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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기법 및 공간적인 암호화 기법을 사용한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

Reversible Data Hiding Technique using Encryption Technique and 
Spatial Encryption Technique

정수목*

Soo-Mok Ju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공간적으로 암호화하여 커버 이미지에 은닉

하여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한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을 제안하였다.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공간적인 암호

화 기법으로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여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면, 결과 이미지의 화질이 매우 우수하여 원본 커버 이미

지와 결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공간적으로 암호화되어 은닉되었기 때문에,

결과 영상의 어느 위치에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은닉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결과 영상으로부터 암호화된 기밀데

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추출하여도 기밀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원본 기밀데이터를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안기법을 사용하여 기밀데이터를 영상에 은닉하면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된다. 제

안된 기법은 의료, 군사 등의 응용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주요어 : 가역 데이터 은닉, 커버 이미지, 스테고 이미지, 암호화, 공간적 암호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reversible data hiding technique that greatly enhances the security of 
confidential data by encrypting confidential data and then spatially encrypting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and 
hiding it in the cover image. When a result image is generated by hiding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in the 
cover image using a spatial encryption technique, the quality of the result image is very good, and the original 
cover image and the result image cannot be visually distinguished. Since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is 
spatially encrypted and concealed, it is not possible to know where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is concealed 
in the result image, and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cannot be extracted from the result image. Even if the 
encrypted confidential data is extracted, the original confidential data is not known because the confidential data 
is encrypted. Therefore, if confidential data is concealed in images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the security of 
confidential data is greatly improved. The proposed technique can be effectively used in medical and military 
applications.

Key words :  reversible data hiding, cove image, stego-image, encryption, spatial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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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에 저작권정보와 같은 기밀데이터를 은닉하는

기법이 데이터 은닉기법(data hiding)이다. 데이터 은닉

기법을 사용하여 기밀데이터를 커버 이미지(cover

image)에 은닉하여 스테고 이미지(stego-image)를 생

성한다.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reversible data hiding

technique)에서는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원본 기밀데이

터를 추출할 수 있고 원래의 커버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데이터 은닉기법에서는 스테고 이미지와 커버 이

미지의 차이를 사람이 인지할 수 없도록 스테고 이미지

의 화질이 매우 우수하여 비인지성(imperceptibility)을

만족해야 한다[1][2]. 비인지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스테

고 이미지의 화질을 높게 유지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은

닉기법들은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복원된 커버 이미지

가 원본 커버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특성

을 갖는다[3]. 가역적인 데이터 은닉기법은 의료, 군사

등의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4].

Ni 등이 이미지 픽셀의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이

동하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NSAS 기법을 제안하였다

[2]. NSAS 기법의 단점을 개선한 APD(Adjacent Pixel

Difference) 기법이 제안되었다[3]. APD 기법의 성능을

개선한 기법들이 본 연구팀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5]-[8], 공간적인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에 워터

마킹을 수행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9].

본 논문에서는 ARDHA(Advanced Reversible Data

Hiding Algorithm using the local similarity, the

curved surface characteristics, and the edge

characteristics in image)[8]에 개선된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은닉되는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한 기

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기존의 ARDHA 기법을 간략히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제안된 데이터 은닉기법을 기술하였다. 4장에 실험결과

와 분석결과를 기술하였고, 5장에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ARDHA

영상에서 인접한 픽셀의 값들은 유사한 값을 갖는

특성인 지역적 유사성(local similarity)을 갖기 때문에

인접한 픽셀값의 차를 구하면 0에 근접한 값을 갖는다.

커버 이미지의 픽셀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

래쪽으로 스캔하는 역 s-순(inverse s-order) 스캔하여

커버 이미지 시퀀스(C)를 구성하고, C에 대하여 식 (1)

을 적용하여 차분 시퀀스(D)를 생성한다. 영상에서 인

접한 픽셀값들은 지역적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D의 요

소들은 0 혹은 0에 가까운 값들을 갖게 된다. 식 (1)에

서 n은 영상의 폭(W)과 영상의 높이(H)를 곱한 값이다.

D에 대한 히스토그램(histogram)을 구성하면 0과 0

주변의 값들에서 큰 빈도수를 갖게 된다. 그림 1은

512x512 크기를 갖는 Lenna 영상에 대하여 식 (1)을 사

용하여 차분 시퀀스(D)를 구성한 후, D에 대한 히스토

그램을 표시한 것이다.

Di  Ci if i  
Ci Ci if ≤ i ≤ n 

(1)

그림 1. D에 대한 히스토그램
Figure 1. Histogram of sequence D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스토그램의 빈도수가

가장 큰 두 개의 값이 피크 포인트(peak point)가 된다.

그림 1에서 피크 포인트는 각각 0과 1이고, 각 피크 포

인트에서 빈도수는 h(0)=25,010, h(0)=23,414이다. 그림

1의 히스토그램에서 –102∼0 사이에 있는 히스토그램

은 좌측으로 시프트 시키고, 1∼115 사이에 있는 히스

토그램은 우측으로 시프트 시켜서 기밀데이터를 피크

포인트 0과 1에 은닉하는 APD 기법에서는 최대 48,424

비트(=h(0)+h(1))를 은닉할 수 있다[3]. ARDHA 기법에

서는 지역적 유사상이 높은 위치를 선정한 후, 주변의

픽셀들을 이용하여 영상에 존재하는 평면특성, 단순 기

울어진 평면특성, 다양한 곡면 특성, 다양한 에지 특성

을 조사한 후 조사된 특성에 따라 픽셀값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예측 이미지를 생성한다. ARDHA 기법에서

생성되는 예측 이미지는 커버 이미지와 유사하기 때문

에, 예측 이미지를 역 s-순으로 스캔하여 예측 이미지

시퀀스(P)를 생성하면 P는 커버 이미지 시퀀스(C)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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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된다. C와 P를 사용하여 차분 시퀀스(D)를 생성

하면, 생성된 히스토그램의 피크 포인트에서의 빈도수

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D의 히스토그램을 시프트 시

켜 커버 이미지에 기밀데이터 은닉하면 APD 기법보다

더 많은 기밀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다. 예측 픽셀값이

정확할수록 히스토그램의 피크 포인트에서의 빈도수가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기밀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다.

ARDHA 기법에서는 정밀하게 픽셀값을 예측하기 위하

여 그림 2와 같이 지역적 유사성이 높은 위치를 선택하

여 다양한 에지 특성과 평면특성, 단순 기울어진 특성,

단순 볼록 곡면, 단순 오목 곡면 등의 특성을 조사하여

각 특성에 맞게 픽셀값을 정밀하게 예측한다.

그림 2. 예측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픽셀값 예측 흐름도
Figure 2. Flowchart of pixel value prediction to generate
prediction image

ARDHA 기법에서 기밀데이터를 은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커버 이미지를 역 s-순으로 스캔하면서 각 픽

셀 위치에서 픽셀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결정

한다. 현재 위치가 픽셀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경

우에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DHA 기법의 단

계 1.1∼1.E에 따라 픽셀값을 예측하여 예측 이미지를

생성한다. 픽셀값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면 커버 이

미지의 현재 위치에 있는 픽셀값을 사용하여 예측 이미

지를 생성한다.

단계 2: 커버 이미지와 예측 이미지를 역 s-순으로 스

캔하여 커버 이미지 시퀀스(C)와 예측 이미지 시퀀스

(P)를 생성한다.

단계 3: C와 P를 식 (2)에 적용하여 차분 시퀀스(D)를

생성한다.

Di 










Ci if  i  

Ci Ci Mode 
Ci Pi Mode 
Pi Ci Mode 

(2)

Mode 1: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에서

예측 픽셀값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Mode 2: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의 픽셀값으로 예

측 픽셀값이 사용된 경우.

Mode 3: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에 예측 픽셀값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전 위치에 예측 픽셀값이 사용

된 경우.

단계 4: D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PP1, CZP1,

PP2, CZP2 결정.

단계 5: APD 기법에 따라 D를 시프트 시켜 시프트된

차분 시퀀스(DS) 생성.

단계 6: APD 기법에 따라 기밀데이터를 DS에 은닉하

여 은닉된 차분 시퀀스(DE) 생성.

단계 7: APD 기법에 따라 C와 DE를 사용하여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 생성.

단계 8: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를 스캔하여 역 s-순

으로 스테고 이미지 구성.

ARDHA 기법의 기밀데이터 추출절차 및 원본 커버

이미지 복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스테고 이미지를 역 s-순으로 스캔하여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 생성.

단계 2: C0=S0, DE0=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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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에서 i 값을 1부터 n-1

까지 증가시키면서, i 번째 위치에서 추출 모드

(extraction mode) 결정 후, 결정된 추출 모드에 따라

DEi, Ci 복원한다. ARDHA 기법의 단계 1.1∼1.E를 수

행하여 은닉과정 진행 중 i 번째 위치에서 예측값(one

of V1, V2, V3V, V3C, V4S, V4N, V4W)이 사용되었는지 결

정한다. 추출 모드는 예측값 사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traction Mode 1: 기밀데이터 은닉과정에서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에서 예측 픽셀값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기밀데이터 추출절차와 원본 커

버 이미지 복원절차는 APD 기법과 동일.

Extraction Mode 2: 기밀데이터 은닉과정에서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에 예측 픽셀값이 사용된 경우.

은닉된 차분 시퀀스(DE) 는 APD 기법과 동일하게

복원된다. 커버 이미지 시퀀스(C)는 식 (3), (4)를 사

용하여 복원한다. RPi는 추출 모드가 Mode 2일 때, i

번째 위치에서 계산된 예측값이다. RPi는 현재까지

역 s-순으로 복원된 커버 이미지 픽셀들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식 (3)에 사용된 연관 값 AVi는 추출 모드

가 Mode 2 혹은 Mode 3일 때 식 (4)를 사용하여 계

산되는 값이다.

Extraction Mode 3: 예측 이미지의 현재 위치에 예

측 픽셀값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전 위치에 예측

픽셀값이 사용된 경우. DE는 APD 기법과 같이 복원

되고, C는 식 (5)를 사용하여 복원된다. 식 (5)에서

AVi는 식 (4)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Ci RPi AVi (3)

AVi  C i   Si  sdj if C i   Si ∈ PPj  sdjCZPj 

C i   Si otherwise
(4)

Ci RPiAVi (5)

단계 4: DE의 각 요소에 대하여 APD 기법에서와 동일

한 처리를 수행하여 기밀데이터를 추출한다.

단계 5: C를 역 s-순으로 스캔하여 원본 커버 이미지를

복원한다.

ARDHA 기법의 기밀데이터 은닉절차를 따라 커버

이미지에 기밀데이터를 은닉하면, ARDHA 기법의 기

밀데이터 추출절차와 원본 커버 이미지 복원절차에 따

라 원본 기밀데이터를 손실 없이 추출할 수 있고 원본

커버 이미지를 손실 없이 복원할 수 있다.

Ⅲ. 제안기법

ARDHA 기법에서는 기밀데이터의 바이너리 비트가

영상에 은닉되기 때문에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제안기법에서는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화

된 기밀데이터를 커버 이미지에 은닉할 때 다시 공간적

으로 암호화하여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하

여 ARDHA 기법에서의 보안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기

밀데이터를 암호화 키 K1, K2는 사용하여 식 (6)과 같

이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기밀데이터(ED)를 생성한다.

식 (6)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8비트로 구성되는 값

이다.

ED = D XOR (K1 XOR K2) (6)

암호화된 기밀데이터(ED)를 커버 이미지에

ARDHA 기법을 사용하여 은닉할 때, 암호화 키 K3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인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ED를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호화하여 은닉한다. 이러

한 다중암호화기법으로 기밀데이터를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면, 커버 이미지에 은닉되는 기밀데이터의 보안

성이 크게 향상된다. ED를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호화하여 은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밀데이터

가 은닉되는 영상의 위치는 시프트된 차분 시퀀스(DS)

의 요소가 PP1, PP2값을 갖는 지점들에 대응되는 위치

들이다. 즉, 커버 이미지를 스캔하여 커버 이미지 시퀀

스(C)를 구성한 다음 ARDHA 기법에 따라 예측 이미

지를 생성하여 시프트된 차분 시퀀스(DS)를 생성하면

PP1, PP2값을 갖는 지점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밀데이

터가 은닉되는 위치는 커버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기밀데이터가 은닉되는 공

간적인 위치를 변경하면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기법에서는 커버 이미지에 은닉되는 기밀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다

양한 스캔 패턴을 정의하여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공

간적으로 암호화되어 은닉되도록 하였다. 스캔 패턴을

암호화 키 K3로 사용하였다. 그림 3에서는 4가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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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K3=0, 1, 2, 3)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

한 스캔 패턴을 정의할 수 있어 K3 값을 사용하여 공

간적인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암호화 키 K3에 해당

하는 스캔 패턴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유사성(local similarity)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접한 픽

셀들이 스캔 되는 다양한 패턴들로 정의될 수 있다. 그

림 3에서 흑색 원은 스캔 패턴 시작 위치를 나타내고,

흰색 원은 스캔 패턴 종료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3. 공간적인 암호화를 위한 스캔 패턴의 예
Figure 3. Examples of scan patterns for spatial encryption

제안기법의 기밀데이터 은닉절차는 ARDHA 기법의

단계 1, 단계 2, 단계 6, 단계 8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후, ARDHA 기법의 나머지 단계들(단계 3, 4, 5, 7)과

결합하면 된다.

단계 1: 암호화 키 K3에 대응되는 스캔 패턴에 따라 커

버 이미지를 스캔하면서 각 픽셀 위치에서 픽셀값을 예

측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결정한다. 현재 위치가 픽셀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ARDHA 기법의 단계 1.1∼1.E에 따라 픽셀

값을 예측하여 예측 이미지를 생성한다. 픽셀값을 예측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커버 이미지의 현재 위치에 있는

픽셀값을 사용하여 예측 이미지를 생성한다.

단계 2: 암호화 키 K3에 대응되는 스캔 패턴에 따라 커

버 이미지와 예측 이미지를 스캔하여 커버 이미지 시퀀

스(C)와 예측 이미지 시퀀스(P)를 생성한다.

단계 6: 식 1을 사용하여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한다.

APD 기법에 따라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DS에 삽입

하여 은닉된 차분 시퀀스(DE)를 생성한다.

단계 8: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를 스캔하여 암호화

키 K3에 대응되는 스캔 패턴에 따라 스테고 이미지

구성한다.

제안된 기법의 기밀데이터 추출 및 원본 커버 이미

지 복원절차는 ARDHA 기법의 단계 1, Mode 2, 단계

4, 단계 5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후, ARDHA 기법의

나머지 단계들(단계 2, 3)과 결합하면 된다.

단계 1: 암호화 키 K3에 대응되는 스캔 패턴으로 스테

고 이미지를 스캔하여 스테고 이미지 시퀀스(S) 생성.

Extraction Mode 2: 기밀데이터 은닉과정에서 예측 이

미지의 현재 위치에 예측 픽셀값이 사용된 경우. 은닉

된 차분 시퀀스(DE) 는 APD 기법과 동일하게 복원된

다. 커버 이미지 시퀀스(C)는 식 (3), (4)를 사용하여 복

원한다. RPi는 추출 모드가 Mode 2일 때, i 번째 위치

에서 계산된 예측값이다. RPi는 암호화 키 K3에 대응

되는 패턴에 따라 현재까지 복원된 커버 이미지 픽셀들

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식 (3)에 사용된 연관 값 AVi는

추출 모드가 Mode 2 혹은 Mode 3일 때 식 (4)를 사용

하여 계산되는 값이다.

단계 4: DE의 각 요소에 대하여 APD 기법에서와 같은

처리를 수행하여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추출한다. 암

호화된 기밀데이터 복호화에 식 (7)을 사용하여 원본

기밀데이터를 추출한다.

D = ED XOR (K1 XOR K2) (7)

단계 5: C를 스캔하여 암호화 키 K3에 대응되는 패턴

에 따라 원본 커버 이미지를 복원한다.

Ⅳ. 실험결과

제안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512x512 gray

scale 영상인 Hara_fumia, ship, Portofino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abstract를 기밀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식 (6)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a) K3=0 (b) K3=1

(c) K3=2 (d) K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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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데이터를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였다. 식 (6)의 K1,

K2는 0, 255로 설정하였고, K3는 0으로 설정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ARDHA에서 사용된 변수의 값

(α=0.45, β=0~20, ε=10, K=4, strong edge=1, normal

edge=0.75, weak edge=0.5, very weak edge=0.25

non-edge=0, δ=1.6, RS=1.1, RN=0.9, RW=0.7)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안기법으로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

호화하여 생성된 스테고 이미지들과 커버 이미지들이

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그림 4에서 ARDHA(0),

Pro(0)는 APRDHA 및 제안기법에서 β 값을 0으로 하

여 실험을 수행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밀데이터가 암호화된 후, 암호화된 기밀데

이터가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호화되어 은닉된

결과 영상인 스테고 이미지의 화질이 매우 우수하여 스

테고 이미지와 원본 커버 이미지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

하다.

표 1은 Hara_fumina, ship, Portofino 영상에 대하여

ARDHA 기법과 제안기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데이터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기법을

적용하여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다시 공간적으로

커버 이미지에 암호화하여 은닉하는 경우, 은닉되는 비

트 수(Number of hidden bits), 예측횟수(Number of

prediction), 예측적중률(Prediction hit ratio), 평균 예측

에러(Mean of prediction error)가 ARDHA 기법의 해당

값들과 같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안기법에서 K3를 0으로 두고 실험을 수행하여

ARDHA 기법과 제안기법에서 같은 스캔 패턴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생성된 예측 이미지 시퀀스와 차분 시

퀀스가 두 기법에서 서로 일치하게 된다. 차분 시퀀스

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차분 시퀀스의 히스토그램이

동일하게 되어 PP1, PP2가 일치하게 되며, 피크 포인트

에서의 빈도수도 같아지게 된다. ARDHA 기법과 제안

기법의 예측 이미지 시퀀스와 차분 시퀀스가 각각 동일

하기 때문에 은닉되는 비트 수, 예측횟수, 예측적중률,

평균 예측 에러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ARDHA 기법

에서는 스캔 패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제안기법에서는

암호화 키 K3에 따라 다양한 스캔 패턴을 적용할 수

있어 기밀데이터가 은닉되는 영상 내의 위치를 다르게

하여 공간적으로 기밀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DHA 기법과 제

안기법의 PSNR 값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ARDHA 기법과 제안

기법에서 동일한 스캔 패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프

트된 차분 시퀀스가 같게 되고 시프트된 차분 시퀀스의

성분이 PP1, PP2인 위치에 기밀데이터 비트들이 삽입된

다. ARDHA 기법의 경우는 기밀데이터의 비트가 차례

대로 삽입되고, 제안기법의 경우에는 식 (6)에 의해서

암호화된 기밀데이터 비트들이 차례대로 삽입된다. 즉,

실험에서 사용한 암호화 키 K1, K2를 각각 0, 255로 두

었기 때문에 제안기법에서는 기밀데이터 비트들이 반

전된 뒤에 차례대로 삽입된다. 기밀데이터로 사용한 본

논문의 Abstract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하면, 비트

0과 비트 1의 개수는 각각 절반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두 기법 모두 삽입되는 1과 0의 개수가 비슷하게 된다.

ARDHA 기법에서 시프트된 차분 시퀀스에 기밀데이터

비트들을 차례대로 은닉하는 것과 제안기법에서 기밀

Hara_fumia
cover image

ARDHA(0) Pro(0)

ARDHA(10) Pro(10) ship
cover image

ARDHA(0) Pro(0) ARDHA(10)

Pro(10) Portofino
cover image

ARDHA(0)

Pro(0) ARDHA(10) Pro(10)
그림 4. 커버 이미지, 스테고 이미지
Figure 4. Cover image, stego-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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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비트들을 반전시켜 삽입하는 것이 영상의

PSNR 값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ARDHA 기법과 제안기법의 PSNR값은 거의 동일하다.

ARDHA 기법과 제안기법의 PSNR 값이 거의 동일하

지만 제안기법에서는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영상에

은닉되기 때문에 ARDHA 기법에 비하여 기밀데이터의

보안성이 강화된다. 제안기법의 암호화 키 K1, K2, K3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기밀데이터를 암호화시킨 후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호화하여 은닉하면, 악의

적인 사용자는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은닉된 위치를

알 수 없어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고, 추

출하여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독할 수 없어 기밀

데이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RDHA 기법에서의 기밀데

이터 보안성을 크게 강화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기법에서는 암호화 키 K1, K2를 사용하여 기밀데이

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암호화 키

K3를 사용하여 커버 이미지에 공간적으로 암호화하여

은닉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기밀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은닉되어 있는지를 악의적인 사용자는 알 수가 없어 암

호화된 기밀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고, 암호화된 기밀데

이터가 추출되어도 암호화되어 있어 원본 기밀데이터

를 해독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매우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의료, 군사 등의 응용 분야에 효과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한 가역 기밀데이터 은닉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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