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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화질 이미지는 정보가 많아 민감한 데이터는 민간기업이나 군사용 암호화에 의해 저장된다. 암호화된 영상은 

비밀키를 통해서만 해독이 가능하지만, 일부 픽셀 데이터를 임의의 값으로 덮어쓰는 공유 공격 및 노이즈 공해 공격 

기법의 공격을 받아도 원본 데이터는 보존할 수 없다. 중요한 데이터는 공격에 대한 복구 방법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

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난수 발전기 PingPong 256과 셔플링 방법을 제안한다. PingPong 256은 영상이고 영상 

암호화는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셔플링 방식은 화소를 재조정하여 Shear attack과 Noise pollution attack 기
법에 저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안한 PingPong256을 SP800-22로 검사하고 다양한 노이즈에 대한 내성을 테스트

하고 셔플 링 방식이 적용된 이미지가 Anti-shear attack과 Anti-noise pollution attack을 만족하는지 검증했다.

ABSTRACT

High-quality images have a lot of information, so sensitive data is stored by encryption for private company, military 
etc. Encrypted images can only be decrypted with a secret key, but the original data cannot be retained when attacked 
by the Shear attack and Noise pollution attack techniques that overwrite some pixel data with arbitrary values. Important 
data is the more necessary a countermeasure for the recovery method against attack. In this paper, we propose a random 
number generator PingPong256 and a shuffling method that rearranges pixels to resist Shear attack and Noise pollution 
attack techniques so that image and video encryption can be performed more quickly. Next, the proposed PingPong256 
was examined with SP800-22, tested for immunity to various noises, and verified whether the image to which the 
shuffling method was applied satisfies the Anti-shear attack and the Anti-noise pollut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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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고품질 영상은 뚜렷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화질 영상을 암호화하여 올바른 비밀키를 가지고 있

는 사람만 확인 가능하도록 활용되는 분야는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용은 사고에 따른 책임소

지를 판별하며, 예시로 CCTV,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으

며, 군사용은 실시간 작전을 지휘용하는 용도로 사용하

여 전투기, 무인 항공기, 전차 등의 장비에 활용된다. 이
와 같은 분야는 녹화된 영상 정보의 식별이 중요하여 고

화질 영상을 선호한다. 하지만 고화질 영상을 사용해도 

일부 픽셀 데이터가 손상되어 원하는 부분의 정보를 식

별하지 못하면 고화질 영상의 가치는 낮아진다. 데이터

가 손상되는 원인은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행위에 의

하여 발생한다[1-2].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

분은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목표를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한

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에게 암호화된 정보는 알 수 없는 정보와 

같다. 목표를 달성해야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목표와 관

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지나 영상의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선택

하는 암호 기법은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로 구분할 수 

있다. 블록 암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라운드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통해 평문을 반복 연산하

여 암호문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스트림 암호는 난수 

생성기로 난수를 생성하고 평문과 배타적 논리합(XOR) 
연산만 사용하여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그림 1]은 원

본 이미지와 크기가 동일한 난수 이미지를 배타적 논리

합 연산으로 암호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이다[3]. 

Fig. 1 Encrypted Image

그러나 스트림 암호는 평문과 난수를 직접 연산하므

로 난수 발생기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

표적으로 난수발생기를 검증하는 표준 방법은 미국 

NIST의 SP800-22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표준은 16가
지의 통계적인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난수발생기 출력

결과가 난수임을 증명한다. 또한 초기값에 따른 키 공

간, 키 민감도 분석 등으로 암호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ingPong 256은 임의의 초기값으로 NIST SP800-22를 

검증하여 난수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암호 존

재하여도 공격 목표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자가 데이

터를 올바르게 전달받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암호 알고리즘은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AES는 암호문이 

손상시키면 올바른 비밀키가 있어도 해독된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공격 기법은 암호 

이미지 픽셀의 일부영역을 삭제하여 해독된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Shear attack과 

Noise pollution attack이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은 다양

한 원인에 의하여 암호 이미지 픽셀의 일부가 삭제당하

는 공격인 Shear attack과 Noise pollution attack에 저항

하는 이미지 암호화 기법도 제안한다. 이미지를 정상적

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에 저항하는 행위를 

Anti-shear attack과 Anti-noise pollution attack이라고 한

다. 본 논문은 실험을 위해 실험환경으로 Matlab 2015, 
Visual Studio 2019,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PingPong256은 Python과 C++, 검증도구들은 Matlab, 
Python 그리고 C++를 사용하여 만들고 검증용으로 사

용했다. 논문 순서는 2장을 통해 PingPong256의 구조와 

미국의 NIST에서 난수발생기 검증 표준인 SP800-22를 

소계와 PingPong256의 안전성 검증하고 3장에서 Shear 
attack과 Noise pollution attack의 실험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4장에서 픽셀 위치를 무작위로 재배열하는 셔

플링 함수가 Anti-Shear attack과 Anti-noise pollution 
attack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5장을 통해 결론으로 마

무리한다.

Ⅱ. 배경지식

2.1. PingPong256 구조

PingPong256은 난수 생성기에 해당하며, 255bit와 

257bit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를 초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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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는 난수발생기이다[5].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LFSR은 각각 서로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가변 클

럭 함수( )와 연결되어 불규칙한 주기를 가진 결과

( )를 만들어 낸다. 두 개의 불규칙한 결과를 서로 

다른 함수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계산한 결과

(   )와 배타적 논리합을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 

Fig. 2 PingPong256 Structure. 

PingPong256의 안전성은 미국 NIST의 난수발생기

를 검증 표준인 SP800-22로 검증할 수 있다. NIST 
SP800-22는 16가지 통계적 검증기법을 사용하여 연속

된 난수의 p-value를 계산하며, 난수발생기의 안전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통계적 관점에서 난수 발생기의 

난수성을 입증하려면 난수 발생기로 1,000,000,000비트

를 생성하고 두 가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 1,000,000비트를 하나의 샘플로 취급하여 샘플

크기(m)가 1,000, 유의수준( ) 0.01로 설정한 구간에서 

평균 비율( )을   로 계산하여 0.99로 나타낸

다. [수식 1]의 범위를 만족하면 통계와 논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난수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식을 통

해 계산된 구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소수점 

4자리를 반올림하면 0.981부터 0.999까지이다. 16가지

의 검증은 각각 0부터 1까지로 표현된다. 0은 1000번의 

검증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1은 1000번
의 검증이 100%로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1)

검증 결과 [그림 3]처럼 x축은 NIST SP800-22의 16
가지 검사, y축은 1000개의 각 샘플이 16가지 검사 결과

가 유의수준 구간 안에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Sequences passing a test.

둘째, 샘플크기 1000에 대하여 모든 실험결과를 0과 

1사이로 정렬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균일성을 분

석하는 방법이다. x2는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한 변수이

며, [수식 2]를 통해 계산한다. 10개의 간격마다 누적된 

p-value를 , i는 10개의 구간을 각각 의미하며, 샘플크

기를 m으로 정의하여 계산한다.

 
  





 

(2)

다음으로 x2\를 불완전 감마 함수(igamc)에 대입하여 

[수식 3]과 같이 계산한 통계적 분포()가 ≥ 을 

만족하면 모든 검사결과가 균일하여 연산 결과의 신뢰

성을 향상한다.

  (3)

[그림 4]는 x축이 NIST SP800-22, y축은 NIST 
SP800-22의 16가지 검사에서 10개의 구간에 균일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y축이 0을 의미하면 10개의 구간이 균

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1은 완전한 균일을 의미한다. 
[그림 4]의 결과를 통해 PingPong256은 모든 검증들이 

균일하다는 것을 보인다. 두 가지 검증을 통해 

PingPong256 난수 발생기는 NIST SP800-22를 통해 통

계적 관점에서 난수를 출력하는 것을 입증한다.

Fig. 4 Uniform distribution of p-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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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초기값 난수 생성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

으로 키 공간과 키 민감도가 있다. PingPong256의 키 공

간은 255bit, 257bit를 합한 512bit로 이진수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2512에 해당한다. 키 민감도는 가

변 클럭의 영향을 받아 시간에 비례하여 민감하게 반응

한다. [그림 5]는 LFSR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경우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a)

(d)

(b)

(e)

(c)

(f)

Fig. 5 Compare PingPong256 Image. (a) PingPong256 
used random initial values, (b) LFSR255+1, (c) 
LFSR257-1, (d) (a)and(b), (e) (a)and(c), (f) (b)and(c).

(a)는 임의의 초기값을 기준으로 생성한 흑백 이미지

이며, (b)는 (a)의 초기값에 LFSR255에서 마지막 비트 

반전하였다. (c)는 (a)의 초기값에 LFSR257에서 마지막 

비트를 반전한 결과이다. 육안으로는 뚜렷한 차이를 느

낄 수 없기 때문에 and 연산을 통해 차이점을 비교했다. 
(d),(e),(f)는 각각 (a)and(b), (a)and(c), (b)and(c)의 연산

결과이며, 서로 다른 비트 이미지에서 모두 고르게 분포

된 비트 이미지를 관찰 할 수 있으므로 1비트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PingPong256의 출력이 난

수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PingPong256은 난수를 

생성하며, LFSR과 논리 연산자인 배타적 논리합으로 

구성되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2. 이미지 검증 방법

난수 발생기를 통해 암호화된 이미지를 검증할 때 주

요 검증 항목은 히스토그램, 엔트로피, 상관계수, 민감

도 분석이다.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의 픽셀 값 분포를 보여준다. 좋

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한 이미지는 통계적 공격에 저항

하기 위해 균일한 히스토그램을 가져야한다[6].
엔트로피는 확률분포가 가지는 정보의 확신도 혹은 

정보량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확률분포에서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나머지 값의 확률이 낮아지

면 엔트로피가 작아진다. 반대로 여러 가지 값이 나올 

확률이 대부분 비슷한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임의의 확률변수 s에 대하여 엔트로피 H(s)를 [수식 4]
로 나타낸다. 이 식에서 K는 s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고 는 확률 질량 함수이다. 확률 질량 함수는 예

를 들어, 1부터 6까지의 눈을 가진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의 값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X일 때, 이 

확률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질량 함수는 1/6이 된다. 이
미지가 정말 난수라면 H(s)는 균일한 선택에 의하여 

H(s)=8bit가 된다. 

 
  



 × log
 (4)

상관계수는 원본 이미지의 가로, 세로 및 대각선 방향

을 포함하여 인접한 픽셀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 좋은 

암호화 체계는 인접한 픽셀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줄여야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인

접 픽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제안 된 방식을 추가

로 확인한다. 상관 계수는 [수식 5 –수식 8]과 같이 각 

x와 y축 픽셀의 평균을 픽셀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다. 이때,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

며, -1에 가까울수록 부정, 0에 가까울수록 무관계, 1에 

가까울수록 긍정으로 해석된다.

  

 (5)

  


  



 (6)

  


  



  (7)

  


  



   (8)

민감도 분석은 NPCR(Number of Changing Pixel 
Rate)와 UACI(Unified Averaged Changed Intensity)를 

활용한다. NPCR과 UACI는 이미지 크기가 M*N일 경우 
는 서로 다른 사진에서 같은 위치의 픽셀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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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경우 1 같은 경우 0을 출력하는 방식이다[7-8]. 
는 서로 다른 사진에서 같은 위치의 픽셀을 정수

로 치환하여 뺀 절대값을 말한다. NPCR은 [수식 9]와 

같이 나타내며, UACI는 [수식 10]과 같이 계산된다.

 ×



  




 



× (9)

×



  




 





 
× (10)

이미지 데이터 손상에 따른 복원가능성은 암호화된 

이미지의 일부 영역이 ‘0’으로 초기화하거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잡음을 추가한 경우 암호를 정상적인 비밀

키로 해독한 결과가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하며, 육
안으로 어떤 정보를 식별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9-12]. 추가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이미지를 암호화 하는 DNA 방식도 존재한다[13-17].

2.3. PingPong256 encrypted image analysis

PingPong256을 사용하여 스트림 암호화를 통해 원본 

이미지와 암호 이미지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6]은 

1024*1024크기의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각 채널별(원본, 파란색, 녹색, 빨간색)로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을 통해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별 특징을 볼 수 있다.

Fig. 6 Original image and histogram.

[그림 7]은 PingPong256을 사용하여 [그림 6] 이미지 

크기와 동일하게 난수 생성하고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다. 또한 모든 채널에서 히스토그램이 균등한 형식을 나

타내고 있다. 균등한 히스토그램은 통계적 공격에 저항

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Fig. 7 Random image and histogram.

[그림 8]은 PingPong256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호

화한 결과로 모든 채널의 결과가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균일한 값을 가지는 특성을 띄므로 

통계적 공격에 저항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Fig. 8 Encrypted image and histogram.

엔트로피 분석으로 암호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

경한 엔트로피와 컬러 이미지의 파랑, 초록, 빨강을 나

누어 조사했다. [표 1]과 같이 흑백 이미지는 7.9981, 파
랑은 7.7023, 초록은 7.7248, 빨강은 7.6780으로 8에 가

깝게 나타났으며, 실험에 사용된 채널은 모두 8비트를 

최대로 사용하므로 엔트로피가 8에 가깝다는 뜻은 난수

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olor Blue Green Red

Cipher 7.9981 7.7023 7.7248 7.6780

Table. 1 The information entropy for original and cipher 
image schemes.

[표 2]는 원본 이미지와 암호화된 이미지를 상관계수

로 연산하여 수평, 수직, 대각 방향으로 픽셀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평문은 모든 방향으로 1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된 이미지는 모든 방향으로 0에 

가까운 것을 통해 서로간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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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도 분석은 [표 3]을 통해 NPCR에서 유의구간 

5%, 1% , 0.1%의 범위를 초과하여 귀무가설을 통해 난

수임을 증명하였으며, [표 4]를 통해 UACI에서도 유의

구간 5%, 1%, 0.1%는 정해진 구간에 만족하여 귀무가

설로 난수임을 증명하였다.

Horizontal Vertical Diagonal

Original 

0.996881 0.995127 0.993795

Encryption 

-0.002713 -0.031028 0.011877

Table. 2 Compellation analysis.

level(%)

0.05 0.01 0.001

Color Value(%) 99.5994 99.5952 99.5906

Red 99.6296 PASS PASS PASS

Green 99.6010 PASS PASS PASS

Blue 99.6090 PASS PASS PASS

Table. 3 NPCR Randomness test.

level(%)

0.05 0.01 0.001

Color Value(%)
33.4183

~
33.5088

33.4040
~

33.5231

33.3875
~

33.5396

Red 33.4465 PASS PASS PASS

Green 33.4050 PASS PASS PASS

Blue 33.4262 PASS PASS PASS

Table. 4 UACI Randomness test.

Ⅲ. PingPong256 암호화 이미지 검증

3.1. 암호화 연산시간

PingPong256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방법

의 핵심은 암호화할 이미지의 크기와 같은 난수 집합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AES 암호 알고리즘에서 

AES 128의 CRT(Counter)모드를 사용하여 128비트 단

위를 하나의 블록으로 가정해 실험했다. 블록을 암호화

할 때마다 1씩 증가해 가는 카운터를 암호화해서 키스

트림을 만든다. 즉 카운터를 암호화한 비트열과 평문블

록과의 XOR를 취한 결과가 암호문 블록이 된다. 
간단한 실험으로 Python환경에서 크기가 512*512 이

미지를 대상으로 AES128 CRT모드는 0.004538초가 소

요되었다. PingPong256은 난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

문에 초기값을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난수로 설정하여 

사용하여 사전에 계산된 값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크기

가 512*512 이미지를 암호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2bit 난수 생성에 

0.001117초, 기존 난수를 밀어내는 과정에 0.000433초 

그리고 원본 이미지와 XOR연산에 0.000587초로 총 

0.002137초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PingPong256
의 오버헤드는 AES128 CRT모드에 비하여 낮다.

3.2. 노이즈 강인성 평가

암호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데이터 손상에 따

른 복원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

격자가 암호 이미지의 일부 픽셀 영역을 0으로 삭제한 

경우 이를 복원한 원본 이미지의 동일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면 공격자는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위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미지나 영상의 가치를 저하시

키고 잘못된 인식과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암호화된 

이미지에 다양한 잡음에 대한 내성 분석 방법을 

Robustness analysis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공격 방식으

로 Shear attack과 Noise pollution attack이 있다[9]. 육안

으로 이미지간 차이를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없어 이미

지의 평균 정보량을 의미하는 엔트로피와 비교 대 상간

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상관계수를 통해 이미지를 비교

했다.
이미지가 노이즈의 영향에 얼마만큼 강인한지 평가

하는 방법으로 MSE(Mean Square Error),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thod)를 사용했다[18, 19]. MSE는 두 이미지 간의 같

은 위치에 대한 픽셀별 차이를 의미한다. PSNR은 신호

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신호 크기 대 잡음비를 의미하며, 
30이상의 값은 좋은 품질의 영상으로 평가된다. SSIM
은 휘도, 명암비, 구조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품질의 영상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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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hear attack

Shear attack은 이미지 데이터의 특정 영역을 특정 값

으로 삭제하는 행위인 무작위 재배열을 사용하여 특정 

이미지 영역을 정상적으로 복윈 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

위이다. [그림 9]는 상단은 암호화 이미지를 대상으로 

임의의 영역 픽셀 데이터를 0으로 삭제한 것이다. 

Fig. 9 Shear attack(up: encrypted image & cropping 
1/4, down: decrypted image).

하단은 손상된 암호화 이미지를 올바른 비밀키로 해

독한 결과이며, 공격받은 영역은 정상적인 이미지로 복

구 할 수 없지만 히스토그램은 원본 이미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미지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716, MSE는 9185.5131, PSNR은 13.2710, SSIM는 

0.7495로 연산되었다. 상관계수를 통해 [그림 9]의 하단 

복호화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는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MSE를 통해 에러가 심하고 PSNR을 통해 전혀 동일하

지 않은 품질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SSIM을 통해 육안

으로 식별되는 품질이 아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Shear attack은 특정 영역에 대한 픽셀을 0으로 덮어씌

워 데이터를 삭제하면 에러와 잡음비를 증가시키고 원

본 이미지와의 상관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손상

된 이미지 영역은 복구 할 수 없다.

3.4. Noise pollution attack

Noise pollution attack은 다양한 노이즈 영향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노이즈로 가우시안

(gaussian), 소금(salt), 후추(pepper), 소금&후추(salt&pepper)

가 있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가우시안 분포와 노이즈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0.05로 설정한다. 소금 노이즈는 

무작위로 픽셀을 흰색(255)으로 변경하고 후추 노이즈

는 검은색(0)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때 이미지 픽셀의 

비율을 0에서 1로 조절하며, 기본적으로 0.05로 선택된

다. 소금&후추 노이즈는 소금 또는 후추 노이즈를 균등

하게 혹은 한쪽에 치중하여 무작위로 픽셀을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

림 10]은 인물 사진의 원본 이미지와 대표적인 노이즈를 

원본 인물 사진에 적용한 결과와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 이다. 
인물 사진은 안면(눈, 코, 입 등)의 특징을 가지는 영

역이 존재하기에 암호화 및 복호화 이후 안면 특징을 주

로 살펴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에 

사용한 가우시안 노이즈는 평균이 0 분산이 1로 설정한 

결과이며, 소금 노이즈와 후추 노이즈는 이미지의 5%를 

적용한 결과이며, 소금&후추 노이즈는 이미지의 5%를 

균등한 비율로 적용한 결과이다. 결과를 통해 각 노이즈

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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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작위 재배열

4.1. 동작 방식

무작위 재배치 연산은 픽셀의 위치를 무작위로 재배

치하여 정상적인 이미지로 식별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무작위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중요한

데 무작위 재배치 연산은 이미지 픽셀수보다 큰 영역의 

숫자를 생성할 때 같은 값이 2번 나오지 않는 것을 보장

할 때 사용가능하다. 난수 생성기를 통해 무작위로 위치

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본 이미지 픽셀 위치와 난수 생성순서를 동기화. 
2. 난수 생성기로 임의의 숫자를 픽셀크기만큼 반복.
3. 생성한 난수를 정렬한다. 이때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 
4. 평문 이미지 픽셀 위치를 난수가 정렬된 순서에 따라 

동일한 위치로 이동. 
[그림 11]은 원본 이미지를 무작위로 계산한 결과로 

왼쪽이 원본 이미지이며, 오른쪽이 무작위 결과이다. 사
진으로 볼 때 두 개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히스토그

램을 비교하면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픽

셀 성분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위치가 변경된 의미

이다.

Fig. 11 Shuffling image

4.2. Anti-shear attack

Shear attack은 암호화된 이미지에서 임의의 영역을 

‘0’으로 삭제하여 정상적인 비밀키를 사용하여 복호화하

면 앞서 선택한 영역의 부분은 암·복호화에 사용된 비밀

키 일부 정보가 노출된다. 이 공격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

을 경우 Anti-shear attack이라고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해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로 손실된 암호문 이미지를 올

바른 비밀키를 사용해 복구한 다음 손실 데이터의 암호

문 이미지를 복원한다. [그림 12]는 [그림 6]의 무작위 재

배열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0’으로 삭제한 이미지이다.

Fig. 12 Experiment result of Anti-Shear attack 

3가지 경우를 각각 나누어 이미지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6643, 0.6896, 0.6644, MSE
는 19328.7472, 17356.4050, 19310.0647, PSNR은 

10.0400db, 10.5074db, 10.0442db, SSIM는 0.1853, 
0.1955, 0.1854로 연산되었다. 즉 상관계수를 통해 하단 

Fig. 10 Noise pollution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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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는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MSE를 통해 에러가 심하고 PSNR을 통해 전혀 동일하

지 않은 품질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SSIM을 통해 육안

으로 식별되는 정보는 아주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PingPong256과 Messy 함수를 통해 노이즈의 강

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PingPong256과 Messy 
함수를 사용하면 완전히 삭제된 영역의 정보를 일부 보

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물 이미지를 사용한 [그
림 13]을 통해 안면의 눈, 코, 입 등의 특징이 완전히 사

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Fig. 13 Experiment result of Anti-shear attack

이때 노이즈 강인성 평가는 [그림 13] (a), (b), (c)순서

로 상대계수는 0.6487, 0.6773, 0.6493, MSE는 8894.5782, 
7935.5203, 8883.6042, PSNR은 13.4108db, 13.9063db, 
13.4161db, SSIM은 0.1744, 0.1894, 0.1759 등으로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낮은 품질 품질을 나타냈다. 

4.3. Anti-noise pollution attack

Noise pollution attack은 암호 이미지에 가우시안 잡

음을 더하는 것으로 복원된 이미지의 픽셀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다. 이 공격에 대한 저항력이 있

을 경우 Anti-noise pollution attack이라고 하며, 테스트

하기 위해 가우시안, 소금, 후추, 소금&후추 노이즈 순

서로 진행했다. [그림 14]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극단적

으로 하여 노이즈를 가했다. 
상위 3개의 그림은 가우시안 노이즈를 평균은 0, 분

산을 100, 1000, 10000으로 설정하여 암호화된 이미지

와 합친 결과이다. 중간에 위치한 3개의 그림은 복호화

된 결과로 하단 3개의 이미지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왼

쪽부터 분산이 100, 1000, 10000으로 설정된 결과이다.
3가지 경우를 각각 나누어 이미지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927, 0.9335, 0.6355, MSE는 

1767.1715, 6495.5847, 14044.6374, PSNR은 20.4292db, 
14.7758db, 11.4269db, SSIM는 0.6139, 0.2845, 0.1294
로 연산되었다. 즉 가우시안 노이즈의 분산의 증가는 상

관계수를 통해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MSE의 에러는 증

폭되고 PSNR의 잡음비 노이즈는 감소하여 품질이 떨어

지고, SSIM를 통해 종합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

면 낮은 품질의 이미지이다. 
추가적으로 [그림 15]와 같이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을 0 그리고 분산을 각각 0.05, 0.1, 0.2로 설정하고 인물 

이미지를 사용한 결과에서는 컬러와 흑백을 나누어 평

가했다. 소금 노이즈는 [그림 16]과 같이 비율이 늘어나

면서 전체적으로 흰색에 가까워지며, 특징이 소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추 노이즈도 [그림 17]과 같

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검은색에 가까워지며, 특징이 소

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금&후추 노이즈에서도 비율이 증가할

수록 원본 픽셀이 손상되었으나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8]에 사용된 이미지 크기는 

512*512로 5%, 10% 20%에 해당하는 실험을 실시하였

다. 반면 [5]논문에서 사용된 64*64 크기의 이미지에 

3% ‘salt&pepper’ 노이즈 검증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의 

노이즈에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a) (b) (c)

Fig. 14 Gaussian noise experiment result of Anti-noise 
pollution attack. (a) var=100, (b) var=1000, (c) var=1000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1: 1507-1518, Nov. 2020

1516

Fig. 15 Gaussian noise experiment result of Anti-noise 
pollution attack. (a) messy image + gaussian 0.05, 
(b) messy image + gaussian 0.1, (c) messy image + 
gaussian 0.2, (d) decrypted of image (a), (e) decrypted 
of image (b), (f) decrypted of image (c).

Fig. 16 Salt noise experiment result of Anti-noise 
pollution attack. (a) messy image + salt 0.05, (b) messy 
image + salt 0.1, (c) messy image + salt 0.2, (d) 
decrypted of image (a), (e) decrypted of image (b), (f) 
decrypted of image (c).

Fig. 17 Pepper noise experiment result of Anti-noise 
pollution attack. (a )messy image + pepper 0.05, 
(b) messy image + pepper 0.1, (c) messy image + 
pepper 0.2, (d) decrypted of image (a), (e) decrypted 
of image (b), (f) decrypted of image (c).

Fig. 18 Salt&Pepper noise (a) messy image + s&p 0.05, 
(b)messy image + s&p 0.1, (c) messy image + s&p 
0.2, (d) decrypted of image (a), (e) decrypted of image 
(b), (f) decrypted of image (c).

Variable

0.05 0.1 0.2

G
aussian

CORR 0.2165  0.1734 0.1295

MSE 18732.3115  23259.8658 29399.4321

PSNR 10.1761db  9.2359db 8.2186db

SSIM 0.0772 0.0481 0.0307

Salt

CORR 0.2594 0.2210 0.1716

MSE 15461.0809 19126.0967 26540.1022

PSNR 11.0096db 10.0858db 8.6630db

SSIM 0.2194 0.1202 0.0663

Pepper

CORR 0.2916 0.2664 0.2248

MSE 12907.7325 14101.0210 16502.8055

PSNR 11.7935db 11.4095db 10.7264db

SSIM 0.3749 0.2555 0.1612

Salt&
Pepper

CORR 0.2738 0.2355 0.1808

MSE 14146.0565 16653.9289 21516.7951

PSNR 11.3957db 10.6868db 9.5742db

SSIM 0.2596 0.1322 0.0621

Table. 5 Noise robustness analysis according to various 
noise and dispersion.

[표 5]는 [그림 15–그림 18]까지의 표현된 사진의 노

이즈 강인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PingPong256과 무작위 

재배열은 손상된 이미지의 정보복원 기능이 없어서 전체

적인 이미지 품질은 낮은 것으로 측정된다. 이때 노이즈

에 강인성을 띄는 순서가 후추 노이즈, 소금&후추 노이

즈, 소금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암호화된 이미지에서 임의 영역의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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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완전히 소실시킬 경우 PingPong256과 무작위 

재배열은 복호화된 이미지에서 소실된 영역의 정보를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법은 다양한 노이

즈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노이즈에 따른 손상이 크고 빠른 암호화가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미국 NIST의 난수발생기 검증 표준 

SP800-22을 만족하는 난수 발생기 PingPong256를 사용

하여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방법과 암호화된 이미지에 

다양한 잡음에 대한 내성 분석 방법인 Robustness 
analysis의 대표적인 공격 방식으로 픽셀의 위치를 무작

위로 재배열 방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일부 픽셀을 삭

제하는 Shear attack과 다양한 노이즈에 따른 영향력을 

실험하는 Noise pollution attack 저항력을 실험하여 안

전한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PingPong256은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AES 128 CTR 모드와 비교하여 동일한 크

기의 이미지를 암호화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

시간을 소비한다.
PingPong256과 셔플링 기법을 모두 사용하면 암호화

된 이미지의 일부 영역이 손상되어도 해독된 이미지에

서 손상된 영역의 일부 픽셀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기에 

암호화 이미지의 손상에도 전체적인 이미지 형태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가우시안, 소금, 후추, 소금&후추 노

이즈 등 다양한 패턴에서 특정 영역에 노이즈가 집중되

는 문제를 보이지 않아 픽셀이 효과적으로 분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PingPong256가 AES 128 CTR모드에 

비해 이미지 암호화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며, 셔플링 

기법을 사용하면 Anti-Shear attack과 Anti-Noise pollution 
attack 특성을 얻을 수 있어 암호화된 이미지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여 빠

른 속도로 암, 복호화하여 실시간 이미지 및 영상 암호

화에 활용 방안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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