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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이미지 암호화 연구에 관한다. RGB 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의 경우 R, G, B 값을 2 진수로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8 개의 자릿수 값으로 

총 24 개의 비트맵으로 표현가능하고, 이 비트맵은 

노노그램(Nonogram)을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image-to-image 암호화 방식이 아닌 

image-to-text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이미지 암호화, 노노그램  

1. 서 론 

타인의 정보를 해킹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요즘, 데이터 전송에 있어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해커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데이터의 암호화 기법은 여러가지가 

제안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를 

Key값을 사용해서 본래의 이미지를 알 수 없는 다른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노노그램[1]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입력 이미지의 각 

픽셀은 RGB 값에 따라서 8 자리의 2 진수값 3 개로 

변환 가능하고, 각 자릿수 값을 사용하면 입력 

이미지와 같은 해상도를 가지는 24 개의 비트맵을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비트맵은 0을 빈 칸으로, 1을 

채워진 칸으로 해석하여 노노그램을 적용시키면 

24 개의 비트맵을 만들 수 있는 24 쌍의 텍스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24 쌍의 텍스트 파일을 하나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24 개의 비트맵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관련연구 

2.1 Image-to-image 암호화기법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암호화 하는 기법에는 

Chaotic system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Chaotic system 을 사용해서 암호화 

전과 암호화 후의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고[2], 또 

다른 연구에서는 Chaotic system 에 DNA 

computing 기술까지 사용하여 이미지를 암호화 하는 

기법을 제안했다[3].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이미지를 

이미지로 암호화 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기법과 

차이가 있다. 

2.2 노노그램 문제 해결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본래의 이미지로 복호화 할 경우 노노그램을 정확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노노그램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미 

여러가지 진행되어 왔고, 컴퓨터상에서 노노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견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려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서 이미 연구된 

노노그램 해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써 암호화 시키고 이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3.1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본 논문의 기법은 최종적으로 노노그램을 사용해 

이미지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텍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의 RGB 값을 기반으로 

비트맵을 생성한다. RGB 값은 각각 0 에서 255 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2 진수를 사용해서 각 

자릿수 마다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8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2 진수로 나타낸 RGB 각각의 

자릿수에서 0 은 빈칸으로, 1 은 채워진 칸으로 

생각하여 비트맵 파일을 생성하면 그림 2 와 같은 

비트맵 데이터를 각 채널마다 8 개씩, 총 24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된 각각의 비트맵은 노노그램에서 비트맵 형식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숫자로 구성된 문제의 형태로 

만드는 것처럼 본래의 비트맵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림 2.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전 비트맵 데이터 

3.2 효율적인 복호화 및 다중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비트맵 

데이터로 복호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비트맵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인 복호화와 

다중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3. 원본 비트맵의 데이터 분할 

그림 3 처럼 원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비트맵의 가로 픽셀 수를 X 세로 픽셀 수를 Y라고 

가정하고 가로 영역을 N개의 영역으로, 세로 영역을 

M 개의 영역으로 나누면 하나의 비트맵은 총 

MN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 각 영역의 가로, 

세로 픽셀 수는 각각 NXXX ,...,, 21 , 

MYYY ,...,, 21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MN  개의 비트맵은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각각 다른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고 

멀티스레딩을 사용한다면 이 데이터들을 복호화하는 

작업은 원본 이미지 크기의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작업에 비해서 큰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MN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과정을 추가하여 데이터 전송 횟수를 

한번으로 줄이고 NXXX ,...,, 21 , MYYY ,...,, 21 값을 

첫 번째 Key 로 사용해서 데이터의 암호화 효과를 

가져온다. 오직 띄어쓰기와 숫자만을 사용하여 

하나의 텍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N 의 값을 가지는 a, 1~M 의 값을 가지는 b 를 

사용해서 각 영역을 (a,b)로 표현하고 이 영역의 제일 

왼쪽의 열부터 맨 오른쪽의 열까지, 그 다음에는 맨 

위의 행부터 맨 아래의 행까지의 순서로 노노그램을 

사용하여 비트맵 복원을 위한 숫자들을 구한 뒤 

그림 1   이미지 암호화 및 복호화 전 과정의 개요도 



띄어쓰기를 통해 구분하면서 텍스트 데이터에 채워 

넣는다. 이 때, 다음 행 또는 열 혹은 다음 영역의 

숫자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노노그램의 규칙을 

사용하여 그 행 또는 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더하기 1 의 값을 전달 신호로서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 예를 들어 (a, b)의 영역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넣어야 하는 숫자의 

위치가 임의의 열에서 다른 열로 이동하거나 마지막 

열인 경우에는 1aX 의 값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고 

임의의 행에서 다른 행으로 이동하거나 마지막 행인 

경우에는 1bY 의 값을 텍스트 데이터에 넣는다. 이 

과정을 )( 11YX  이 나타내는 영역부터 원하는 

순서대로 )( MNYX 이 나타내는 영역까지 실행한다. 

상기의 과정을 모두 실행하면 암호화된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이 텍스트 파일은 RGB의 각 

자릿수 마다 8개씩, 총 24개가 만들어진다. 

3.3 암호화된 텍스트 데이터 전송 및 복호화 과정 

24 개의 텍스트 파일을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한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마다 

데이터 번호를 나타내는 태그를 추가한 뒤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보낸다. 데이터를 받는 사용자는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각 텍스트 파일로부터 24개의 

비트맵을 만들고 생성된 비트맵들의 배치 순서를 

암호화의 두 번째 Key 로 사용해서 각 텍스트 

데이터의 태그와 맞게 배열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림 4. 원본 이미지와 잘못 복원된 이미지 

4. 결과 및 토론 

본 논문에서는 RGB 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시킴으로써 이미지 암호화의 효과를 얻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상기에 제시된 방안은 노노그램과 

image-to-text 기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고리즘과 대비되는 의의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 

만큼 여러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각 텍스트 데이터를 비트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첫 

번째 Key 인 NXXX ,...,, 21 , MYYY ,...,, 21 값이 

없으면 텍스트 데이터의 해석이 불가능하고 각 

텍스트 데이터를 해석해서 24개의 올바른 비트맵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두 번째 Key 인 비트맵의 배치 

순서를 모른다면 원본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비트맵을 배치하는 24!(약 
792 )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실험해봐야 한다. 이는 이중 암호화를 

사용함으로써 원본 데이터가 제 3자에의해 복화화될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존의 

image-to-image 로 암호화 방법과 달리 이미지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암호화 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터가 이미지로 복호화된다는 것을 은폐하여 제 3 

자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복원하려는 

발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림 5. 노노그램 중복 답안 예시. 물음표는 어떤 

값이라도 상관 없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한계점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본 알고리즘은 RGB 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에만 적용한 방법이라는 점으로,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 하려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구상해야 한다. 두번째, 1 픽셀에 

8bit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양의 정수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로 암호화 하기 때문에 암호화된 

텍스트 데이터가 원본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보다 

커진다. 세번째, 노노그램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림 5 와 같이 

중복되는 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4] 항상 원본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복원하지는 못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번째,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25 x 25 픽셀 크기의 노노그램 퍼즐을 

1000 개 풀기 위해 약 30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5]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4 와 같이 올바른 첫번째 Key 를 

사용해서 복원한 24 개의 비트맵을 잘못 배치해도 

원본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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