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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획 계획 

 

프로젝트기획 

교수님께서처음프로젝트주제를선정할때 기존에있는프로그램을 부터직접만들어

보는것도좋다고하셨기때문에 관심이있었던과목중하나였던멀티미디어쪽주제를정하고자

하였다 온라인동영상컨버터나영상에서오디오추출하기등등의주제를고민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친한친구들에게이미지를보내던도중이미지편집기를만들어보면괜찮지않을까

하는생각을하게되었고 그대로주제를이미지편집기 즉포토에디터로정하게되었다  

 

주제는포토에디터였으나교수님께서기존에이미있던것을직접 부터구현해보는것을

프로젝트주제로선정할경우 여러가지요소에대해서는기존프로젝트보다떨어질수있지만대신

특정부분에대해서는우리프로젝트가더좋다 라고할만한요소를반드시추가하라고하셨고 그

부분에대해자체적으로 디지털권리관리 기술을추가하면좋을

것이라고생각하였다  

 

그렇게그림판과같이대칭 회전 잘라내기 해상도조절 파일불러오기및저장 이미지포맷간

변환기능등다수의기본적인기능을제공하는포토에디터에 필요한경우사용할수있도록

자체적으로 과관련된암호화기술을도입한 프로젝트를기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계획 

프로젝트제안서  

처음주제가통과되고나서가장기본적인프로젝트제안서를쓰게되었을때 우리는교수님의

요구사항중 와관련된 및 등등 를일절쓰지말것이라는

사항과관련하여생각보다프로젝트의난이도가올라갈것이라고판단하였다 대칭 회전

잘라내기와같은이미지편집기능의경우에는 의 값을저장하고있는 를

처리하는것으로구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였으나 이미지를 로부터불러오는

과정을 없이구현해야한다는것은결국 와관련된 을직접만들어야야함을

의미하였다  

 

물론 역시직접구현할생각은하고있었고 어느특정이미지포맷하나에대해서라면

충분할것이라고생각하였으나 교수님께서요구하신사항은최소한 이미지는

불러올수있어야한다고하셨기때문에처음에생각했던것이상으로프로젝트의구현난이도가

올라갔다고판단하였다 그래서교수님이요구하신이미지포맷간불러오기및인코딩 변환

기능에초점을맞추고 기획당시있었던기능의일부를제외하고회전 대칭및우리프로젝트

만의특징인 기술로구현하고자하는목표를압축하였다  

 

또한 코딩이 과관련된코딩은아닐것이라고판단하여 코딩을하는대신

와같은 창기반에서 로실행되는프로그램을만들기로하였다 기술의



 

경우암호화를고민하였으나스테가노그래피기법이라하여 의 를손실시키고특정

정보를넣어숨기는정보은닉기술을컴퓨터보안시간에배웠기때문에이를실제로구현해보고

프로젝트에접목해보면좋은공부가될것이라생각하여스테가노그래피기법을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요구사항분석  

제안서가별다른수정사항없이통과되었다고생각하여 위의 가지기능에초점을맞춘요구사항

분석을진행하였다 회전의경우 도단위의좌 우방향회전 대칭의경우상하 좌우대칭 의

경우스테가노그래피기법을워터마크와접목하여이미지내부에워터마크를숨기고 다시

복원하는기능위주로요구사항을작성하였다 포맷변환의경우에도교수님이말씀하신 가지

포맷간변환에초점을맞추어요구사항을작성하였다  

 

다이어그램의경우명확한내용을몰라 다이어그램을대신넣었고  

교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 와요구사항을매핑하였다 의경우각요구사항을체크할

수있는 개씩을선정하여제출하였다  

 

요구사항분석  

요구사항분석이 차적으로있은후교수님께서는더해볼것을요구하셨다 즉기능을좀더

추가하고 도도입해보고하면서전체적인프로젝트의크기를키우실것을바라셨다 또만약

를사용하지않을경우 창에서의 를 할때 이나 와같은

을사용하시길바라셨는데해당 들에대해서는접해본적이없었고 또한문법과관련된

컴파일러강의를수강하지않아어려움이따를것으로판단해 쪽을구현하기로결정하였다  

 

또기능을추가하고자기존에주제선정당시썼던기능을모두다시반영하였다 자유각도회전

해상도조절 잘라내기기능이새로추가되었으며 가도입되므로확대및축소기능과함께

기능도추가하게되었다 에도입하기로한스테가노그래피기술의경우정보은닉

기법으로삽입한워터마크가다양한경로로인해손실될수있다는의견이팀내에서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그에대한효과적인방법을계속모색하였으나결국짧은기간내에효과적인방법을

찾을것이어려울것으로사료되어 기법으로방향을전환하게되었다 특정 를

입력받아 들의 값을흐트러트려기존의 를사용할수없게하는원리로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신 을그려모듈별로기능및요구사항

을다시하였다 가도입될것이므로 역시새로만들었다 의

경우좀더구체적으로요구사항을테스팅할수있는것과동시에다양한포맷으로 을

만드실것을바라셔서 장의서로다른포맷이미지로 을생성하였다  

 

 

 



 

 

디자인  

요구사항 디자인동안 다시한번 기술에대해논의하였으나결국 조차

완벽하지않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단적인예로 된 라하더라도다른

편집기로불러오고편집하는것이가능하고 이경우잘라내기혹은해상도변환을하게될경우

하는시작지점이변경되어정상적인 를가지고도다시 를복원하지못하는문제가

발생하게된다  

 

그래서추가로더고민한끝에 결국최종적으로처음주제를선정할때썼던암호화방향으로

노선을결정하였다 편집하기때문에이미지에가한여러처리가손실되게된다면아예열수없게

만드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였고 아예열수없게만들기위해서는 를

손상시키면되지만단순히손상시키고복원하는것을떠나좀더보안성을강화하고싶었다 그래서

함수와 의길이가일치하며 와같은비대칭키암호보다속도가더빠른 대칭키

암호방식을선택하게되었다  

 

암호화를사용하게되었으므로내부적으로 간의연결상태가변화하여

을새로수정하였고 요구사항에따른 도수정하였다 이후 의마지막단계인

을그려야했으나약 주간의기간동안계속하여효과적인 기술에대해

고민하였고그결과 에서 들이변경되면서 가달라지게

되었다 해당부분에대한검수및확인을지속적으로하느라 을다완성하지

못하였고 을완성하지못하자필요한 에따른 별 를

정하는데어려움이따르게되었다 이는최종적으로 및 의

미완성으로이어지게되었다  

 

해당부분을완성하지는못했지만일단구현으로들어가게되었고 또한그동안팀원들간에많은

고민및의견교환이있었기때문에내부적으로 및각 들간의 는

구두로합의된상황이었기때문에 이후구현및중간발표에이르기까지다행히큰문제는발생하지

않았다  

 

중간발표 차  

디자인이후 별로각자 을전담하여구현하기로하였고 을제외하고그

외의 기능을또팀원들이나누어맡아구현하기로하였다 처음계획은중간발표 차까지

및편집기능을완성하고 차까지는 를완성하는것이었으나 별로구현하는데

생각보다난이도가있어계획이상당부분지연되게되었다 따라서다음과같은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중간발표 차  

- 좌 우 도회전 자유각도회전 좌우대칭 구현완료 

- 구현중 



 

 

 

중간발표 차  

- 해상도조절 상하대칭  

연관기능구현

완료 

- 구현중 

 

최종발표  

구현중이던 구현을완료하였다  

 

2. SRS 

 

2.1 Functional Requirements 

해상도조절 

자유선택 

사용자가직접가로해상도와세로해상도를지정하여 의해상도를변경하고  

        변경된 와변경전 를함께 변경된 를화면에출력한다  

     

비율유지 

가로해상도지정  

사용자가직접가로해상도를지정하면자동으로 의가로세로해상도비에따라세로

해상도가정해지고 의해상도가변경된다 그리고변경된 와변경전 를함께 

변경된 를화면에출력한다  

 

세로해상도지정 

사용자가직접세로해상도를지정하면자동으로 의가로세로해상도비에따라가로

해상도가정해지고 의해상도가변경된다 그리고변경된 와변경전 를함께 

변경된 를화면에출력한다  

 

( 회전 

왼쪽으로회전 

도단위로반복  

입력을줄때마다왼쪽으로 도 도 도 도 처음 순으로반복하여 를

회전시키고회전된 를변경전 와함께 회전된 를화면에출력한다  

 

오른쪽으로회전 

도단위로반복 



 

입력을줄때마다오른쪽으로 도 도 도 도 처음 순으로반복하여 를

회전시키고회전된 를변경전 와함께 회전된 를화면에출력한다  

 

 

    원하는방향으로 각도회전 

사용자가왼쪽과오른쪽중원하는방향을선택후 내에서원하는각도를입력하여

를회전시키고 회전된 를변경전 와함께 회전된 를화면에출력한다  

 

(3)대칭 

상하대칭 

를세로해상도의중간값을기준으로대칭시키고 대칭된 와변경전 를함께 

대칭된 를화면에출력한다  

 

좌우대칭 

를가로해상도의중간값을기준으로대칭시키고대칭된 와변경전 를함께 

대칭된 를화면에출력한다  

 

의 가변경된이유 

⇒중간발표 차에서 구현계획이하나의출력창만가지는것으로변경되었기때문에이를

반영한것이다  

 

(4 )DRM 

암호화 

사용자로부터최대 의 를입력받아 최대 의 를입력

받아 으로 를생성하고 생성한 를가지고 암호화알고리즘을사용하여

현재 를암호화하여저장한다  

 

복호화 

사용자로부터최대 의 를입력받아 최대 의 를입력

받아 으로 를생성하고 생성한 를가지고암호화된 를복호화하여저장한다 

 

의 가변경된이유 

⇒보안강도를높이고자중간발표 차에서변경되었음

 

( 변환 

    5.1 jpg to bmp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5.2 jpg to png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5.3 png to bmp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5.4 png to jpg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5.5 bmp to png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5.6 bmp to jpg 

의 를해상도와컬러 흑백속성을유지하며 해상도를유지하며 으로

변환한다  

 

의 이변경된이유 

⇒최근의 들은모두 을별도로사용하지않고모두 를사용해

흑백을표현한다 따라서해당경향을반영하여우리는흑백속성을사용하지않고컬러속성만

사용하기로결정하였고 이는 에도반영되어중간발표 차와중간발표 차에

이변경되는결과로이어졌다 해당 의변경은그러한내용을반영한것이다  

 

( 잘라내기 

원하는영역자르기  

과 을주어 내의원하는 영역만잘라내고 잘라낸

영역과기존의 를함께화면에출력한다  

 

확대및축소 

확대  

를단계적으로 150% 까지 확대하여화면에출력한다  

 

화면이동 

를확대한경우출력창크기를초과하면화면을이동하며확대된 를살펴볼수있게

해준다  



 

 

축소 

를단계적으로확대한경우다시단계적으로축소하여 를화면에출력한다  

 

 

 

의확대 이변경된이유 

⇒ 상에서확대축소를지원하지않아해상도조절기능으로확대축소를구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를도입하는데설계상의문제가있어결국중간발표 차 최종발표사이에

부득이하게변경할수밖에없게되었다  

 

( 저장및불러오기 실행취소및재실행 

    저장 

사용자가원하는파일을원하는 및 으로원하는위치에저장한다  

 

불러오기 

사용자가원하는파일을지정된위치로부터불러와화면에출력한다  

 

실행취소 

사용자가실행한동작을취소시키고한단계전으로돌아가고 해당단계의 를화면에출력한다  

 

재실행 

사용자가실행취소한동작을재실행하고 해당단계의 를화면에출력한다  

 

2.2 Non-functional requirements 

(1) Performance 

⇒사용자가원하는기능을입력한후최대 초안에결과를출력한다  

 

을사용하여속도가느린점으로인해 초안에결과를출력할수없는경우가존재한다  

- 자유각도회전및해상도확대의일부경우  

 

(2) Usability 

⇒그림판과같은단축아이콘을사용한다 또해당아이콘에마우스를올리면제공하는기능에관한

메시지를띄워단축아이콘및기능에대한사용자의이해를돕고편의성을제공한다  

 

 

 

 

 



 

 

 

 

 

 

 

3. SDS 

3.1 Architecture Diagram 

 

 

본프로젝트는여러 들이모여하나의독립된프로그램을구성하고 와같은

상에기반을둔구조가아니므로프로젝트의구조를가장잘표현할수있는디자인으로

을제시하였다  

 

먼저클라이언트가 의아이콘을누르면 로연결되고 에서해당

아이콘의기능을하는클래스와연결한다 기능이적용된픽셀데이터(RGB numpy array)를

으로전달하고 은다시 에전달하여사용자가원하는이미지를띄운다 모든기능의수행은

⇒ pm⇒기능클래스순서로진행된다  

 

에서파일불러오기아이콘을누르면 클래스가생성되고 에서

이미지디코딩을위해 클래스로연결한다 디코딩이완료되면다시 으로픽셀데이터

가전달된다 이후 에서는기능에따라계속현재픽셀데이터를업데이트한다 기능이

수행될때마다해당기능의클래스에 를인자로전달하고기능완료후에다시 를

받는다 즉 가 역할을한다  

 

다이어그램에서보이는 가지의기능클래스중 를거치지않고결과를도출하는클래스가

가지있다 저장하기아이콘을누르면 의픽셀데이터가 클래스로전달된다 인코딩 



 

결과는다시 로전달되지만 에이미지를띄우는과정은거치지않는다 대신입력한저장

경로에이미지가저장된걸확인할수있다 파일포맷변환의경우도마찬가지다 에서

클래스에 와변환할파일포맷을인자로전달한후완료시저장경로에이미지의포맷이

바뀌어저장된것을볼수있다  

 

 

 

클래스와마찬가지로 클래스도결과가 를통해도출되지않는다 암호화는이미

불러온이미지에대해서만가능한기능이다 를통해 를입력하면 에서처음에불러온

이미지와 를 클래스에전달한다 에서는 값을바탕으로처음에불러온이미지를

암호화후원래이미지의경로에저장한다 복호화는 에서입력한파일경로와 key를

모듈로전달한다 클래스에서 를바탕으로암호화된이미지의픽셀데이터를다시

복호화한후저장한다 암호화 복호화는이미저장된이미지에대해서만가능하므로 상에서만

변환된이미지는저장후그이미지를불러와진행하면된다  

 

나머지회전 자르기 해상도조절 대칭기능은 ⇒ pm⇒기능클래스⇒ pm⇒ 의순서로

진행된다  

 

 

3.2 Prototype 

 

 

구현결과물중 에서별도로설명하였다  



 

 

 

 

 

 

 

구현결과물 

포맷변환 

4.1.1 BMP 

 

(1) 구조 

 

 

 

는비트맵파일헤더와비트맵정보헤더 헤더 색상테이블 픽셀데이터로구성된다

픽셀당 비트의경우헤더뒤에색상테이블에따로색상정보를저장하고픽셀당

비트의경우색상테이블을갖지않는다 본프로젝트에서 이미지는픽셀당 비트또는

비트를가지므로색상테이블은처리하지않는다  

 

파일헤더 

 

멤버 크기  목적 

bfType 2 파일을식별하는데쓰이는매직넘버  

bfSize 4 파일크기 바이트단위  

bfReserved1 2 현재는사용하지않는미래를위한예약공간 



 

bfReserved2 2 현재는사용하지않는미래를위한예약공간 

bfOffBits 4 비트맵데이터의시작위치 바이트단위  

 

이미지의데이터를읽어올때제일먼저확인해야하는멤버가 이다 이 와

에대한 코드인 와 를가져야해당이미지가 임을식별할수있다 는

비트맵파일헤더 와 헤더 색상테이블 픽셀데이터의크기를모두더한

값이다 과 는예약공간이며현재는사용되지않아서항상 을가진다

는비트맵데이터 픽셀데이터 의시작위치를가리킨다  

 

헤더 비트맵정보헤더  

멤버 크기  목적 

biSize 4 이헤더의크기 

biWidth 4 비트맵이미지의가로크기 

biHeight 4 비트맵이미지의세로크기 

biPlanes 2 사용하는색상판 의수 

biBitForPixel 2 픽셀하나를표현하는비트수 

biCompression 4 압축방식 

biSizeImage 4 그림크기 압축되지않은비트맵데이터의크기 

biXPelsPerMeter 4 그림의가로해상도 

biYPelsPerMeter 4 그림의세로해상도 

biClrUsed 4 색상테이블에서실제사용되는색상수 

biClrImportant 4 비트맵을표현하기위해필요한색상인덱스수 

 

는 헤더의크기이며보통 바이트를갖는데헤더와픽셀데이터사이에빈공간이있는

이미지의경우 바이트를갖는다 와 는각각이미지의가로픽셀수 세로픽셀

수를의미한다 색상판의수 는항상 로설정되어있다 비트맵은압축을하지않으므로

은 을갖는다 과 는각각이미지의가로미터당



 

픽셀 세로미터당픽셀값을갖는다 본프로젝트의 이미지는색상테이블을처리하지

않으므로 와 는 이다  

 

 

픽셀구조체 

 

멤버 크기  설명 

rgbBlue 1 파랑 

rgbGreen 1 초록 

rgbRed 1 빨강 

rgbaAlpha 1 알파 

 

픽셀구조체는 와 로나뉘는데왼쪽이 구조체이고오른쪽그림이 구조체이다

모두한바이트의크기를갖는다 의경우 순서로저장되고 의경우

순서로저장된다  

 

(2) BMP decoder 

클래스 

클래스생성시 를인자로받아 파일헤더와 헤더를바이트단위로  

읽어와서헤더멤버를각각변수에저장한다  

 

주요함수 

1) check_format 

함수에서 이미지의매직넘버인 가맞는지  

파일의포맷을확인한다  

 

2) cal_width 

이미지의경우 가반드시 의배수이다 실제 가 의배수가아니더라도  

의배수가되도록각열의끝을 로채우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가  

라면각열의끝에 가추가되어마치 가 인것처럼  

저장된다 함수에서 가 의배수가아닌경우뒤에 가얼마나  

추가되었는지를계산하여저장하고 함수에서색상정보를읽어올때  

사용한다  

 

3) jump 



 

픽셀데이터의시작위치로 하는함수이다 픽셀데이터는 바이트또는 바이트

부터시작하는데후자의바이트의경우 바이트부터 바이트까지있는빈공간을

읽어서다음읽을위치가픽셀데이터의시작이되도록한다  

 

 

4) color_numpy 

이미지는 와 의경우로나누어져색상정보를저장한다 헤더로부터읽어온

멤버중 의값이 라면 이고 이면 임을알수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미지는리틀엔디안방식으로픽셀데이터를저장하기때문에마지막행부터첫행

순서로읽고픽셀도 로읽게된다 즉 위의 픽셀데이터는 번부터읽을수

있고 번을읽은후 번 번 번으로이어진다  

 

의경우모든픽셀데이터를리틀엔디안순서로읽어와픽셀마다 값을저장한

후이를모두순서에맞게 배열에저장한다 만약 가 의배수가아니라면

모든열의끝에 이저장되어있으므로이를읽고무시하여 포인트가다른열의

시작점으로가도록만든다  

 

의경우모든픽셀데이터를리틀엔디안순서로읽어와픽셀마다 값을

저장한후이를모두순서에맞게 배열에저장한다 는 가항상 의

배수이므로모든값을 에저장하면된다  

이렇게저장한 값이 이미지를 한결과이다  

 

(3) BMP encoder 

클래스 

멤버 값 

bfType BM 

bfSize 계산필요 



 

 

 

 

헤더멤버중일부를고정한다 먼저 파일 을 으로세팅한다 예약공간

는  

사용하지않으므로 으로설정한다 픽셀데이터시작주소인 을 로 를  

으로고정하여헤더와픽셀데이터사이에빈공간이없는파일로전제한다 본프로젝트에서

는 를사용하지않으므로 의값을 로하고그에따라

값도 으로정한다 는압축하지않으므로압축방식 을 으로고정한다

이미지 에영향을미치지않는미터당가로픽셀수 과미터당세로픽셀수 는

으로한다  

 

는 클래스생성시이미지의색상정보를갖는 와  

을인자로받는다 의 를이용해이미지의 와 를저장한다  

 

 

bfReserved1 0 

bfReserved2 0 

bfOffBits 54 

멤버 값 

biSize 40 

biWidth 계산 

biHeight 계산 

biPlanes 1 

biBitForPixel 24 or 32 

biCompression 0 

biSizeImage 계산 

biXPelsPerMeter 0 

biYPelsPerMeter 0 

biClrUsed 0 

biClrImportant 0 



 

 

 

 

주요함수 

1) CalHeader 

정해지지않은헤더멤버의값을넣어준다 이 인지 인지에따라

이 이거나 로정해진다 는 채워진 의수 로

계산하고 는 으로계산한다  

 

2) PutHeader 

저장할파일에헤더멤버의값을차례로쓴다  

 

3) PutNumpy 

차원배열 의모든행 열의 또는 의값을리틀엔디안순서로파일에

쓴다 의경우 가 의배수가아니라면모든열의끝에 를넣어 가

의배수가되도록 한다 의경우 의값을 로고정하여넣는다  

 

4) write_file 

를인자로받아해당경로에새로운파일을만들고 의매직넘버 과

헤더  

픽셀데이터값을차례로파일에쓰는작업을통해 이미지를생성한다  

 

4.1.2 PNG 

구조 

시그니처 

89 50 4E 47 0D 0A 1A -- png 이미지 시작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Png 이미지 란 

것을 알려줍니다. 

1.2 png 기본 구조 

Chunk 

Length 4 bytes 

Chunk type 4 bytes 

Chunk data (Length) byte 

CRC 4 byte 



 

Png는 모든 정보가 chunk 단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hunk의 기본구조는 위 표와 

같습니다. Png를 구성하는 chunk는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필수 적인 chunk type은 IHDR, IDAT, I

END입니다.   

1.2.1 IHDR 

Length 00 00 00 0D   (13) 

Chunk type IHDR 

Chunk data 

Width 4 byte 

Height 4 byte 

Bit depth 1 byte 

Color type 1 byte 

Compression 1 byte 

Filter 1 byte 

Interlace 1 byte 

 

Length  -- 13 byte 

CRC 4 byte 

IHDR의 chunk data는 13byte이며 그 안에는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저장하는 width와 height, 

이미지의 색상정보를 가지는 color type, 색상정보에 사용한 비트를 알려주는 bit depth가 

있습니다

 

 



 

 

 

 

Image type Color type Bit depth   

Grayscale 0 1,2,4,8,16 그레이 스케일 값 

True color 2 8,16 RGB 값 

Indexed color 3 1,2,4,8 팔레트 값 

Grayscale with alpha 4 8,16 그레이 스케일 + alph

a 값 

True color with alpha 6 8,16 RGBA 값 

Color type 과 bit depth은 다음과 같이 종류와 값이 정해져 있으며 true color with alpha, true c

olor을 이용한 png을 구현 했습니다. 압축 방법을 저장하는 compression, 필터 종류를 알려주는 

filter, interlace 종류를 알려주는 interlace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compression, filter는 

방법이 한가지이며 0을 저장합니다. compression의 경우 deflate 압축을 합니다. Interlace 또한 

방법이 한가지 만 존재하여 사용 시에는 1,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0을 저장합니다. 

1.2.2 IDAT 

Length   

Chunk type IDAT 

Chunk data Length () 

CRC 4 byte 

  

IDAT chunk는 이미지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65536 바이트가 저장되지만 

유동적입니다. Png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 filter 연산을 한 후에 compression을 합니다. 따라서 ID



 

AT chunk에 있는 데이터는 rgb 나 rgba 값이 아닌 알 수 없는 값이며,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이미지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1.2.2.1 filter 

Png의 필터링의 경우 각 scanline(행) 마다 합니다. 총 5가지의 필터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필터 

타입을 적용하는 지는 휴리스틱 적으로 결정합니다. 사용한 필터 타입에 대한 정보는 각 scanline 

맨 앞에 1byte를 이용하여 저장합니다. 

c b 

a x 

필터링 하는 기준은 바이트이며 위 표에서 필터링 할 바이트는 x 라고 하겠습니다. 

Type Name Function 

0 None F(x) = O(x) 

1 Sub F(x) =O(x)-O(a) 

2 Up F(x)=O(x)-O(b) 

3 Average F(x)=O(x)-floor(O(a)+O(b))/2 

4 Paeth F(x)=O(x)-predictor(O(a),O(b),O(c)) 

F(x) 는 필터링 한 x 이며 O() 는 원래 바이트 값을 뜻합니다. 다음 표와 같은 필터 타입 5가지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합니다. 

1.2.3 IEND 

Length 00 00 00 00 (0 byte) 

Chunk type IEND 



 

Chunk data 0 byte 

CRC 4 byte 

 IEND chunk 는 데이터는 없는 chunk 로 png 이미지의 끝을 알려주기 존재하는 chunk 입니다. 

(2)png decoder 

자료구조 

pngchunks Chunks IHDR width 

Height 

bitdepth 

colortype 

compression 

Filter 

interlace 

IDAT data 

IEND   

  

주요함수 

1) Read_chunks(png image) 

이미지파일에서 시그니처 와동일하면디코딩을시작합니다  

별로데이터를저장합니다  

의경우 를나눠

저장합니다  



 

의경우 부분에이미지데이터를저장합니다  

2) decompress (pngchunks) 

의 를 라이브러리를이용하여압축을해제합니다  

압축해제한데이터를 를합니다  

복원된이미지데이터를 배열에저장합니다  

 

(3)png encoder 

자료구조 

png class 

{ 

self.w = width 

self.h = height 

self.bit_depth = 8 

self.compression_level = 7 

self.filter_type = 0 

self._interlace = 0 

self._compression = 0 

 } 

배열을받아 파일로인코딩할때 와 값만 을받고나머지

에들어갈정보들은고정시켰습니다  

주요함수 

1) get_chunks(data) 

배열을 로바꾼데이터를입력받습니다  

시그니처를 하고 를저장합니다  

2) fil_compress(data) 



 

를필터링을하고 라이브러리를이용한압축을하는함수입니다  

를만들기전에먼저실행후 필터링과압축이된 를 에저장합니다

 

4.1.3 JPG 

1. 구조  

 

위의그림은전체적인 의 파일에대한구조이다  

이후 의구조를알기위해서는미리사전에정의된표현을알아야만한다 아래는예시  

- 정사각형  

- 따라서정사각형 개가모인것은 가운데점선인것은 씩을의미한다  

 

 

본프로젝트에서는 의종류중 방식에

대한 및 을다루었고 세부적인다른종류에대해서는 종류에서

언급하도록할것이다  

해당방식에서 을설명하기위해서반드시알아야만하는 및

는다음과같다  



 

 

- SOF (Start Of Frame) 

- JFIF (JPEG File Interchange Format) 

- DHT (Define Huffman Table) 

- DQT (Define Quantum Table) 

- SOS (Start Of Scan) 

- RST (Restart) 

- DRI (Define Restart Interval) 

- EOI (End Of Image) 

- SOI (Start Of Image) 

 

1) SOF marker 

 

- SOFn : 2Byte.  

⇒ 의인코딩및디코딩방식에따라 값이달라진다 대표적으로다음과같은

값이있다  

- SOF0 : Baseline DCT 

- SOF1 : Extended sequential DCT - huffman coding 

- SOF2 : Progressive DCT - huffman coding 

- SOF3 : Lossless sequential - huffman coding 

- SOF9 : Extended sequential DCT - arithmetic coding 

- SOF10 : Progressive DCT - arithmetic coding 

- SOF11 : Lossless sequential - arithmetic coding 

이중사용하는것은 이고해당되는 값은 이다  

 

- Lf : 2Byte 

⇒모든 다음에는 의 가붙는다 이 는자신의길이

역시포함한다  

 

- P : 1Byte 



 

⇒ 으로 한 당몇 로표현될지를결정한다 대부분의경우 8

이므로 이라는값이들어온다  

 

- Y : 2 Byte 

⇒ 의 해상도를나타낸다  

 

 

- X : 2 Byte 

⇒ 의 해상도를나타낸다  

 

- Nf : 1 Byte 

⇒ 를의미하며 이므로이론상 개의 가

가능하지만 

에서 개만사용하도록정의하고있다

이다  

 

- 보통 개의 에대한값이들어온다  

- C : 1 Byte 

⇒ 부터시작하며보통 이다  

- 상위  

⇒ 보통 의값을가지며 단계에서사용된다  

- 하위  

⇒ 보통 의값을가지며 단계에서사용된다  

- Tq : 1 Byte 

⇒ 별로사용하는 의 를정의한다  

 

 2) JFIF marker 

 

 



 

별도의 이므로 표준문서에는제시되어있지않다 영문위키피디아에서 의

값을가지고왔다  

 

- APP0 marker : 2 Byte 

⇒ 와같이 과관련된추가적인 를담고있는 이다

보통 뒤에바로온다  

 

 

- Length : 2 Byte 

⇒항상 뒤에는자기자신 을포함한 전체의길이를나타내는

가온다  

 

- Identifier : 5 Byte 

⇒ 임을나타내는 이온다 이는 문자로 을의미한다  

 

- JFIF version : 1 Byte + 1 Byte 

⇒ 의경우 로표현되지만일반적인경우 로표현된다  

 

- Density Units : 1 Byte 

⇒보통 혹은 이사용된다 의밀도를나타내는단위를설정할때사용한다  

 

- X density : 2 Byte 

- Y density : 2 Byte 

⇒둘다 를정할때사용되며보통 를나타내는 값이온다  

 

- X thumbnail : 1 Byte 

- Y thumbnail : 1 Byte 

- Thumbnail data : 3 * X thumbnail * Y thumbnail Bytes. 

⇒ 을담는 이나대부분은이 에 을담지않아 으로

표현된다  

 

 3) DHT marker 



 

 

- DHT : 2 Byte 

⇒ 임을나타내는 값으로보통 가온다 경우

일반적으로 개가사용된다 에각각

하나씩  

 

 

- Lh : 2 Byte 

⇒ 의길이를나타내는  

 

- Tc : 4 Bit 

⇒ 에사용하는 인지 에사용하는

인지알려준다 보통 이면 이면 에사용된다  

- Th : 4 Bit 

⇒ 의 를알려준다 보통 의값이사용되며 를합쳐

를 의 로본다  

 

- L1 ~ L16 : 1 Byte 

⇒해당하는 를갖는 들의개수를나타낸다 의경우

이최대로 길이의 을사용하므로최대 까지총 개의 가

존재한다  

 

- Symbol-length assignment : n Bytes 

⇒위에서 에해당하는 들이실제로들어온다 의경우보통 개 의

경우 개정도가온다

 

4) DQT marker 



 

 

- DQT : 2 Byte 

⇒ 임을나타내는값 보통 가온다 의경우

와 의 를위해 개가사용된다  

 

- Lq : 2 Byte 

⇒ 의 를알려주는 이다  

 

- Pq : 4 Bit 

⇒ 의한요소에필요한 수를결정한다 이면 이면 이지만

보통 으로 씩사용한다  

 

 

- Tq : 4 Bit 

⇒ 의 를의미한다 해당 를가지고 에서명시된

들이사용하는 이결정되는것이다  

 

- Q0 ~ Q63 : 1 Byte 

⇒ 안의값 중요한것은 을채우는순서이다 순서는아래와같다  

 

 

 



 

5) SOS marker 

 

 

- SOS : 2 Byte 

⇒ 이시작됨을알려주는 로 방식의경우

하나만존재하지만 방식의경우 별로 을하므로 개가

존재하게된다 또한 및 방식또한다수의 가

존재할수있다  

해당 를나타내는값은 이다  

 

- Ls : 2 Byte 

⇒해당 의길이를나타내는 이다  

 

- Ns : 1 Byte 

⇒이번에 되는 의개수를의미한다 이면 되는 가

개이므로 방식이라하고 이상이면다수의 가 되는

것이므로 방식이라고한다 의경우이값이 로설정되지만요즘은

대부분 로표현하기때문에대부분 이상의값을갖는다  

 

- Ss : 1 Byte 

⇒ 라하여 방식의 및 에서

사용되는 이다 보통 의경우 개의 단위로

인코딩을진행하지만 의경우에는 이런식으로끊어서

및 을진행한다 이경우이번 의시작지점을몇번째 로할

지나타내는 이다  

 

- Se : 1 Byte 

⇒마찬가지로위에서말한 지점을결정하는 이다  

 

- Ah : 4 Bit 



 

⇒ 에사용되는 이다 의경우

이되므로 의상위몇 만먼저 및 하여중요한정보를

우선적으로전달할수있다 이때상위몇 를먼저 및 할지결정하는

이다  

 

- Al : 4 Bit 

⇒ 의나머지하위 를 하도록정하는 이다  

 

- Component specification : N byte 

- Cs : 1 Byte 

⇒이번에 되는 의 가들어온다  

- Td : 4 Bit 

⇒이번에 되는 가사용할 의 가

들어온다  

- Ta : 4 Bit 

⇒이번에 되는 가사용할 의 가

들어온다  

 

 

 

 (6) DRI & RST marker 

 

 

- DRI : 2 Byte 

⇒ 의경우 방식 혹은 와같은 의경우

을할때 단위로진행되지만가끔씩이 가

가생기는경우가있다 이때재 하도록 을지정하거나 혹은

를사용하여 을지원하기위해사용한다 해당 의

값은 이다  

 

- Lr : 2 Byte 

⇒마찬가지로 길이의 의길이를나타내는 이다 보통은 이다  

 

- Ri : 2 Byte 



 

⇒ 을정하는 다 보통은 를 으로나눈값이들어온다 이는

의 및 의특성때문이다  

 

- RST : 2 Byte 

⇒ 사이에들어가는 의값을갖는 이다

연산을하여계속해서 의 가순환하여사용된다  

 

 (7) SOI & EOI marker 

- SOI : 2 Byte 

⇒ 사실상 의 에해당하며 값을갖는다  

 

- EOI : 2 Byte 

⇒ 의마지막에오며 를사용한다면마지막에는

대신에사용되기도한다  

 

 

실제 들이들어가있는 의  

2. 종류 

(1) 의종류는아래와같이크게 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각종류별로실행되는

옵션이대개정해져있으며세부적으로또나누어지게된다  



 

 

 

 

(2) 세부적인구조 

- baseline sequential process 

 

 

- progressive process 



 

 

 

- Lossless process 

 

 

- Hierarchical process 

 

 

이와같이약 여개가까운 이있으며 가장많이사용되는것은 방식을

사용한 이다 의경우 에서전송될때

사용되며 의경우사용할때마다 에사용료를지불해야하므로

방식을많이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를볼때도중에 가끊겨회색으로

나머지가표시된다면 방식을사용하는것이다  

 

3. 의작동방식 

(1) 먼저 를 하여 필요한 및 을추출하여

으로저장한다  



 

(2) 를 하여 별로해상도와 값 그리고

사용하는 를확인한다  

(3) 를 하여 별로사용하는 값과

값을확인한다  

(4) 각 별로 처리를한다  

- 의경우 를 로바꾸어서인코딩을하므로

디코딩역시당연히 별로진행된다 한편디코딩은

크기의 단위로진행이되는데 이는 의 해상도자체가 의

배수값을가지고있어야함을의미한다 따라서가로세로해상도가 의배수가

되지않으면 과정을추가로진행해야한다  

 

- 하지만위의설명대로실제 의배수로 을진행하면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의경우에는인코딩할때 를나타내는 대신

를나타내는 와 의가로세로해상도 수를각각절반으로

줄여버리는 이라는과정을진행한다 즉 의

의수와 의 의수의비가 이되는

것이다  

 

-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의 을실제로는 개를묶어한

번에디코딩하므로 실제로는가로세로해상도가 의배수가아니라 의배수가

되도록 을해주어야한다 이때그리고각 들이얼마나

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 내부의 과 을사용한다  

 

측정방식 

1) 과 중가장큰값을각각 로지정한다  

2) 가로해상도 올림 하여해상도를비교한다  

예를들어 의경우보통 의경우 이

들어오므로  의 가 가되고 따라서 의가로

해상도는가로해상도 원본과동일 되지않음

 

으로판별된다 반면에 의경우 이므로다음과같이가로

해상도가결정된다  

 

가로해상도 원본의절반에해당 파악  

 

이내용을나타낸수식및예시는다음과같다  



 

 

  

위와같이 및 파악여부가끝났으면 를읽었을때  

 

- 각 의 의 와 의  

- 방식 

- 의구성방식 

 

이결정된다 만약 되는 가 개라면 개이상이면  

방식이고 이되었다면어떻게 되었는지에따라다음과같은순서로

가결정된다  



 

 

대부분은 으로 되므로 개와 개의조합 총 개의 이한개의

로묶이게된다  

 

위와같이결정되면이제 의값을읽어오는데 이 는

두가지방식을혼용하여인코딩되어있다  

 

cf) Run - Length 

의경우양자화 과 이산코사인변환 을거쳐대부분의 의내부

값을 으로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의값은더큰값을가지는데 이값을보통

라하고 나머지 개의값을 라한다 는 끼리이전 와현재

의차이만인코딩하는차분부호화를하고 는 이아닌 만인코딩하되

자신의앞에 이몇개있는지를같이나타내어인코딩한다 이렇게자신의앞에 이몇개있는지를

같이인코딩하는방식을 이라한다 시에는이러한특성을

반영하여 한다  

 

cf2) ZigZag decoding  

의경우왼쪽상단에서부터점차 이많아지는형태로 값이나오므로 단순히

행순으로인코딩하는것은효율적이지못하다 따라서 은 방식으로인코딩을하고

디코딩시에도이순서를유지하며 해야한다  

 



 

cf3) Huffman table  

각 의경우제일처음 가몇 의 로 되어있는지를의미하는

이나타난다 그후뒤이어해당값을나타내는 열이뒤이어나온다 즉  

 

DC coefficient : symbol length + symbol value 

AC coefficient : Run length / Symbol length + symbol value 

 

의형태로인코딩되어있으며 따라서디코딩시에도이를유념하여 해야한다 보통

의경우 에제시된표준 을참조한다  

 

위의 내용 가지개념에대해알았다면 실제로다음과같이 가진행된다  

 

 

 

먼저앞의 열을쭉읽는다 읽으면서 에해당되는값이있는지확인한다  

 

 

표준 의경우에는위와같으므로 에해당하는 임을

확인할수있다 그럼다음에는 개의 열을읽어들인다 그리고 를계산한다  



 

 

에서는 를계산하는방법이별도로있기때문에 이라는 열은

단순히 이아니라 에해당한다 이후 에대해마찬가지로동일한방법으로

다른 을사용해진행한다  

 

다음에나오는값중 이라는 열은아래의 에해당한다  

 

 

즉앞에는 개의 이있고 해당위치에오는값은 로표현되는값이라는의미이므로 다시뒤의

를더읽어들인다 그럼 이라는 열을읽어오게된다 이것을 전용의

을참조하여 으로바꿀수있다  



 

 

 

참고로 와 모두일반적인규칙은모든 가 일때가장작은값부터시작하고 모든 가

일때가장큰값을갖게된다 즉 이라면 이므로 중 에

해당함을알수있다  

이와같이 를계산할때에는아래와같은방법을사용한다  

 

- 음수 을해준후아래부터 를읽어온다  

- 양수 아래부터 를읽어온다  

 

예를들어 를표현하기위해서는 이라고할수있다 는 가 에해당하므로 하위

만읽어오면된다 즉 이 를나타내는값이되는것이다 반대로 라면 이된다

여기에 을취해주면 이므로 이되고 이상태에서하위 을읽어오면 이된다

이 이고 이 이 를나타내므로일치함을알수있다  

 

위와같이 를 을나타내는 를읽을때까지계속읽거나

혹은 번째 의값이 이아닌값으로끝날경우해당값을읽어옴으로써한개의

을다디코딩하게된다  

 

한개의 을디코딩했다면양자화 을 별로곱해준후

후 하여 해준다 이때중요한것은 양자화 을

곱해주었을때에는정수 한것은실수 그리고다시 해주기전에반드시

사이의값이되도록 를맞추어주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값이 되어

군데군데점이생기게된다  

 



 

위와같이 개의 을 방식의경우 개

개 총 개 하게되면하나의 를 한셈이된다 이 를 를 으로

나눈값만큼디코딩하게되면하나의 를 한게된다 이후 를

확인후다시새로운 를 한다 이과정을모든 를다

할때까지진행한다  

 

된 는결국 이고 의경우에는가로세로

해상도를절반으로줄인 을했으므로다시원래의해상도로복원시켜주어야

한다 그냥한 을가로세로 배로늘려버릴수도있지만 정확히하기위해서 번째

와 번째 의평균값으로가운데행을새로추가하고 다시 번째 과

번째 의평균값으로가운데열을추가한다 위와같은방식으로가로세로해상도를

배로만든후에아래식에집어넣어 를만든다 그리고 되어늘어난가로

세로해상도를다시잘라낸다

 

 

를구현하며작성한 변환주석  

 

4. JPG encoder 

(1) 먼저 를위의식을이용하여 로바꾼다  

(2) 가로세로해상도를체크하여 만약 의배수가아니면 의배수해상도가되도록

처리를해준다  

(3) 의배수값을갖는해상도로만들어준뒤에 의경우

을진행한다 즉가로세로양옆의 을모두합쳐 로나눈평균으로하나의

값을결정한다  

(4) 하나를생성후에필요한 값을집어넣는다 와

역시집어넣고 역시삽입한다 이때 은 의가로

해상도를 으로나눈값을넣는다 의경우 표준에서통계적으로약



 

정도의압축효율을보이는 을제시하고있으며 역시제시하고

있어이를사용하였다  

(5) 에서 을떼어내어 을 별로계산해 를

해주고 를진행한후 로나눈다 디코딩및인코딩시에 를및

로나누는연산을할때에는기본적으로 를 까지확장하여

값의범위를늘려중어야한다  

(6) 이후 인 를초기값을 으로하고차분부호화한후 나머지

개의 를 한다 간략히

표현하면다음과같다  

 

 

 

 

 

 

위의그림은 의 와 및 절차를나타내는것이다  

 

(7) 위와같은과정을 에대해서 번 에대해 번수행하면

개의 에대한 이완료되고 이런 를 만큼 하고나면

번의 를생성할수있다 참고로 안에는 가등장할경우이



 

값이 가아님을표현하기위해뒤에 을붙이므로 시에는이 을

없애고 시에는필요하면 을넣어주는 을꼭해야한다  

 

(8) 각 는반드시 단위여야하므로 만약 가 로끝나지

않으면 을붙여 단위로만들어준다 이후 혹은 의끝이라면

를붙이면끝난다  

4.2 DRM 

1. SHA-256 

단방향함수로 한번 하고나면원본문자열로되돌릴수없는함수이다 보통고유한 값을

생성하거나 고유한 를사용하기위한 에서사용되는함수다 을선택한

이유는다음과같았다  

 

- 계열의 함수는 공격에이미취약함이밝혀졌다  

- 계열의 함수에는 개가존재하며그중 이가장 가길다  

가길수록길이에비례하여 해야하는수가 의지수승으로커지므로  

계열에서가장 가긴 을선택하였다  

- 의길이가 로나오기때문에 의 를요구하는대칭키암호인

과의호환성이좋다  

 

위과같은이유로 을 생성 함수로선택하였다 함수가 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1) 의 화 

- 가있을경우 단위의 으로나눈다 또한전체적인 수가

연산을취했을때 이나오도록만든다 즉아래의수식을

만족하도록한다  

 

의 길이 의끝을알림  

   

- 이는 의가장마지막 에 길이의전체 를

나타내는 를추가했을때 길이의 을만들기위함이다  

 

 

 

 



 

(2) 초기 값설정하기  

 

- 의경우 단위의 개가모여 를구성하고 또한이

단위로 연산이수행된다 따라서초기 값으로사용할 개의

값을준비한다  

 

 

- 또한 개의상수 를사용하므로이를준비한다  

 

(3) 연산설정하기  

- 의경우주의해야하는것은 연산이단순한 끼리의합이아니라

연산으로수행된다는점이다 따라서이점을미리정의해야한다  

 

  

추가로 상에서직접구현했을때정의한 연산 연산자 을썼으면더좋았을것이다  

 

 

 



 

- 이외에도 와 연산이있으나기본적으로제공되는

들이므로생략하고 이연산들을이용해정의한 함수의부가적인

연산이있다  

 

- 위의연산은 를뒤섞거나늘릴때 그리고사용자가입력한 를

에넣을때사용된다  

 

(4) 함수반복하기  

 

 

- 먼저하나의 을 로나누어 까지의 개

를채운다 이후위에서정의한연산을사용하여나머지 개의 를

생성한다  

- 까지 에 기존의 를쪼개할당후 개의 에대해

아래의연산을수행하여 의 를뒤섞는다 는 값을

말한다  

 

  



 

- 기존의 에뒤섞은 변수를더한후합쳐서 를만든다  

이과정을모든 에대해수행한다

 

 

 

2. AES-256  

- 가우스필드 를사용하는대칭키암호화알고리즘이다  

- 암호화알고리즘이지만미국 의문서에표준화되어공개되어있는암호화

알고리즘이다  

- 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제시된새로운암호화알고리즘이다  

 

와같은비대칭키암호화알고리즘도있으나 관리문제및소인수분해연산과같은

부분이구현하기복잡하고속도가상대적으로느리며관리하기어렵다고판단되어 주로

을사용하여속도가빠르고소인수분해연산을구현할필요가없는 암호화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1) 가우스필드를활용하여 열을다항식으로이해하기 

 

 

위와같이 를 차다항식으로이해할수있다 이경우 차이상의다항식은다음의

식으로나누어 에다시넣는다  

 

 

 



 

(2) 준비하기 

 

 

의경우 단위로암호화를하므로 위와같이 에각각 씩

넣어두어 라는것을만든다 이후모든연산은이 단위로이루어지게된다  

 

연산 

 

 

 

 



 

 

 

 

위와같이 안의값을참고하여 의값을다바꾸어준다 의경우

복호화에사용되는 이다  

 

(4) Shift Rows & Inverse Shift Rows 

 

 

 



 

 

위와같이 를사용하여 의 를뒤섞어준후 를사용하여 단위로

를한번씩또 해준다  

 

(5) mixColumn & Inverse mix Column 

 

위의다항식 곱을이용하여 각 의값을바꾸어준다 마찬가지로

연산이있다 연산에서사용하는저값은 상에서의위의 의역원에

해당한다  

  

 



 

 (6) add round key & key expansion function 

- 의경우 과정이동일함 단 을통해

만들어낸 를역순으로더해준다는것이차이점이다  

- 시작전에각 별로 번 또 의경우 가진행되므로

별로 번 총 개의 가필요하므로 를확장

시키는 이꼭필요하다  

 

 

 

 

- 위는 알고리즘이다 를 단위로나누어 개의 를만든후

다시 개씩묶어 개의 를만든다 이후 개의 를확장으로통해만들어낸다

여기서 는 와마찬가지로 를사용해 를치환하는것이고

는단순히 인 를 으로 하는것이다  

 



 

- 의경우 의경우 인 열을갖는 인 로

이루어진 이다 예를들어 라면 인 가된다  

 

- 위와같은 으로 개의 를만들어낸후암호화는 순서로

복호화는 순서로 과정을처리하면된다  

 

전체적인암 복호화알고리즘 

- 의경우 임을참고하면된다  

 

 

  

 

 



 

 

 

암호화 

- 사용자로부터문자열을입력받아 함수를통해 암호화알고리즘에사용할

를만들어낸다  

- 현재불러온파일을 암호화알고리즘을이용해 자체를암호화후 뒤에 라는

확장자를추가하여암호화된파일임을명시한다 해당 은실제로 가바뀌어

버리므로일반적인 파일로인식되지않고 설령 를다른사용자가임의로

변경하여 파일로인식되게만든다하더라도나머지부분이암호화되었기때문에정상적인

디코딩을할수없다  

 

복호화 

- 사용자로부터문자열을입력받아 함수를통해 복호화알고리즘에사용할

를만들어낸다  

- 복호화할파일의경로를입력받으면해당파일을불러온후 복호화알고리즘을이용해

자체를복호화한후 뒤에 라는확장자를추가하여복호화된파일임을명시한다

뒤의 파일확장자를지울경우다시정상적인 파일로인식된다  

- 만약 를잘못입력하게될경우 복호화가진행되면이는또다른암호화가진행되는것과

동일하므로 를잘못입력해도여전히 로인식되는파일이나올수없다  

 

이외기능 

회전 

(1) 도회전 

현재색상정보 와방향 오른쪽 왼쪽 을인자로받는다 와 를바꿔회전후의  

색상공간을저장할 를만든다 회전에따라배열의 를이용해버퍼에 값을  

복사한다  



 

 

(2) 자유각도회전 

  

 

현재색상정보 와방향 오른쪽 왼쪽 각도 도 를인자로받는다 먼저현재이미지  

사이즈의버퍼를만들고픽셀값을 으로세팅한다 위의공식을이용하여회전한인덱스버퍼에  

기존이미지의픽셀값을복사한다 이때회전한이미지내에중간중간기존이미지로부터  

픽셀값을받지못한부분은검은색으로표시된다 이 을보완하기위해보간법을이용한다  

선형보간법을이용하여 의왼쪽값과오른쪽값의평균으로 을매꾼다 이후회전한  

이미지를확대한후원래해상도만큼자른다  

 

 

대칭 

현재색상정보 와방향 상하 좌우 를인자로받는다 인덱스를이용하여상하는열을  

뒤집고좌우는행을뒤집어서대칭된색상정보배열을만든다  

 

해상도조절 

(1) 비율유지 

현재색상정보 와가로해상도 세로해상도를인자로받는다 단 가로해상도를입력한  

경우세로해상도는 으로전달하고세로해상도조절시에는가로해상도를 으로전달하여

구분한다 를통해원래이미지의 비율을저장하고입력받은가로또는세로

해상도에이비율을곱해세로또는가로해상도를구한다 조절된해상도에맞게버퍼를생성하고

모든픽셀값을 으로세팅한다 버퍼의인덱스중 의인덱스에변화비율을곱해서나온

인덱스에해당 의값을복사한다  

 

이때버퍼중간중간기존 로부터픽셀값을받지못한부분은검은색으로표시된다 이  

을보완하기위해보간법을이용한다 두가지의선형보간법을이용하는데 먼저 의왼쪽  

값과오른쪽값의평균으로 을매꾼다 다음 의위쪽값과아래쪽값의평균으로 에  

누적하여픽셀값을계산한다 이렇게수직 수평보간법을이용하여빈픽셀값을보완한다  

 

(2) 자유비율 

현재색상정보 와가로해상도 세로해상도를인자로받는다 가로해상도와세로  

해상도를모두입력받아전달한다 입력받은해상도에맞게버퍼를생성하고모든픽셀값을 으로  

세팅한다 버퍼의인덱스중 의인덱스에변화비율을곱해서나온인덱스에해당 의  

값을복사한다  

 

이때버퍼중간중간기존 로부터픽셀값을받지못한부분은검은색으로표시된다 이

을보완하기위해보간법을이용한다 두가지의선형보간법을이용하는데 먼저 의왼쪽값과



 

오른쪽값의평균으로 을매꾼다 다음 의위쪽값과아래쪽값의평균으로 에누적하여

픽셀값을계산한다 이렇게수직 수평보간법을이용하여빈픽셀값을보완한다  

잘라내기 

  

 

현재색상정보 와자를부분의좌표값두개를인자로받는다 위의그림에서보면박스  

친부분이자를부분일때왼쪽위의좌표와오른쪽아래좌표를전달하면된다 이때이미지의  

가장왼쪽상단좌표를 으로하고오른쪽 아래로갈수록좌표의 값이커진다 받은좌표의  

좌표끼리 좌표끼리뺄셈하여자를부분의 와 를계산하고이에따라버퍼를  

생성한다 이버퍼에다 에서자르는부분에해당하는값을복사한다  

 

뒤로가기 앞으로가기 

클래스에 리스트를두어뒤로가기에필요한명령어또는기능전 후의 를  

저장한다 도회전과대칭의경우역명령어를저장한다 자유회전과해상도조절 자르기의  

경우는명령어수행전과후의 를저장한다  

 

(1) 뒤로가기 

뒤로가기수행시 를인덱스값으로하여현재이미지에 에저장된명령어를  

수행하거나현재 값을명령어수행전 으로교체한다 뒤로가기도중새로운기능을  

수행하면 의인덱스부터 끝까지 뒤로가기가진행된리스트 는삭제되고  

새로운기능에대한역명령어가다시 에저장된다  

 

(2) 앞으로가기 

뒤로가기와마찬가지로 와 를이용하여뒤로가기의역기능을한다 도  

회전과대칭의경우 에저장된명령어의역을수행하도록한다 해상도조절 잘라내기  

자유각도회전은 에저장된기능후의 값을받아온다  

 

 

 

 

 

 



 

 

 

 

4.4 GUI 

(1) 기본화면 

  

 

첫화면입니다 개의아이콘이있으며 각버튼마다기능이연결되어있습니다  

 

 

파일열기 
 

잘라내기 
 

왼쪽 도회전 

 

파일저장 
 

상하해상도조절 

  

오른쪽 도회전 

 
실행취소 

 

좌우해상도조절 
 

자유각도회전 

도  

 

실행회복 

취소를취소하는

기능  

 
자유해상도조절 

 
이미지포맷변환 

 

이미지확대 
 

상하대칭 

 

암호화 

 

이미지축소 

 

좌우대칭 
 

복호화 



 

 

  

 

(2) 파일열기 

 

 

  

이미지파일의경로를입력하면이미지파일의포맷에따라디코딩하여출력합니다  

존재하지않는이미지혹은경로입력이잘못되어있으면 메세지가출력됩니다  

 

(3) 파일저장 

 

 

저장하고자하는경로를파일경로에입력후 파일이름에저장하고자하는이름을입력하면저장됩니다  

 

(4) 이미지확대 축소 

 

원본이미지 확대이미지 

 



 

 

축소이미지 

 

확대버튼을누르면원래이미지의해상도를상하좌우를 배씩한이미지를출력합니다 

축소버튼을누르면원래이미지의해상도를상하좌우를 배씩한이미지를출력합니다  

 

(5) 잘라내기 

 

잘라내기버튼을누르면이미지를출력하는작은화면이출력됩니다  

원하는영역만큼마우스를좌클릭후드래그를하면우측이미지처럼잘린영역의이미지를출력합니다  

 

(6) 해상도조절 

 

세로해상도조절버튼을누른후 원하는해상도를입력합니다  

입력한세로해상도에따라원본이미지의비율에맞춰가로해상도를자동으로조절합니다  

 



 

 

가로해상도또한세로해상도조절과동일합니다  

 

자유해상도조절은가로해상도와세로해상도를둘다입력합니다  

위두기능과달리이미지의비율은고려하지않습니다  

 

(7) 대칭 

 

좌측이미지는좌우대칭버튼을누른결과이며 우측이미지는상하대칭버튼을누른결과입니다  

 

(8) 회전 

 

왼쪽이미지는오른쪽 도회전버튼을누른결과입니다  

오른쪽이미지는왼쪽 도회전버튼을누른결과입니다  



 

 

자유회전버튼을누르면왼쪽이미지처럼새로운창이생깁니다  

방향선택을하고각도를 도내에서입력하면오른쪽이미지와같이결과가출력됩니다  

도가아닌값을입력하면 메세지가나옵니다  

 

(9) 포맷변환 

 

 

포맷변환을누르면왼쪽이미지처럼원하는포맷으로변환할수있습니다  

변환한이미지는파일저장버튼을눌러서저장을해야합니다  

 

(10) 암호화 

 

암호화버튼을누르면암호화를하기위한 입력창이나옵니다  

입력하면우측이미지와같이 포맷의암호파일이생성됩니다  

 

 

 

 

 

 



 

(11) 복호화 

 

복호화버튼을누르면복호화를하기위한 입력과파일경로를입력받는창이나옵니다  

암호화시입력했던 값을입력해야복호화가정상적으로됩니다  

복호화완료시우측이미지와같이 포맷의복호화파일이생성됩니다  

이미지파일로사용을위해서는 이름을삭제하면가능합니다  

 

결과 

5.1 System Test Cases 여기서는해상도가 를의미하고있음에유의  

(1)   800 * 600 jpg color image      (2)   1123 * 729 jpg color image  

   

 

 

 

 

 



 

(3)   304 * 300 png color image    (4)  512 * 512 png color image 

   

 

(5) 277 * 182 bmp color image   (6) 640 * 559 bmp color image 

     

 

 

 



 

5.2 System Test Pass & Fail 

 

Spec input Expected Output Pass / Fail comment 

1.1 
가로 세로

해상도 

화면에 해상도를가진 

출력 
P 구현완료 

1.2.1. 가로 해상도 
화면에 해상도를가진 

출력 
P 구현완료 

1.2.2. 세로 해상도 
화면에 해상도를가진 

출력 
P 구현완료 

2.1. 왼쪽회전 번 
화면에왼쪽으로 회전된 

출력 
P 구현완료 

2.2. 오른쪽회전 번 
화면에오른쪽으로 회전된 

출력 
P 구현완료 

2.3. 왼쪽회전  
화면에왼쪽으로 회전된 

출력 
P* 

구현완료  

출력  

3.1. 상하대칭 
화면에상하대칭된 

출력 
P 구현완료 

3.2. 좌우대칭 
화면에좌우대칭된 

출력 
P 구현완료 

4.1. 입력 

다른 에서는열리지

않는 

암호화된  

P 구현완료 

4.2. 

의

 

입력 

다른 에서도열리는 

복호화된  
P 구현완료 

5.1.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5.2.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Spe

c 
input Expected Output 

Pass / Fai

l 
comment 

5.3.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5.4.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5.5.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5.6. 선택 해상도의  P 구현완료 



 

6.1. 
내부를마우스 

커서로 한영역 

화면에 한영역만큼의해상도를 

가지는 내부의

출력 

P 구현완료 

7.1. 
을띄운출력창선택 

번확대 

화면에 이 배 확대된

출력 
P 구현완료 

7.1.

1. 
키보드 화살표 

확대된 가출력창크기를

초과하는경우 

확대된 의오른쪽부분으로

이동하여출력 

P 구현완료 

7.1.

2. 

을 번확대한출력창

선택 

번축소 

화면에 이 배 확대된 

출력 확대단계 단계감소  
P 구현완료 

8.1. 

4.2. expected output, 

원하는

 

의 을지정한

에 

지정한 과 

으로저장 

P 구현완료 

8.2. 
이있는 

경로 
을창에출력 P 구현완료 

8.3. 6.1. expected output 출력 잘못기입  P 구현완료 

8.4. 8.3. expected output 화면에  P 구현완료 

 

전체 개 총통과 개  

다만 의경우완벽하게통과는아님에유의해야한다

계산수식이어려워자유회전 에초점을맞추었을때의기준임  

해당부분을 로판단시  

 

5.3 대비달성률 

(1) 초창기의  

- 완성도에대한기준 

핵심기능 포맷변환 디지털워터마크 기술구현 

전체개발기간의 예측 구현의기준  

부가기능 대칭 회전기능구현 

전체개발기간의 예측 구현의기준  

⇒초창기에작성했던 이므로현재 에작성하기에는무리가있음  

추가 각종기능의추가 기술의구현및적용방법변경으로인해재사용하기어려움

 

 

 



 

- 각기능의구현성공에대한기준 

포맷변환 파일속성 로확인⇒확인가능함  

대칭 회전 변환후이미지를별도의창으로띄워실제로확인 ⇒확인가능함  

디지털워터마크  

⇒ 의경우정보은닉이목적이므로존재여부는따로알려주지않음  

확인절차 

기법으로삽입할 와워터마크가삽입될 를준비함 

기법으로디지털워터마크를삽입 

다시추출했을때육안으로동일하다식별가능한디지털워터마크 가나와야함 

 

(2) 현재에맞게수정되어야할  

- 완성도에대한기준 

핵심기능 포맷변환 및 기반의 암호화기술 

⇒포맷변환구현완료및 에대한 완료  

⇒ 암호화기술구현완료및 에대한 완료 

부가기능 대칭 회전 잘라내기 해상도조절  

⇒대칭구현완료및 에대한 완료  

⇒회전구현완료

하지만자유각도회전의경우해상도조절에는미흡한부분이존재  

그외에는 에대한 완료  

⇒잘라내기구현완료 실제로마우스로드래그하여입력받는것까지구현완료 

에대한 완료  

⇒해상도조절구현완료 확대시시간이시간이많이소요  

의 초제한은지키지못했으나이는  

이라는개발환경자체의문제도존재함  

에대한 완료

 

- 각기능의구현성공에대한기준 

포맷변환 파일속성을통해제대로이루어졌음을확인가능함  

   



 

대칭 회전 잘라내기 실제 를추가하여육안으로결과확인가능  

속성창의가로세로해상도를통해실제로대칭 회전이되었는지

확인이가능함  

   

도회전한경우 

 

  

해상도확대한경우 해상도축소한경우 

 

 

 



 

기반의암호화 암호화여부및파일확인가능 

 

일반적인파일확장자및 가아니므로열수있는프로그램이없다고뜸  

 

 

부분이우리프로젝트를나타내는 로변했음을확인가능  

 

 

 

 

복호화의경우파일확장자때문에열수있는프로그램이없다고뜨지만 파일 자체는

이므로이렇게정상적인 로출력됨을확인할수있다  

 

 

 

 

 



 

결과 

- 전체적인  

⇒자유회전시해상도맞추는부분과 디코딩 해상도확대 자유각도부분의

부분을제외하고는모두충족  

 

- 이라는언어의환경을고려하고 수식적인부분을제외한기능개발요건측면에서

봤을때 

- 충족및  100% 

 

- 이라는언어의환경과수식적인부분및 의

를고려해 입장에서보았을때 

- 충족및 일부제외충족 97.9% 

절반충족했다가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