 은폐정보에 곱하고 이것을 커버 상에 차

례로 삽입시킴으로써 스테고 상을 만들었다.이때,삽입

하고자 하는 은폐정보의 에 지 벨이 높아지면 시각

으로 정보의 은폐 유무가 단될 수 있기 때문에 커버

상과 다 은폐정보와의 에 지 벨을 고려하여 삽입시

켜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스테고 상은

커버 상과 유사하여 시각 으로 정보의 은폐 유무를 쉽

게 단할 수 없으며,만약 정보은폐의 유무를 알 수 있

어도 정보은폐시 조합된 스테고키의 높은 비화성으로 은

폐정보의 추출이 매우 어렵다.

Ⅵ. 다중 폐정보  술 상에러를 
고 한 상  crosstalk 향 

그림 5는 정보은폐 과정에서 사용된 동일한 스테고키

를 이용하여 다 은폐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입력된 스테고 상은 그 진 여부를 인증하

기 해 은폐정보 추출시스템에서 정보 은폐시 사용된

각각의 스테고키와 상 시키게 된다.이때,정보가 존재

하는 블록에는 동일한 × PSC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상 에 의한 상 값이 존재하게 된다.그러나,커버

상과의 상호상 성분의 향으로 정보가 존재하는 블록

에 따라 자기상 성분의 에 지 벨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그림 46은 추출된 은폐정보의 임계처리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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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제안된 스테고키에 의한 정보신호의 에 지 스펙트럼 분포

(a)정보신호 (b)확산신호

<그림 5>제시된 스테고키를 이용한 은폐정보의 추출과정

결과가 함께 나타나 있으며 임계처리 에는 커버 상과

의 상호상 에 의해 어느 정도 배경잡음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임계처리 후에는 명확한 추출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은 사용목 에 따른 스테고

키의 역폭 확산분포 범 내에서 스테고키의 상 계

가 작기 때문에 사용된 라미터들의 변형이 용이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에러없이 은폐시킬 수 있다.그림 6은

정보신호와 제안된 스테고키에 의해 변조된 정보신호의

에 지 분포변화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6에서와 같이

은폐시키고자하는 역의 정보신호에 보다 높은 역

폭을 갖는 스테고키를 곱해 으로써 정보신호가 갖고 있

는 일정한 에 지는 넓어진 역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작아지며,이 확산신호에 동일한 스테고키를 곱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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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그림 7>커버 상과 커버 상의 에 지 분포 스테고 상

(a)커버 상 (b) 역확산 신호 (c)스테고 상

<그림 8>임계처리 이 의 추출 상

<그림 9>임계처리 이후의 추출정보

확산신호의 역폭이 다시 원래의 정보신호 역폭으로

역확산되어 원래 정보신호로 추출된다.따라서 어느 정

도의 에 지 벨을 갖는 정보신호를 서로 다른 스테고

키를 이용하여 다 으로 첩시키더라도 낮아진 에 지

벨을 다 으로 첩한 것이므로 스테고 상에서 정보

신호가 인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테고키를 다시 곱

함으로써 다 의 정보신호를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그림 7은 제안된 스테고키에 의해 역확산된 정보신

호의 에 지 분포를 나타낸다.그림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역확산된 스테고키에 의해 은폐정보가 삽입된 스

테고 상은 커버 상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무인

지성을 갖고 있다.

그림 8과 9는 은폐정보의 삽입 과정에 사용된 동일한

스테고키를 사용하여 은폐정보를 추출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8은 스테고키에 의해 직 얻어진 추출정보로서 스

테고키와 커버 상 사이에 존재하는 상 성분으로 정확

한 은폐정보 값이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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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JPEG에 의해 압축된 스테고 상에서 정보신호 추출

(a)JPEG이미지 (b)임계처리 이 (c)임계처리 이후

(a) (b) (c)

<그림 11>가우시안 잡음을 첨가한 스테고 상에서 정보신호 추출

(a)잡음 첨가한 스테고 상 (b)임계처리 이 (c)임계처리 이후

된 은폐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9는 그림 8

에서 추출된 은폐정보의 완 한 복원을 해 간단한 임

계처리 과정을 거쳐 나타낸 것이다.

한,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보은폐 알고리즘의 강건

성을 실험하기 해 JPEG으로 상압축되거나 가우시안

잡음이 섞인 스테고 상을 이용하여 은폐된 정보의 추출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10(a)는 크기가 512×512의 스테

고 상을 imagequality80%인 JPEG으로 압축한 이미지

를 나타내며,그림 10(b)와 그림 10(c)는 각각 임계처리

이 과 이후의 추출된 정보신호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10의 시뮬 이션 결과와 같이 어느 정도까지의 이미지

압축에는 에러의 발생 없이 정확한 정보신호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한,그림 11(a)는 가우시안 잡음을 첨가한

스테고 상이고,그림 11(b)와 그림 11(c)는 각각 임계처

리 이 과 이후의 추출된 정보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Ⅶ. 하 브리드 - 지털 정보처리 시스템

일반 으로,스테고 상에는 다수의 정보가 은폐될 수

있고 동일한 커버 상에 삽입되는 은폐정보도 배포되는

사용자마다 다양한 정보를 삽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

폐정보 추출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스테고키가 요구된다.

그러나,은폐된 정보의 추출을 해 사용되는 기존의 디

지털 기법은 은폐정보량에 따라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

기 때문에 실시간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요구조건

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다 정보은폐 시스템

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상 법에 의한 은폐정보 추출보다

는 실시간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된다.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홀로그래픽 메모리 시스템과 상

기와 같은 고속 병렬처리 특성을 갖는 정보처리 기

법을 이용한 하이 리드 -디지털 다 정보은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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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하이 리드 -디지털 다 정보은폐 실시간 정보추출 시스템

시간 정보추출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 3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고 디지털

인 변형,압축 등에서도 강인성을 갖으며 다 의 의미

있는 정보를 은폐시킬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은폐 기술을

구 하기 해 2차원 PSC와 HAM을 상호 보완 으로

조합하여 생성된 스테고키 제작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다

정보은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2차원 PSC는 정

보신호의 역을 확산시켜 쉽게 은폐정보의 발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처리 기법에도 강인한 특

성을 갖으며 HAM은 강한 직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은폐정보를 에러없이 추출할 수 있다.그리고 수 없

이 많은 조합에 의해 생성되는 2차원 PSC와 HAM이 새

로운 조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추출을

어렵게 한다.그러나 하나의 커버 상에 다 은폐된 정

보를 디지털 인 상 방법에 의해 추출할 경우 은폐된

정보의 양에 따라 매우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은폐정보 추출결과가 필요한 시스템의 응용

에는 당하지 않다.따라서 다 정보은폐 시스템에서

는 기존의 디지털 상 법에 의한 은폐정보 추출보다는

실시간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된다.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고속 병렬처리 특성

을 갖는 정보처리 기법을 이용한 홀로그래픽 정보추

출 시스템을 구 하여 다 은폐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

하고자 한다.

그림 12는 제안된 하이 리드 -디지털 다 정보은

폐 실시간 정보추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12에서 은폐시키고자 하는 각 정보는 2차원 PSC와

HAM의 조합에 의한 각각의 스테고키와 곱해진 후 임의

의 커버 상에 삽입되어 스테고 상을 만든다.이때,스

테고키는 은폐시키고자 하는 정보의 크기 개수와 동

일하게 생성되며 정보를 은폐할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를

추출할 경우에 스테고 상의 진 여부를 단하는데 사

용되게 된다.홀로그래픽 정보추출 시스템은 체 홀

로그램 시스템과 VanderLugt형 공간정합필터(MSF:

matchedspatialfilter)로 구성된다.체 홀로그램에는

입력된 스테고 상의 진 여부를 인증하기 한 다 의

스테고키가 제안된 SLM-MW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된 스테고키는 SLM을 통해 입력된 스테고 상과 곱

해져 검출평면에 상 성분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테고

상의 진 여부를 단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하이 리드 -디지털 정보처리 시스

템은 상 기의 공간정합필터로 사용되는 다수의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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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패턴인식 시스템

고키를 기록하고 복원하기 해 SLM-MW를 이용한 각

다 화 홀로그램 시스템과 기록된 스테고키를 이용하여

입력된 스테고 상으로부터 진 여부를 인증하기 한

VanderLugt형 MSF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그림 13은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패턴인식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상 기술은 패턴 문자인식,

상처리,연상메모리,그리고 컴퓨 등 범 한 응용

분야를 갖고있는 정보처리 기술로서 고속, 용량 정

보처리 능력을 갖는 홀로그래픽 메모리 시스템과 조합되

면 용량의 기 상 집합을 이용하여 효율 인 정보의

식별이가능하다.특히, 상 기를 이용한 지문인식 기술

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문 상의 퓨리에 스펙트럼을 서

로 곱한 후,이들 곱의 결과를 다시 역 퓨리에 변환하는

방법으로두 지문 상 사이의상 도를 실시간으로 쉽게

얻는 방법이다.기존의 디지털 상 기술은 두 상의 정

합 계를 얻기 해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되기 때문에

용량의 메모리와 과다한 처리시간이 요구되어 속도와

용량에 많은 제한을 받게되는 단 이 있다. 를 들어,1

에 × (300,000)화소를갖는 상의상 계산

속도를 갖는 시스템으로는 30frames/sec으로 1,000개의

상을 처리하기 해 약 8시간 정도의 계산시간이 소요

된다.그러나 2차원 병렬처리 특성을 갖는 상 기와 체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처리속도와 메모

리 용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Ⅷ. 공간정합필터를 용한 상

공간정합필터는 은폐된 정보의 양에 상 없이 페이지

단 의 병렬처리가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

력된 스테고 상과 스테고키 사이의 실시간 2차원 상

성분 검출이 가능하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정

합필터의 특성을 다 은폐정보의 추출에 이용하기 해

VanderLugt형 공간정합필터를 구 하 다.그림 14는

다 은폐정보 추출을 한 공간정합필터의 구성도를 나

타낸 것이다.여기서,x-y평면은 공간좌표계를 u-v평면

은 공간주 수 좌표계를 각각 나타낸다.

스테고 상과 스테고키 사이의 상 값을 구하기 해

그림 14에서는 입력된 스테고 상이 존재하는 입력평면

과 스테고키에 의한 공간정합필터가 존재하는 퓨리에평

면 그리고 입력된 스테고 상과 공간정합필터간의 상

계를 나타내는 상 평면으로 구분된다.상 성분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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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공간정합필터를 이용한 다 은폐정보 추출시스템

정하기 한 두 개의 평면은 공간정합필터 구성을 한

기 상과 입력되는 비교 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식 (7)

와 식 (8)로 구성한다.

  
 



 (7)

 




 (8)

식 (7)에는 개의 스테고키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응용에서는 하나의 스테고키만이 공간정합필터 구성에

사용된다.식 (8)의 내부에는 개의 스테고 상이 존재

한다.2차원 상 은 두 평면 에서 기 평면으로 설

정된 식 (7)의 스테고키를 공간정합필터로 구성하고 공

간주 수상에서 식 (8)을 입력받아 공간 으로 상 을

야기시켜 두 평면 사이의 상 성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공간정합필터는 체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된 다수의 스테고키가 순차

으로 입력된 비교 상인 스테고 상과 공간정합을 하여

상 도가 있는 스테고키에 해서 상 값이 상 평면에

나타난다.이때，상 값이 나타나는 스테고키에 한 어

드 스 확인하면 입력된 스테고 상에 삽입된 스테고키

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증작업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만약,모든

스테고키에 해 상 평면에 상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면 입력된 스테고 상은 인증되지 않은 상을 간주된

다.공간정합필터 구성을 한 스테고키가 존재하는 기

평면을 퓨리에 변환하여 구성하는 주 수 평면은 복소

수 평면으로 식 (9)와 같이 진폭과 상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의 퓨리에 변환을 나

타내며,공간주 수 는 원의 장과 퓨리에 변환

즈의 거리인 와 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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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은폐정보 추출 블록다이어그램

  와 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상수,

와 exp 는 각각 진폭과 상을

나타낸다.

스테고키와 스테고 상 사이의 상 성분을 검출하기

해 주 수 역에서 식(8)과 같이 식 (9)에 한 복소공

액 성분으로 공간정합필터를 만들고 이것을 퓨리에 변환

된 스테고키와 곱하면 식 (11)과 같은 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의 퓨리에 변환을 나

타내며,“*”과 ℱ는 각각 복소공액과 역퓨리에 변환을

나타낸다.

식 (7)와 식 (8)에서 기 상에 하나의 스테고키만이

존재하고 비교 상에는 기 상과 동일한 성분으로 구

성된 다수의 정보가 존재하면 이에 한 상 계는 식

(10)과 (11)에 의해 식 (12)와 (13)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상 을 나타내며, ∗는 콘볼루션

(convolution)을 나타낸다.식 (12)는 공간주 수 평면에서

기 상에존재하는스테고키  로공간

정합 필터를 구성하고 스테고 상에 블록단 로 존재하는

스테고키와같은성분     

와 간섭을 일으킨 것을 나타낸다.식 (13)은 기 상으

로 사용되는 스테고키와 스테고 상에 같은 성분으로 존

재하는 상간의 거리차이 만큼 떨어진 지 에서 발생되

는 상 성분을 나타낸다.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스테고

상에 블록단 로 존재하는 개의 스테고키에 한

개의 상 값을 얻을 수 있다.그림 15는 스테고키와

스테고 상에 존재하는 상 성분을 통한 입력 상의 진

여부를 단하는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그림 15

에서 n×n의 화소로 구성된 스테고키를 생성한 후,이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간주한다.이것을 × 블록으

로 구성된 상을 생성한 후 블록마다 같은 스테고키를

복사한다.은폐하고자 하는 정보의 형태를 블록단 로

만들어서 정보가 있는 블록은 “1”로 그 지 않은 블록은

“0”으로 만든다.이와 같이 × 블록으로 생성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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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공간정합필터에 의한 은폐정보 추출

개의 스테고키와 은폐정보를 곱한 후,커버 상에 더하

여 스테고 상을 만든다.이때,커버 상은 × 블록

의 크기와 같다.개의 스테고키는 퓨리에 변환되어 공

간정합필터로 입력된 스테고 상의 퓨리에 변환성분과

곱해져 스테고 상 내에 블록단 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스테고키 성분과의 상 도에 의해 상 값이 나타난다.

그림 16은 체 홀로그램에 기록되어 복원되어 공간

정합필터로 사용되는 여러 개의 스테고키와 정보 인증을

해 입력된 스테고 상 사이의 상 에 따른 은폐정보

추출과정을 나타낸 것이다.입력평면의 스테고 상에 의

한 퓨리에 변환성분은 스테고키의 복소공액성분과 곱해

져서 스테고 상에 블록 단 로 존재하는 각각의 스테고

키와 자기상 성분으로 나타난다.이와 같이 나타나는

상 성분들을 원래의 은폐정보와 같이 형태로 나타내기

해 블록 단 로 얻어지는 상 값을 임계처리하여 “1”

과 “0”으로 각각의 블록값들을 변경하면 원래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그림 57의 은폐정보 추출결과에서 두 번

째가 이에 해당하는 결과이며 커버 상과의 상 성분이

발생하여 부분 으로 정확하지 않게 나타난다.그러나

평균값으로 임계처리함으로써 세 번째 결과와 같이 은폐

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Ⅸ. 체적 그램  용한 정보 시스템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입력된 스테고 상

을 실시간으로 진 여부를 인증하기 해 고속, 용

량의 체 홀로그램 시스템과 공간정합필터를 이용한

상 기를 조합한 홀로그래픽 정보추출 시스템을 구

하 다.체 홀로그램에 여러 개의 스테고키를 기록하

고 이것을 공간정합필터로 이용하기 해 SLM-MW를

사용하 다.

그림 17은 공간정합필터로 사용되는 다수의 스테고키

를 기록 복원하기 해 체 홀로그램에서 SLM-MW

를 이용한 각다 화의 동작원리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17에서와 같이 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SLM-MW는

각 화소에 압을 인가하여 일정한 역을 번호순으로

“ON”시키고 나머지 역을 “OFF”시킴으로써 해당

역만 기 빔이 통과하여 물체빔과 기록매질에서 각각에

응하는 스테고키들의 간섭패턴이 기록된다.이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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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기의 원리

가 쓰여진 각 역은 스테고키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어

드 스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SLM-MW를 이용한 체 홀로그

램을 이용한 상 시스템의 원리를 나타낸다.그림 18

은 임의의 입력된 스테고 상에 한 진 여부를 인증

할 경우 기 빔과 스테고키를 각각 SLM-MW를 이용하

여 각다 화한 후,복원빔(read-outbeam)을차례로 입사

하여 입력된 스테고 상과 상 도를 검출하는 원리를 나

타낸 것이다.그림 18의 SLM에 차례로 입력되는 스테고

키는 L1을 통해 다른 각으로 입사되는 기 빔에 의해 기

록매질(PRC:photorefractivecrystal)에 기록된다.기록된

스테고키는 물체빔을 차단시키고 기 빔의 SLM-MW를

차례로 “ON”시킴으로써 복원 상을 물체빔의 연장선

에서 볼 수 있다.이러한 체 홀로그램을 상 기로 사

용하기 해 그림 18에서와 같이 인증을 한 스테고

상을 읽은 후,FFT(fastfouriertransform)하여 SLM에 입

력한다.SLM에 입력된 스테고 상에는 인증을 해 삽

입된 스테고키가 존재한다.기 빔(writingbeam)을 차

단하고 칭 으로 구성된 복원빔을 L2를 통해 차례로

입사시키면 물체빔의 방향으로 복소공액 상이 복원된

다.이것은 SLM에 입력된 스테고 상의 공간주 수 성

분과 곱해진 후,다시 L3에 의해 FFT되어 CCD에서 상

도를 검출할 수 있다.기록매질에 기록된 모든 스테고키

에 한 데이터베이스와 입력 상을 상 시켜 진 여부

를 인증할 수 있다.이때,인증된 스테고 상에 삽입된

스테고키는 차례로 입력되는 복원빔 에서 상 성분이

검출될 때 SLM-MW의 어드 스를 읽으면 입력된 스테

고 상의 사용자 정보도 알 수 있다.SLM-MW의 응답속

도(responsetime)는 약 40㎳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거

의 실시간으로 상 성분이 검출되는 SLM-MW의 어드

스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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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각다 화된 홀로그램에 따른 상 도 검출

그림 19는 그림 18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으로 입력

된 스테고 상에 한 진 여부를 인증하기 해 기

빔으로 스테고키를 차례로 SLM-MW를 이용하여 기록한

후,SLM을 통해 입력된 상의 물체빔을 기록매질에 입

사하여 동시에 기록된 모든 스테고키와의 상 도를 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타낸다.SLM-MW에 의해 각다

화된 체 홀로그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용량 공간정

합필터로 사용된다.그림 19와 같이 만들어진 공간정합

필터는 기 빔의 방향만 래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

록 다른 각도로 입사시키고 물체빔은 고정된 방향으로

입사되기 때문에 기록매질에 형성된 서로 다른 홀로그램

들은 같은 방향으로 입사된 물체빔에 의해서 모두 회

된다.이때,스테고 상에 삽입된 스테고키와 같은 각도

로 입사된 홀로그램에서만 상 성분이 검출되고 이에

한 상 성분이 검출되는 치는 기 빔의 입사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 평면에서의 검출 치에 따라 입력

되는 스테고 상의 인증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0은 각다 화된 홀로그램에 따른 상 평면에서

의 입력 상에 한 상 도가 검출되는 원리를 기하학

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0에서와 같이 기 빔의 입사각에 따라 기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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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기록매질에 형성된 홀로그램에 따른 상 성분 검출

(a)상 성분 (b)3차원 단면도

질에 형성된 홀로그램들은 상 도를 검출하기 해 기

빔은 차단하고 물체빔의 경로로 입사된 입력 상을 입력

시킬 경우 기록매질에 형성된 모든 홀로그램에 한 상

도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이때,입력 상에 한

상 성분은 기록매질에 형성된 각다 화 홀로그램의 기

록 각도에 따라 그림 61에서와 같이 다른 역에서 상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SLM-MW를 이용한 각다 화 홀

로그램은 MW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각도로 기록매질에

기록되기 때문에 즈에 의해 굴 되는 기 빔의 입사각

과 즈의 길이를 통해 상 평면에서 검출되는 상

성분들 사이의 간격을 측할 수 있다.식 (14)는 체 홀

로그램에서 입력 상을 다 화시키기 한 기 빔의 입

사각이 일정한 각선택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상

평면에서 발생되는 상 성분의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tan (14)

여기서,는 상 평면에서 검출되는 상 성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는 사용된 즈의 길이를 나타낸

다.그리고 은 기록매질에 입사되는 기 빔의 순서를

나타낸다.SLM-MW를 이용한 각다 화 방식에서 기 빔

의입사각은MW의크기와 즈의 길이에의해 결정

된다.일반 으로 SLM-MW를 이용한 각다 화 시스템에

서 즈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 성분의

발생간격은 기 빔의 입사각에 의해 결정된다.즉,MW

의 크기가 클수록 각선택도는 커져서 상 평면에 나타나

는 상 성분 사이의 거리도 비례하여 증가된다.

그림 20과 같은 방법은 상 평면에서 상 성분의 존

재 유무 상 성분의 검출 치에 따라 입력 상의 인

증 인증된 입력 상에 삽입된 정보의 내용까지 검증

할 수 있다. 한,4장에서 제시된 다 정보은폐기술과

같이 여러 개의 정보가 삽입된 경우에도 정보처리의 2

차원 병렬처리 특성에 의해 동시에 삽입된 정보를 검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21은 기록매질에 기록된 홀로그램에 따라 상

평면에서 검출되는 상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MW의

크기는 사용된 SLM의 화소크기와 화소개수에 의해 결정

된다. 를 들어,SLM의 화소크기가 40㎛라고 하고 MW

에 사용된 화소수가 ×이며 사용된 즈의 길

이를 100㎜라고 한다면 SLM-MW의 각선택도는 략 0.2

도로 유지되면서 각다 화된다.이러한 조건에서 검출되

는 상 성분 사이의 거리,는 식 (14)에 의해 0.3㎜가 된

다.이것을 화소의 크기가 10㎛인 검출기로 검출한다

면 300×300을 하나의 블록으로 하여 세기의 검출

유무에 따라 “ON”과 “OFF”로 단하면 된다.상 평면

에 나타나는 상 성분은 입력 상에 삽입된 정보의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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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 시스템

따라 나타나며 많은 정보가 삽입될수록 보다 강인한 정

보은폐 시스템으로 동작된다.

그림 22는 체 홀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상 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학실험에 사용된 원은 출

력이 100mW이고 장이 532.8nm인 Nd-YAG 이 를

사용하 다. 한,SLM-MW를 이용한 각다 화 홀로그

램에 사용된 SLM은 Epson사 제품으로 해상도가

×이며 화소의 크기가 42㎛×42㎛이다.

이 에서 발생된 원은 빔분할기(BS:beamsplitter)

에 의해 물체빔과 기 빔이 진행하는 경로로 나 어진

다.M3(mirror)를 경유하여 SLM-MW를 통과한 빔은 각

각 기록을 한 기 빔과 복원을 한 복원빔을 나뉜다.

이때,스테고키를 기록할 경우에는 S3(shutter)는 차단되

어 기록매질에는 즈 L4에 의한 기 빔과 물체빔에 의

한 홀로그램이 형성된다.물체빔은 공간정합필터를 구성

하기 한 스테고키를 차례로 입력받아 SLM을 거쳐 퓨



체  홀 그램  용한 보처리 술에 한 연

70 제5권 제2호

<그림 23>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 시스템의 학실험 시스템도

리에 변환 즈 L5에 의해 기록매질에 입사된다.여기서

사용된 기록매질은 크기가 1㎝×1㎝×1㎝인 Fe-LiNbO3를

사용하 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SLM-MW와 스테고키

가 차례로 기록된다.기록된 스테고키는 S1과 S3를 차단

한 상태에서 SLM-MW의 어드 스를 차례로 입사시키면

기록된 스테고키에 한 복원 상을 검출기인 CCD1

에서 얻을 수 있다.그림 23은 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용

한 학실험 시스템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고 상에 삽입된 정보의 인증을

해 100개의 스테고키를 기록매질에 기록하고 이것을

이용한 100개의 공간정합필터를 구 하 다.100개의 스

테고키를 기록하기 해 사용된 ×의 화소로 구성

된 MW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각각 10개씩 만들었

다. 한,SLM-MW에서 존재하는 수직방향의 crosstalk

을 제거하기 해 제안된 이 즈를 L7과 L8에 각

각 사용하 다.

기록된 공간정합필터를 이용한 입력 상의 인증을

해 그림 22의 복원빔을 이용하 다.S1과 S2를 차단하고

S3만을 통과시켜서 물체빔의 경로로 기록매질에 기록된

스테고키에 한 복소공액 함수로 복원시킨다.이때 스

테고키의 기록시 사용된 SLM은 입력장치에 의해 임의의

스테고 상을 입력받아 디지털 으로 퓨리에 변환시킨

상을 디스 이 한다.스테고 상에 한 공간주 수

성분과 공간정합필터인 스테고키들에 한 복소함수의

곱이 L3에 의해 퓨리에 변환되어 검출기인 CCD2에

의해 상 성분이 검출된다.그림 14는 동일한 삽입정보

상에 하여 검출된 상 성분과 다른 삽입정보 상에

한 상 성분을 나타낸다.

동일한 삽입정보 상에 의한 상 성분이 검출될 경

우 복원빔으로 입사된 SLM-MW의 어드 스를 치를

악함으로 스테고 상에 삽입된 정보를 알 수 있다.그

림 14에서는 100개의 스테고키 에서 12번째 스테고키

에 의한 복원 상과 상 성분을 나타내며 스테고 상에

는 12번째에 해당하는 스테고키가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테고 상에는 다 의 은폐정보가 삽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된 스테고키에 의한 상 성분은 여러 개가

검출될 수 있다.그림 25는 100개의 스테고키에 의해 검

출된 상 성분을 정규화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그림

25에서와 같이 임의의 입력된 스테고 상에 해 7,24,

52번째 스테고키에 의한 공간정합필터에서 상 성분이

검출되었다.3개의 상 성분에 진 여부를 인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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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체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 기의 상 성분

(a)동일한 삽입정보 상 (b)다른 삽입정보 상

<그림 25>100개의 스테고키에 의한 정규화된 상 성분

으며 입력된 스테고 상의 삽입정보까지도 악할 수 있

다.

입력된 스테고 상에 한 인증은 단순하게 삽입된

스테고키를 이용한 상 상으로 정합시켜 상 성분

을 검출하는 방법과 그림 26과 같이 하나의 스테고키와

스테고키를 확장하여 만든 삽입정보와의 정합으로 인한

상 성분을 검출하여 입력된 스테고 상에 한 진 여

부를 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후자의 경우 일반 인

VanderLugt형 공간정합필터나 JTC(joint transform

correlator)를 이용한 다 표 인식장치와 유사한 개념

으로 사용될 수 있다.식 (13)에서와 같이 표 상들이

치한 거리차 지 에서 기 상과의 상 계를 검출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원리로 기 상으로 스테고키를

사용하고 삽입되는 정보는 동일한 스테고키를 이용하여

블록단 로 복사하면 그림 26과 같이 스테고 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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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다 스테고키에 의한 은페정보 추출

<그림 27>물체빔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시스템

터 삽입된 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림 26과 같이 다 스테고키와 다 상이 삽입

된 스테고 상은 무인지성을 갖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

보가 강인하게 삽입되어 있어 강건한 정보은폐 시스템으

로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7은 물체빔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시스템을 나타낸다.그림 22의 복소공액 홀로그램을 이

용한 상 시스템과 달리 SLM-MW를 이용하여 각다

화된 체 홀로그램에 입력 상인 스테고 상을 직

입사시킴으로써 기록매질에 형성된 모든 홀로그램의 회

패턴에 따라 상 성분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그림

21에서와 같이 동일한 물체빔으로 각선택도를 갖도록 각

다 화된 기록매질에 상 성분을 검출하기 해 기록

시 사용된 물체빔을 입사시키면 기록매질에 형성된 모든

홀로그램은 물체빔에 한 자기상 성분이 동시에 검출

된다.이때,각선택도에 의한 홀로그램의 회 패턴에 따

라 일정한 간격으로 상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

BS1으로부터 분리된 원은 S1과 S2를 통과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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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그림 29>홀로그램의 회 패턴에 따른 상 성분

<그림 28>물체빔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기의 학실험 시스템도

각 기 빔과 물체빔으로 사용된다.기 빔은 SLM-MW

와 L2에 의해 기록매질에 각선택도를 갖고 입력되고 물

체빔은 공간정합필터로 사용될 스테고키가 우선 으로

SLM을 통해 입력된다.이때,물체빔은 L3에 의해 퓨리에

변환되어 기록된다.기록된 홀로그램을 복원하기 해

기 빔의 SLM-MW를 차례로 입사하면 CCD1에 의해 기

록된 스테고키를 복원할 수 있다.스테고 상에 삽입된

은폐정보를 추출하기 해 물체빔의 SLM에 입력되면

L3에 의해 마찬가지 방법으로 퓨리에 변환되어 기록된

모든스테고키에 한 공간정합필터와 상 도가 L4에 의

해 퓨리에 변환되어 CCD2에서 검출된다.그림 28는 물

체빔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기의 학실험 시스

템도를 나타낸다.

그림 29는 물체빔을 이용한 체 홀로그래픽 상

시스템에 의해서 검출되는 상 성분을 나타낸다.그림

29에서 나타나는 상 성분은 동일한 물체빔으로

SLM-MW를 통해 각다 화된 체 홀로그램에 의한 상

성분이다.각선택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상 성분

이 나타나며 이것을 이용하여 입력된 스테고 상에 한

인증 삽입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은 스테고 상에 삽입된 세 개의 스테고키에

한 상 성분 검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각각 5,6,7번

째와 13,24,35번째 스테고키에 한 상 성분이 검출되

었다.이와 같이 상 성분이 검출 치 이것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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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a) (b)

<그림 30>입력 스테고 상에 한 상 성분

집합으로 하는 푯값을 부여한다면 스테고 상의 사용

자에 한 인증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 정보은폐 추출은 많은 은폐정보의

삽입으로 사용되는 상에 한 정보보호의 강건성이 보

장되지만 삽입된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발생되는 계산

량의 증가로 고속의 응답속도가 요구되는 응용분야에 사

용이 제한된다.특히,퓨리에 변환과 같은 신호처리에는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와 같이 체

홀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상 기술이 필요하다.

Ⅹ. 결

본 논문에서는 DS(directsequence)기법에서 사용되

는 확산부호로 디지털 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2차원

PSC(pseudo random code)와 강한 직교성을 갖는

HAM(Hadamardmatrixcode)을 상호보완 으로 조합

하여 원하는 여러 개의 정보를 임의의 디지털 상에 다

은폐시키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 다.이와 같은 방

법으로 은폐된 정보는 정보은폐시 사용된 두 가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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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하게 일치될 경우에만 추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

사용자가 무한히 발생시킬 수 있는 2차원 PSC와 HAM

의 조합을 정확하게 재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으로

강한 비화성을 가지며,HAM의 직교성으로 서로 다른

확산부호간의 상 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없는

은폐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

의 검증을 해 디지털 으로 발생된 2차원 PSC와

HAM을 이용한 정보은폐 추출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정보가 은폐된 디지털 상을 네트워

크를 통해 송할 경우 송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

우시안 잡음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역폭을 이기 해

서는 JPEG과 같은 상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이

와 같은 두 가지 향에 의한 은폐정보의 추출 과정을

통해 제시된 알고리즘의 강건성에 한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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