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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증을 위해 삽입한 워터마크로 인해 발생한 영상 정보의 손실을 워터마

크 추출 후 제거하여 원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리버서블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Lee.S.K.[4]의 알고리즘이 지니는 플립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Location Map 을 이용하

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평균 52.06dB 의 PSNR 을 보여 
우수한 비가시성을 나타냈으며, 6k~30k bits 의 높은 정보 삽입량을 보여 이미지 인증 응용에 적합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다가오면서 콘텐츠 
업계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핵심

에 디지털콘텐츠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시공간의 제약과 디지털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디
바이스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유
출이나 복제가 사회의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DRM 은 콘텐츠를 암호화함으로써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더라도 라이센스를 소유하지 않
은 사용자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

다. 이처럼 DRM 은 암호 기법을 통하여 콘텐츠의 불
법 복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콘텐츠

가 복호화되어 이용되는 순간에는 무방비상태가 된다. 
이 무방비상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디지털 워터

마킹으로 저작권 정보인 워터마크의 삽입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디

지털 워터마킹은 비가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정보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만 
변경을 수행하여 저작권을 보호하였지만, 디지털콘텐

츠의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의료나 
군 관련 영상 등 원영상에서의 조그만 정보 손실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응용 분야에서는 삽입된 저작권 정
보 추출 후 원영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

였다. 이에 최근 수년간 저작권 정보 추출 후 원래 정
보를 복원할 수 있는 리버서블 워터마킹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2]. 대부분의 워터마킹 기법

과 마찬가지로 리버서블 워터마킹 기술도 크게 공간 
영역에서 삽입하는 방법[1-4]과 변환 영역에서 삽입하

는 방법[5, 6]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 영역 삽입 기
법 중 Lee.S.K.[4]가 제안한 방법은 이미지 내에서 인
접한 픽셀의 값은 거의 비슷하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차영상을 구한 후 히스토그램이 -1 또는 1 인 위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히스토그램 조절 기법이다. 이 
기법은 Z. Ni[3]의 기법이 가지는 오버헤드 문제를 해
결하여 51.14dB 이상의 우수한 비가시성을 보이면서 
높은 삽입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오버플

로우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모듈로 연산을 적용하여 오버플로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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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였으나 모듈로 연산을 거쳐 플립된 픽셀들

에 의해 Salt & Pepper 잡음 현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

서는 히스토그램의 변형을 통해 정보를 삽입하며, 
Lee.S.K.의 기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버

서블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제안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알

고리즘에 대해 서술하며, 3 장에서는 제안한 워터마킹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 및 성능을 분석하고, 4 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2. 제안한 리버서블 워터마킹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영상의 대부분이 
인접한 픽셀끼리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이용

하여 홀수행과 짝수행 간의 차영상을 구한 후 히스토

그램 값이 -1 또는 1 인 위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차영상만으로 삽입할 위치를 결
정하기 때문에 원영상의 픽셀 값에 따라 오버플로우

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ation Map 을 
생성하여 함께 삽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2.1. Location Map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픽셀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Location Map 을 생성한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Location Map 의 구조를 나타

낸다.  
 

 
<그림 1> Location Map 구조도 

Location Map 은 차영상에 의해 결정된 삽입 위치에

있는 0 의 개수, 255 의 개수, 0 의 값을 갖는 픽셀의 X, 
Y 좌표, 255 의 값을 갖는 픽셀의 X, Y 좌표로 구성되

어 있다. 0 과 255 의 개수를 나타내는 필드는 거의 모
든 영상에서 512 개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각각 9 비트

로 표현하였다. 그 뒤로 0 과 255 의 값을 갖는 픽셀의 
위치 좌표를 저장하기 위해 각 18 비트씩을 할당하는

데 이 필드는 부가 정보로써 삽입 위치에 있는 픽셀

이 0 과 255 의 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Location Map
에 포함되지 않는다. Location Map 을 워터마크와 함께 
삽입함으로써 실제 정보의 삽입량은 조금 줄어들지만 
오버플로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Salt & Pepper 잡음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2.2. Embedding Algorithm 

<그림 2>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삽입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삽입 알고리즘은 우선 홀수행과 짝수행 간의 
차영상을 구한다.  

 
)2,()12,(),( jiIjiIjiD −+=        (1) 

D 는 원영상의 절반의 행을 갖는 차영상을 나타내

며, I 는 원영상을 나타낸다. 
 

 
<그림 2> 워터마크 삽입 구조도 

차영상을 구한 후 차영상의 히스토그램이 -1 또는 
1 인 위치에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2 또는 2 이상의 
히스토그램을 이동시킨 후 다시 차영상을 구한다. 'I
는 히스토그램이 변형된 영상을 나타내며, 는 변형

된 영상의 홀수행으로 다시 계산한 차영상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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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Salt & Pepper 잡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cation Map 을 생성하고, 랜덤하게 생성된 워터마크

와 합하여 영상에 삽입할 Payload 를 생성한다. 
 

jpppWLP ∪ 21==           (3) 
 
실제 삽입되는 Payload 는 { } jipi ≤≤∈ 1 ,1,0 로써 

j 는 p 의 비트 길이이고, W 는 삽입될 정보인 워터마

크를 나타낸다. 
Location Map 의 경우 차영상의 히스토그램이 2 보

다 큰 경우는 )12,( +jiI 이 255 인 경우만 고려하면 
된다. 255 일 경우 위치를 저장하면서 히스토그램을 변
형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영상을 구할 
때 히스토그램이 2 인 값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서 1 을 뺀다. 이 경우 가 0 일 경우

는 1 을 빼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0
의 위치를 저장하고 1 을 빼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

)2,( jiI )2,( j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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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건에 부합하는 픽셀의 값은 변형시키지 않고 위
치를 저장함으로써 오버플로우 발생이나 Salt & Pepper 
잡음 현상없이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고, 추출 시 
원영상의 복원이 가능해진다. 차영상의 히스토그램이 
-2 보다 작은 경우는 위의 조건을 반대로 적용한다. 

Payload 의 삽입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P
는 Location Map 과 워터마크가 더하여진 Payload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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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의 값이 1 이고 Payload 값이 1 인 경우 해당 

위치의 픽셀에 1 을 더하고 차영상의 값이 -1 이고 
Payload 값이 1 인 경우는 해당 위치의 픽셀에서 1 을 
빼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픽셀의 값을 변형시키지 않
음으로써 워터마크 삽입된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2.3. Extracting and Recovery Algorithm 

<그림 3>은 삽입된 워터마크의 추출 및 원영상의 
복원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워터마크 추출 구조도 

추출 알고리즘의 전체 구성을 보면 우선 워터마크

가 삽입된 영상에서 홀수행과 짝수행 간의 차영상을 
구한다. 차영상을 구한 후, 차영상의 픽셀 값을 스캔

하면서 -1 또는 1 인 픽셀을 만나면 0 을 추출하고, -2 
또는 2 인 픽셀을 만나면 1 을 추출함으로써 삽입된 
Payload 를 간단히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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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추출 후 원영상을 복원하는데 차영상을 스

캔하면서 -2 보다 작은 픽셀을 만나면 홀수행에 1 을 
더하고, 2 보다 큰 픽셀을 만나면 홀수행에 1 을 더함

으로써 1 차적으로 영상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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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1 차 복원을 마치면 Location Map 에 저장된

0 과 255 인 픽셀의 위치를 찾아 2 차 복원을 수행하게 
된다. Location Map 에 저장된 0 과 255 인 값을 가지는 
픽셀의 위치 중 짝수행의 경우 워터마크 삽입 과정에

서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Location Map 에 저장된 
위치에 0 또는 255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홀
수행의 경우 값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을 수행해야 한다. 0 인 경우 홀수행에서 1 을 빼주고 
255 인 경우 홀수행에서 1 을 더함으로써 원영상으로

의 복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비가시성 및 삽입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512×512 크기의 gray scale 영상

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 Original Image 

 
<그림 5> Watermarked 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Lena 원영상과 워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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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삽입된 영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거
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비가시성을 보이고 
있다. 

<표 1>과 <표 2>는 각각 Lee.S.K.가 제안한 알고리

즘의 실험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
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를 보면 PSNR 과 삽입

량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Lee.S.K.의 알
고리즘은 플립되는 픽셀들에 의해 뚜렷한 화질 저하

를 나타내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은 플립 현상없이 높
은 PSNR 을 유지한다.  
 

<표 1> Lee.S.K.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Test Images 
(512×512×8) 

PSNR 
(dB) 

Capacity 
(bits) 

Overflow/ 
Underflow 

(No. of pixels) 
Airplane 58.78 30,487 0 
Baboon 51.49 7,383 0 
Blood 55.59 22,009 20 
Lena 57.63 23,579 0 

Peppers 55.74 17,280 2 
Sailboat 55.55 14,391 0 
Tiffany 52.50 26,004 83 

 

<표 2>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Test Images 
(512×512×8) 

PSNR 
(dB) 

Capacity 
(bits) 

Overflow/ 
Underflow 

(No. of pixels) 
Airplane 52.53 31,343 0 
Baboon 51.39 6,884 0 
Goldhill 52.01 20,510 0 

Lena 52.13 24,130 0 
Peppers 51.77 17,402 0 
Sailboat 51.67 14,766 0 
Tiffany 52.20 21,372 0 
House 52.31 23,558 0 
Milk 52.53 31,396 0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ee.S.K.가 제안한 차영상의 히스토

그램을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리버

서블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Salt & Pepper 잡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cation Map 을 이용한 기법을 제안하

였다. Location Map 을 이용함으로써 Lee.S.K.의 알고리

즘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화질 저하를 제거함으로써 
높은 PSNR 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삽입량에서도 동
일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평
균 52.06dB 의 PSNR 을 보여 우수한 비가시성을 나타

냈으며, 6k~30k bits 의 높은 정보 삽입량을 보여 이미

지 인증 응용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Salt & Pepper 잡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반복적인 정보 삽입을 통해 삽입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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