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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CCTV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얼굴 등 주요 개인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배터리로 동작하는 모바일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프라이버

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고, 이를 별

도의 데이터로 분리하며, 분리된 얼굴 데이터에 부분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한다. 입력 영상

전체에 통상적인 암호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얼굴 영상에 부분 암호화를 적용함으로써 69

배 정도의 계산 부하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ith the wide use of CCTV systems, the privacy problem for protecting the private data

such as face becomes important recently.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to protect

private data in battery-operated mobile surveillance environments. That is, a face region is

first detected from the input image, then it is handled as a separate data and protected with

an efficient selective encryption technique. Compared to the full encryption to the whole

input image, our selective encryption to the face image could reduce the encryption overhead

by a factor of 69.

I. 서론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는 미국

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개인 및 공공의 안전

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국토보안 기술의 개발

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와 더불어 생체 인식을 통한 출입 관리 및 영

상 보안 감시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

고 있다. 특히 개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공항, 주차장,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Close-Circuit Television(CCTV)을 설치하여,

얼굴인식 기반의 수배자 검색 혹은 범죄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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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색을 통한 보안 감시 및 출입 통제를 수

행하는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얼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 감시 카메라 환경에서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우선 전체

입력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찾아내고, 이를 연

속된 데이터로 변환한 후 블록 암호화 알고리

즘을 적용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각각의 해당

픽셀 위치에 다시 옮겨 적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또한, 수신된 전체 영상에서 암호화된 얼굴



영역을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메모리 복사 오버헤

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버헤드

를 줄이기 위해 송신단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

한 후, 이를 별도의 데이터로 분리하여 암호화

를 적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얼굴 데이터를 압축한 후 부분 암호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암호화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II. 얼굴 영역 탐지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템의 주요 모듈인 정

면 얼굴 탐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Viola[2]의 단계형 분류기를 기반으로

한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러

한 얼굴 탐지 방법들은 정면 얼굴뿐 아니라 다

양한 자세의 얼굴들도 포함하는 해집합을 제공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의 성능은

얼굴 인식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얼굴의

정면 얼굴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얼

굴이 포함된 영상에서 정면 얼굴을 탐지하여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템에 입력되는 구조를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정면 얼굴 탐지 시스

템[3]은 개선된 피부색 탐지기를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로부터 얼굴 탐지 범위를 축소하고, 단계

형 분류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얼굴 여부를 탐

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근 얼굴 인식 분

야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

처리 분야의 SRC(Sparse Representation

Classifier)[4]를 이용하여 정면 얼굴, 비정면 얼

굴, 그리고 비얼굴을 분류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하여 안정적인 정

면 얼굴 탐지 성능을 보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3]. 제안 방법의 대략적인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에 기술되어 있

다.

그림 1 SRC 기반의 정면 얼굴 탐지

시스템의 구성도[3]

III. 얼굴 데이터 부분 암호화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얼굴 탐지 시

스템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구현

한다. 먼저, 입력 영상에서 정면 얼굴, 비정면

얼굴, 비얼굴을 분류한 후, 정면 얼굴은 별도의

데이터로 분리하며, 입력 영상의 정면/비정면

얼굴 영역은 임의 데이터(예를 들어, “0”)로 대

체한다. 즉, 원 영상은 별도의 암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면/비정면 얼굴 부분이 마스

킹된 형태로 전송된다. 그리고, 별도 분리된 정

면 얼굴 데이터는 암호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부분 암호화 방법을 적용하여 전송하고,

수신단에서는 복호화 후 얼굴 인식 시스템[5]에

입력함으로써 요주의 인물 여부를 판단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암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6,7]에서 알 수 있듯이, 압축 과정에

서 암호화 방법을 적용하는 순서 및 방법에 따

라 매우 다양한 솔루션이 있으며 각각은 장단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PEG에 적

용된 솔루션[8]을 정지 영상에 적합하게 수정함

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부분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즉, JPEG에서는 각 매크로 블록이 이전의 매크

로 블록의 값을 참조하게 되는 계산 특성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한 슬라이스의 처음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슬라이스의 행이 모두 에러가 나타나

게 된다. 이와 같은 JPEG의 오류전파 특성을 이용

하여 적은 비트를 암호화하지만 슬라이스 전체를 암

호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슬라이스의 첫

번째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슬라이스의 마지막까지

오류 암호화 효과가 전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오류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슬라이스의

첫 번째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암



Small Face Image

전체 암호 부분 암호

암호화 영상

크기

49KB

(320×240)

0.7KB

(38×49)

수행

시간
0.0591sec 0.00008sec

Large Face Image

전체 암호 부분 암호

암호화 영상

크기

44KB

(320×240)

1KB

(57×75)

수행

시간
0.0530sec 0.0012sec

호화는 별도로 분리된 얼굴 영역 데이터에 JPEG 인

코딩을 통해 얻어진 비트 스트림 데이터의 헥사코드

를 분석하여 슬라이스 헤더 바로 다음 16bytes를

AES로 암호화 한다. 신택스가 알려진 헤더를 암호

화하면 공격자에게 빌미를 주므로[6.7] 본 논문에서

는 헤더를 암호화하지 않으며, 헤더를 스캔하여 암

호화할 16bytes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정

당한 키가 없는 공격자가 가로챈 데이터를 디코딩하

면 암호화된 슬라이스의 시작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해당 슬라이스의 모든 데이터가 디코딩 룰을 위반함

으로써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다.

그림 2 슬라이스내 에러 전파 과정[8]

IV. 실험

본 논문에서는 사용한 실험 영상의 크기는 320⨉
240이고, 인텔 Core2Duo CPU 프로세서와 2GB

RAM의 윈도우 기반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전체 영

상에서 얼굴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와 큰 경우

에 얼굴 영역을 “0” 값으로 치환하여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영상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III장에서 언

급하였듯이 전체 영상 중 얼굴 영역 부분을 탐지한

후 암호화 과정 없이 무의미한 값으로 대체하였고,

실제 얼굴 영역 데이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JPEG 압

축 및 부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송신된다. 그리고, 제

안 방법의 암호화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체 영

상을 전체 암호로 보호하는 방법(“전체 암호”로 명

명)과 얼굴 데이터만을 부분 암호로 보호하는 방법

(“부분 암호”로 명명)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즉,

암호화 영상 크기와 수행시간이 각각 69배, 43배 감

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모바

일 카메라 환경을 고려하면, 제안 방법은 암호화에

소요되는 배터리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얼굴 크기별 프라이버시 보호

표 1 얼굴 크기별 암호화 크기 및 수행 시간

마지막으로, 복수의 얼굴이 포함된 입력 영상

에서의 얼굴 영역이 대체된 영상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즉,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영상 외

에 별도로 분리되고 부분 암호화가 적용된 얼

굴 데이터를 전송받아, 복호화한 후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영상에서 요주의 인물

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복수 얼굴 영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카메라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제

안하였다. 입력 영상에서 정면 얼굴을 정확히

탐지한 후 별도의 데이터로 분리하여 압축 및

부분 암호화를 적용하면, 전체 영상을 암호화하

는 방법에 비하여 암호화 오버헤드를 69배 가

량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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