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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의 발달은 오디오, 비디오 및 영상 이미지

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누구나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는 
원본의 변형, 또는 복사가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네트웍 환경하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소유자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고,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져왔다[1-4]. 
워터마크 기술은 그 추출방법에 따라 블라인드 

워터마킹과 넌-블라인드 워터마킹 기법으로 누눈다. 
넌-블라인드 워터마킹 기법은 워터마크 추출 시에 
원 이미지가 필요한 반면,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법

은 원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원 
이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
법이 더욱 선호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워터마크는 공간 영역(Spatial domain)에 

삽입하는 것보다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에 
삽입하는 것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강인한 특성을 
지닌다. 그 이유는 주파수 영역에 삽입된 워터마크

는 대역확산(Spread Spectrum)에 의해서 이미지 전제

로 퍼지기 때문이다[2],[5-6]. 또한 저주파 (Low- 

Frequency)영역이 고주파(High-Frequency)영역 보다 
외부의 공격에 더욱 강인한 특성을 지닌다[7-8].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

여 JPEG 압축, 절단, 히스토그램 평활화와 같은 외
부의 공격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subsampling 기법을 이용해 원 이미지 없이 워터마

크를 추출하였다. 
 

2. Subsampling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크 추출 시에 원 이미지가 
필요없는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를 위해서 원 이미지를 subsampling 하여 4 개의 
subimages 로 나눈다. 원 이미지( ],[ 21 nnV )는 (식 1)
에 의해서 ],[ 211 kkv , ],[ 212 kkv , ],[ 213 kkv , 

],[ 214 kkv 로 subsampling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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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Discrete Wavelet Transform(DWT) 기반의 워터마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원 이미지를 4 개의 subimages 로 나누고, DWT 후 한 개의 subimage 의 저주파 영역에 워터마

크를 삽입하였다. Subsampling 방법을 사용해 원 이미지 없이 워터마크를 추출하였다. 워터마크는 저

주파( 2LL ) 영역에 삽입해 외부의 공격에 강인한 성격을 가지도록 하였고, 화질 열화도 줄일 수 있
었다. 잘 알려진 이미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의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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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Nn = , 22 ,...1,0 Nn = 는 원 이미지의 크
기를 나타내며, 2/,...1,0 11 Nk = , 2/,...1,0 22 Nk =  
는 subimages 의 크기를 나타낸다. 한 이미지 내에서 
인접한 화소값들은 비슷한 값을 가지므로, subimage
를 이용하여 원 이미지 없이 워터마크를 추출하게 
된다. 

 
3. Discrete Wavelet Transform(DWT) 

(식 1)에 의해서 나누어진 subimages 에 워터마크

를 삽입하기 위해서 DWT 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aar Wavelet Filter 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각 

subimage 에 대한 Wavelet 이미지와, 2 번 변환된 

Wavelet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1] Two Level Wavelet decomopsion 
 
일반적으로 고주파 ),,( 222 HHHLLH  영역은 외

부의 공격에 약한 반면에 화질열화를 줄이는 특징

이 있고, 저주파 )( 2LL  영역은 외부의 공격에 강인

한 반면, 화질을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다[3]. 본 논
문에서는 외부의 공격에 강인하도록 저주파 )( 2LL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였다.  

 
4. Watermark Insertion 

Subimages 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한

다. 선택된 subimages 에서 2LL  영역을 추출한다. 
워터마크 이미지 ]),[( jiW 로 사용되는 바이너리 이
미지 ]),['( jiw 의 화소값에 상응하는 추출된 2LL  
영역의 화소값을 서로 비교하여 한 개의 subimage
의 2LL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워터마크의 
삽입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원 이미지를 4 개의 subimages 로 나눈다. 
2) 각 Subimages 에 2-DWT 를 한다. 
3) 2 개의 subimages 를 선택하고, 2LL  영역을 

추출한다. 
4) 워터마크 이미지의 각 화소값과 두 개의 

2LL  영역의 화소 값을 비교하여 한 개의 
2LL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만일, 워

터마크 이미지의 값이 ‘1’ 이면 한 개의 2LL
영역의 값을 다른 2LL  영역의 값보다 크게 
하고, ‘0’ 이면 작게 한다. 더해주거나 빼주는 
값의 세기는 화질과 강인성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5) 워터마크 삽입 후 각 subimages 를 Inverse 

DWT 한 후에 한 개의 이미지로 결합한다. 
    

[그림 2]는 위의 워터마크 삽입 순서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 The steps of wavermark insertion 
 

5. Watermark Extraction 

워터마크의 추출은 삽입의 역순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추출된 워터마크를 ),(* jiW 라 하고, DWT 의 
이미지를 각각 ),( 211 kkv , ),( 212 kkv 라 했을 때, 워터

마크의 추출은 다음의 (식 2)에 의해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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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의 추출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를 4 개의 subimages

로 나눈다. 
2) 각 Subimages 에  2-DWT 를 한다. 
3)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와 임의의 이미지를 

선택한다. 
4) 선택된 이미지의 2LL  영역을 비교하여 워터마

크 이미지를 추출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워터마크를 추출하므로 원 이

미지 없이 워터마크를 추출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은 위의 워터마크 이미지의 추출과정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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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3] The steps of watermark extraction 
 

6.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256256×  크기의 원 이미지를 사
용하였고, 워터마크 이미지의 크기는 3232× 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일반적인 영상의 화소 
값을 변화시키는 공격과 JPEG 공격에 대하여 실시

하였다. 실험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NC(Normalized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3]. 

[그림 4]는 워터마크를 삽입 했을 때의 화질과 추
출된 워터마크를 보여주고 있다. PSNR 이 dB40  이
상으로 화질 열화가 적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 및 워터마크 추출 

[그림 5]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화소 값을 
변환 시키는 공격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결과 
추출된 워터마크의 NC 값이 큰 것으로 보아 이미지 
처리 공격에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Contrast 와 히스토그램 균등화 공격 
 

[그림 6]은 JPEG 압축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압축률이 높을수록 추출된 워터마크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주관적으로나 NC 를 통해서도 워터마크

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압축률이 8.53 일 때도 
추출된 워터마크의 NC 가 0.77 임을 통해 저주파

)( 2LL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압축에 강인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JPEG 공격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WT 기반의 원 이미지 없이 워터

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보았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블라인

드 워터마킹을 사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주파

)( 2LL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므로 여러 공격에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화질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

하므로 강인성과 함께 원본 유사성을 동시에 만족시

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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