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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산 프레넬릿 변환(Fresnelet transform, FRNLT)을 이용하여 2차원 자연 영상의 중요 성분을 추적

하고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RNLT을 통해서 얻어진 부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영상을 암호화하기 위한 정

보를 추출한다. FRNLT 레벨, 부대역의 에너지,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암호화를 위한 최적화된 지점을 

도축한다. 다양한 레벨과 암호화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강도로 암호화가 가능하다. 암호화 효과는 정량적인 

PSNR 결과, 암호화를 위한 CPU 시간, 암호화 영역의 크기, 그리고 시각적인 영향 등의 항으로 분석하여 경향성을 제

시한다. 따라서 별도의 분석과정 없이 본 논문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응용분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암호

화를 수행할 수 있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이고   인 경우에 전체 데이터 중에서 0.42%만을 암

호화하여도 원래의 영향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암호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which traces significant element of 2-dimensional natural images and encrypts 
them by using Fresnelet transform (FRNLT). After analyzing property of the subbands obtained by the FRNLT, we 
estimated the information for ciphering 2D images. Considering FRNLT levels, energy of subbands, and visual effect, 
we estimated the optimized point for encryption. By selecting various levels and encrypting region, we can encrypt 2D 
image with various robustness. Encryption effectiveness was showed by analyzing numerical result, executing time for 
encryption, area of encrypted region, and visual observation. Therefore encryption for various application can be 
applied by using the suggested parameters without additional analysis. Identifying the experimental result, in the case 
of     and    , an image was not recognized through encrypting only 0.42% among the entire data.

키워드 : 암호화, 이산 프레넬릿 변환, 쿼드트리, 부대역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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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비디오 처리기술과 보안 및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나, 각각의 솔루션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보면 앞으로는 프로토콜화된 통합 솔루

션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상 및 비디오의 

처리와 정보보안 및 보호의 통합 솔루션은 영상/비디오 

응용분야의 핵심 기능이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최근에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의 안전한 멀티미

디어 통신기술을 위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암호화 방

법이 제안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표준화 포맷인 MPEG[1-5]기반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

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이와 함께 웨이블

릿 기반의 영상 암호화 방법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

다[6-12]. 본 논문은 프레넬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을 기

반으로 하는 프레넬릿 변환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암호

화 기법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에 웨이블릿 변환 기반의 

기법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6]에서는 쿼드트리를 기

반으로 하는 SPHIT를 겨냥하여 암호화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7]과 [8]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방식인 NSMRA 
(non-stationary multi-resolution analysis) 방법으로 각

각 필터와 트리구조 변환을 통해 암호화를 수행하였는

데 이러한 방법은 엔트로피 코딩의 하나인 산술 코딩을 

목표로 하였다. [9]에서는 확률적인 암호화방법을 제안

하였고, [10]에서는 [9]의 방법을 개선시켰다. [11]에서

는 EZW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ATM 패킷 방법을 적용

하여 암호화를 수행하였다. [12]에서는 데이터를 변형

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시도하였

는데, 영상의 중요한 비트 평면을 암호화하여 원 영상

에서 1/8에 해당하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였다.
[13]에서는 영상 암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14]에서는 다차원 부분 푸리에 변환

(Factional Fourier Transform, FRFT)을 이용한 암호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입력된 영상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눈 후에 각각을 특정 차원의 FRFT를 적용하여 암호

화를 수행한다. 만일 동일한 조건과 키가 없다면 역 

FRFT를 수행할 수 없어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5]에서는 입력된 영상을 베이커지도를 이용하여 무작

위로 섞은 후에 이중 무작위 위상 코딩 기법(double 
random phase encoding, DRPE)을 이용하여 암호화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신호처리를 위한 프레넬릿 변환

(Fresnelet transform, FRNLT)을 2차원 영상에 적용하

여 영상을 다해상도의 영역으로 구분한 후에 이 영역을 

암호화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암호

화하는 데이터의 양과 계산양의 서로 상보적인 관계가 

있고 안전한 영상 전송을 하기 위해 암호화하는 데이터

의 양을 적응적으로 조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16]. 2장에서는 FRNLT 변환과 특성

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3장에서는 암호화 기법을 제

안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실험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이산 프레넬릿 변환과 특성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 FLT)은 식 (1)과 같

이 입력으로부터 거리 에 회절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입력이고 는 출력이다. 는 광원의 파장

이고 와 는 입력과 출력의 화소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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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프레넬 변환 필터 을 식 2와 같이 각각 저

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를 만들어 프레넬릿 

변환(Fresnelet transform, FRNLT)을 수행할 수 있다. 
식 (3)은 역 FRNLT을 위한 필터이다. 과 는 웨이블

릿 변환의 각각 저대역 필터와 고대역 필터이다. 
FRNLT 필터를 이용하여 변환을 하면 프레넬 도메인으

로 출력되므로 1 레벨만 FLT 필터를 이용하고 이후 

과 을 이용하여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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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이용하여 FRNLT를 통하여 나오는 부대역

은 그림 1과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FRNLT의 에너지 분포를 살펴보면 2차원 영상의 주파

수 분해를 위한 변환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산 코사인 변환이나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자연영상

에 적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주파영역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분포하게 되는데 FRNLT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고주파영역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a) (b)

(c) (d)

Fig. 1 FRNLT image results (a) oritinal (MIT), (b) 1-level, 
(c) 2-level, (d) 3-level

Table. 1 Energy compaction HH region for levels of 
FRLNT

Transform Level Ratio of energy compaction (%)

1 28.92

2 29.36

3 16.71

4 11.20

5 5.02

6 5.66

7 5.02

표 1에서는 FRNLT의 레벨에 따른 HH 영역(최고주

파 영역)의 집중도를 나타내었다. FRNLT를 적용할 경

우에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HH 영역에 집중도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크기, 위상 형태의 

변환할 경우에 크기는 레벨이 높아짐에 따라 HH 영역

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일

반 2D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a)

(b)

Fig. 2 Subband property (a) coordination of subband, 
(b) energy distribution in 3-level

Ⅲ. 제안한 암호화 기법

본 장에서는 영상을 위한 암호화 및 복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전체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그리고 암호화 

과정을 위한 부대역 선택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기본적

인 암호화 방법은 [18]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영상을 암호화하기 위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영상

에 적응적이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적응성이 없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최

적화는 되지 않는다. 속도와 최적화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영상의 어느 주파수 성분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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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역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주파수 성분을 공격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과정의 추적은 어려워야 하고 암호화된 주파수 성분

을 예측하기 어려워야 한다. [18]에서 제안된 기법은 이

러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를 기반으로 한 후에 여기에 FRNLT을 도입하고, 에너

지분포를 통계화하여 암호화를 시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대역을 쿼드트리 방식으로 주파수 

대역을 분화시킨 후에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부

대역 구조는 암호화된 주파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역과정을 이용한 공격이 어렵다. 영상에 따라서 각각의 

부대역에 대해 FRNLT를 수행하는데, 기준은 에너지의 

중요도에 의존한다. 시각적인 인지도는 정보가 갖는 에

너지의 량 및 부대역의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하

면 에너지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은닉하여 암호화 효과

를 높이고자 한다. 

3.1. 암호화 기법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영
상을 4개의 부대역으로 변환하고, 4개의 부대역에 대해 

각각 다시 FRNLT를 수행한다. 부대역들의 에너지 분

포를 탐색하고, 다시 FRNLT를 수행할 부대역을 선정

한다. 이러한 과정을 선택맵(selection map)과 우선순위

맵(priority map)에 기록하여 탐색과정을 저장한다. 선
택맵은 선택된 부대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우선순

위맵은 동일한 레벨에서 선택된 부대역들 중 어느 부대

역이 암호화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보유한다. 이러한 과

정은 선택된 부대역들의 총 에너지값이 임계치()보

다 클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FRNLT 레벨의 임계치

()가 높아질수록 각 부대역의 크기와 에너지가 작

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임계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

되는 부대역의 개수는 증가하고 정밀하게 에너지 합계

를 조절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부대역들은 블

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에 역 

FRNLT를 수행하여 암호화된 영상을 생성한다. 암호화 

과정에서 생성된 선택맵, 우선순위맵, 그리고 블록 암

호화 알고리즘의 암호키(cipher key)를 합쳐서 전체 보

안키(secret key)가 된다. 이 보안키는 허가받은 사용자

에게만 전달된다[18].  
제안한 알고리즘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디지털 영상

의 암호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솔루션을 제시한다.  

∙ 암호화 효과의 판단을 위한 임계치 검출

∙ 영상을 구성하는 FRNLT 부대역 중에서 시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검출

∙영상을 구성하는 FRNLT 부대역 중에서 에너지가 

큰 성분의 검출

∙영상의 암호화를 위한 최적화된 암호화를 위한 부대

역 및 동작시간의 제시

∙영상 암호화를 위한 FRNLT기반의 솔루션 제시

제안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부대역을 선택하는 방

법은 그림 4의 순서로 수행한다. 

Total Energy > ETH

Subband Selection

no
yes

End

Subband Selection 
Map

Start

N-level FNRLT

Subband Ordering

Energy Calculation

Energy Accumulation

Subband Encryption
(Block Cipher)

Fig. 3 Encryption procedure

Subbands

Level Ordering

Subband Ordering

Subband Decision

Priority 
Flag

Selection 
Flag

Subbands

Level Update

LTH

ETH

Fig. 4 Subband sel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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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부대역을 추적하는 경우에 동

일한 에너지를 갖는 부대역이 존재한다면 (LL, LH, HL, 
HH)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에 의해 증가

한 부대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에 에 따라

서 생성되는 부대역들의 순서를 추적하여 Priority Map
을 위한 Priority flag를 생성한다. 그리고 에 따라 

부대역을 선택하고, Selection Map을 위해 Selection 
flag을 생성한다.  

3.2. 복호화 기법

그림 5에는 영상을 복호화하는 절차를 나타내었다. 
복호화 절차는 암호화 절차의 역과정이고 암호화 시 사

용하였던 암호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암호화 과정에서 

추출했던 선택맵과 우선순위맵을 이용한다[18].

Subband Selection

End

Selection Map
Priority Map

Start

N-level FRNLT

Subband Decryption
(Block Cipher)

N-level Inverse FRNLT

Fig. 5 Decryption procedure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환경

제안한 암호화 기법을 다수의 영상에 적용하여 암호

화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순방향 FRNLT를 이용하

여 영상을 다양한 레벨의 부대역으로 변환하고, 앞 절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부대역을 선택한다. 선택된 부대

역의 계수들을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

화한다. 다음으로 역방향 FRNLT를 거쳐서 암호화된 

영상이 생성된다. 암호화된 결과는 peak noise-to-signal 
ratio (PSNR)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시각적

인 판단을 통해서 결과를 판단한다. PSNR은 식 (4)에 

정의하였다. 

  log

 



  
′ 

        (4)

본 실험에서는 FRNLT 과정 이후에 생성된 부대역 

계수를 모두 암호화하지 않고 계수의 최상위 비트만을 

암호화한다. 최상위 비트만을 암호화해도 전체 비트를 

암호화한 것과 효과가 거의 유사하였다.  제안한 암호

화 방법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한 예를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그림 6의 예는   이고   의 경

우이다.   이지만 실제로 암호화된 에너지의 양

은 49.4518%이고, PSNR은 2.43dB이다. 암호화된 부대

역의 크기는 10.9375%이고, 최상위 비트 평면만을 암

호화했기 때문에 암호화된 양은 0.48%이다. 그림 6(a)
는 원본 영상을 나타내고, (b)는 선택된 부대역을 나타

낸다. 그림 6(c)는 암호화 과정을 거친 부대역이고, 그림 

6(d)는 암호화 후에 복원한 영상을 나타낸다. 전체 데이

터에서 매우 소량의 데이터만을 암호화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림 6(d)와 같이 영상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FRNLT 구조와 선택된 

부대역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

문에 보안성이 매우 높다. 

4.2. 정량적 결과분석

암호화 이후의 영상의 PSNR을 측정하여 그림 7에 그

래프로 정리하였다. 과 를 변화시키면서 100

여장의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을 실험하였다. 결과

를 살펴보면 PSNR 값이 과 에 대해 규칙성 있

는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증

가하면 암호화 효과가 높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에너지를 암호화할수록 암호화 효과가 높다지

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 높다질수록 PSNR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암호화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1과 2인 경우는 부대역을 세분화할 수 없어서 포함되

는 에너지를 점층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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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Encryption procedure (a) original image (b) selected 
subbands (c) encrypted subbands (d) reconstructed image

Fig. 7 Encryption PSNR result

Fig. 8 Encryption time

Fig. 9 Encrypted data

따라서 실험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 3인 

경우에는 PSNR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 4인 경우에는 거의 PSNR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가 60일 때부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는 암호화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정리하였다. 가 높아질 경우에 FRNLT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길어져서 CPU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 따라서는 CPU 시간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암호화 시간보다 FRNLT를 수행하는 시간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그림 7과 8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을 

경우에 가 6 및 7과 같이 클 경우에 PSNR도 높고, 

즉 암호화 효과도 낮으면서 CPU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를 살펴보면 암호화되는 데이터양은 가 

작아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암호화시간보다 FRNLT
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되는 데이터양

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시각적 결과분석

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효과는 

정량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량적으로 결

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알고

리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에 따른 암호화 효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암호화 영상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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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을수록 암호화 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적절한 정도의 에서 적절한 크기의 부대역이 

선택될 경우에 암호화 효과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절한 는 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4. 부대역의 선택

와 의 값을 조절하여 다양한 암호화 방법

이 가능하다. 그림 11은   이고     인 

경우에 선택된 부대역들을 나타낸다. 모든 경우에 대해

서 최저 주파수 대역은 포함시켰다. 최저 주파수 대역

은 에너지의 양에 상관없이 전체 영상의 평균 주파수를 

나타내므로 암호화 시 포함시킨다.   는 앞 절

에서 선택된 에너지 값으로 이유는 이 정도의 에너지 

이상이면 모든 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상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는 4일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

로 암호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4

=5

=6

=7

(a) (b)

Fig. 10 Ciphering effect for   in the case of =60 
(a) selected subbands, (b) encrypted images

(a) (b)

(c) (d)

Fig. 11 the selected subbands in the case of    
and    (a) Bridge (b) Lena (c) Map (d) MIT

그림 12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선택된 부대역의 영

역을 나타냈다. 의 증가에 따라서 선택되는 부대

역 영역은 당연히 증가한다. 또한 가 증가할수록 

선택되는 부대역 영역은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부대역

을 세세하게 분해할수록 에너지를 더욱 세밀하게 나누

고 에너지를 더욱 소수의 부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험결과에 따

르면 에너지를 세밀하게 나누었다고 해서 암호화 효과

가 높아지지 않는다. 

Fig. 12 The number of the selected subband for encryption

4.5. 암호화 효율

와 에 따른 암호화 영역과 PSNR간의 관계

를 그래프로 그림 13에 정리하여 암호화 효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가 증가함에 따라서 PSNR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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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암호화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나 암호화 영역

이 증가하면서 CPU 시간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림 13
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응용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지점

을 선택하여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따른 최상위 비트 위치를 표 2에 나타냈다. 즉, 

암호화된 데이터의 값은 그림 9의 결과를 표 1로 나누

어야 한다. 

Fig. 13 Comparing graph between encrypted region and 
PSNR

Table. 2 position of MSB for level

 MSB

2 23

3 23

4 24

5 24

6 25

7 25

선택된   에서 암호화 영역의 비율을 표 3에 정

리하였다. 표 3의 값들은 앞서 보인 실험결과들로부터 

추출한 값이다. 표 3은 수치적인 암호화 결과를 비교 분

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표 3을 살펴보면 동일한 에

서 이 증가하면 암호화된 영역의 비율은 증가한다. 

즉, 주파수를 세분화시키면 작은 영역만을 암호화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암호화되어 암호화 효율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데이터의 0.42%
만을 암호화하여도 객체가 완전히 은닉된다. 

Table. 3 Analysis and comparison of encryption efficiency

Item =4
 60 70 80 90

Ratio of Encrypted Region (%) 10.00 14.69 22.27 36.56

Ratio of Encrypted Data (%) 0.42 0.61 0.89 1.46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RNLT을 이용하여 2차원 자연 영상

을 암호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FRNLT의 

레벨, 쿼드트리 형태의 부대역들에 대한 에너지, 그리

고 시각적인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암호화를 위한 최적

화된 지점을 추출하였다. 암호화 효과는 PSNR 결과를 

통해 관찰하였는데 가 커질수록 나빠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예상한 것과 같이 가 증가할수록 암호

화 효과는 높아졌다. CPU 동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의 레벨이었고, 에너지를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잘 집중시킨 후에 암호화시킨다 할지라도 암

호화 효과가 좋아지지 않았다. 또한 레벨에 대한 것보

다 암호화에 대한 동작시간이 훨씬 작기 때문에 암호화 

데이터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었다. 실험결과

를 살펴보면 최적화된 지점은   이고   

인 경우로써 이때 0.42%만을 암호화하여도 원래의 영

향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암호화를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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