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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의 변조를 탐지하거나 무결성을 인증하기 해서는 가역 워터마킹 기법은 유용하다. 기존 워터

마킹 연구들은 원본 복원이 불가능하 으나, 가역 워터마킹은 워터마크를 검출한 후, 아무런 손상없이 

상을 원본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이값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가역 워터

마킹을 통해 변조된 역을 탐지하는 블록단  인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 , 상 각 블록에 

하여 상의 특징값을 추출하고, 사용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인증 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인증코드는 

가역 워터마킹을 통하여 콘텐츠 자체에 직  삽입한다. 상의 인증을 해서는 추출된 인증코드와 새

로 생성된 인증코드의 비교를 수행한다. 다양한 상들에 하여 비교 분석하 고, 그 결과 제안한 알

고리즘은 완 한 가역성과 함께 낮은 왜곡을 유지하면서도 97% 이상 인증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콘텐츠의 불법 인 유통과 조로 인한 많은 문제 이 

두되고 있고, 많은 인   물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

으며 법률  증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조된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한 보안 기술의 요

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암호화 기술은 콘텐츠 배포 과정에서의 보호만 보장할 

뿐이며, 한 번 복호화된 콘텐츠는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무결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콘텐츠에 정보를 비가시 으로 삽입하는 

기술이나 원본 콘텐츠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복원이 불가

능하다. 

  가역 워터마킹은 워터마킹된 콘텐츠에서 메시지를 제거

한 후 원본 콘텐츠로 완 한 복원이 가능한 기술로서, 콘

텐츠의 무결성 인증뿐만 아니라 변조에 한 증명, 작

권 보호를 한 용도로 효과 이다 [1].

  콘텐츠의 무결성 인증을 할 때, 체 콘텐츠에 해 

변조 여부를 별하는것 보다는 어떤 역이 변조 되었

는지 탐지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 콘

텐츠의 무결성을 인증하고 변조 역을 탐지하기 한 

가역 워터마킹 기반의 블록 기반 콘텐츠 인증 기법을 제

안한다. 상을 작은 크기의 블록으로 나 고 각 블록 단

로 인증코드를 생성하여 가역 워터마킹을 통하여 삽입 

 검출하여 무결성 인증을 수행한다.

2. 련연구

    Rajendra et al. [2]은 의료 상에 환자 정보를 삽입

하기 한 LSB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LSB 기반 

알고리즘의 주요 단 은 삽입하려는 데이터가 원본 상 

자체에 의존 이 아니라면 보안성이 쉽게 무 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Yu et al. [3] 은 웨이블릿 역에서 평

균양자화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삽입하 다. 이들 방

법은 체 상에 하여 한 번의 변조 여부를 단하

는 방식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 Lin et al. [4]과 Lee et 

al. [5]은 상 변조 탐지  복구를 한 계층  데이터 

은닉 기법을 제안하 다. 인 한 4x4 블록간 평균 밝기값

을 비교하고 패리티를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

나 이들 방법은 삽입된 인증 데이터를 제거한 후 원본 

상으로 완 한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  방법들로 상

의 품질이 요한 분야에서는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콘텐츠 인증 후 원본 상의 복원을 해서는 

블록 단  가역 워터마킹이 합하며, 본 논문에서는 가역 

워터마킹을 이용한 블록 기반 상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블록 기반 인증 알고리즘

3.1 상 블록 단  인증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체 상을 16x16 크기의 블

록으로 나 고, 각 블록에 가역 워터마킹을 통하여 인증코

드를 삽입, 검출  인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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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과정에서는 상의 변조에 한 블록 단 의 인

증을 수행하기 하여 각 블록에 인증코드를 워터마킹 기

법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그림 1)에 도시한 것처럼 우선 

원 상을 RGB 채 로 분리한다. 분리된 채 을 16x16 크

기 블록 단 로 분할하고, 각 블록에 해 DCT  양자

화를 통해 추출된 특징값을 비 키와 XOR 연산하여 인증

코드를 생성한다. 인증코드를 삽입하기 하여 진  차

이값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가역 워터마킹 방법을 사용한

다. 그리고 수정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블록 픽셀값을 

갱신한다. 이 과정을 각 채 별로 수행한 후 RGB 채 을 

다시 병합하면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체 인증코드 삽입 차

(그림 2) 체 인증코드 검출  인증 차

  검출과정에서는 인증코드가 삽입된 상이 배포된 후, 

공격자  외부 인 요인에 의한 변조 여부를 단하기 

한 인증을 수행하고 원본 상을 복원한다. (그림 2)에 

도시한 것과 같이 워터마킹된 상을 RGB 채 로 구분한 

후, 16x16 크기의 블록 단 로 분할한다. 분할된 각 블록

마다 진  차이값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가역 워터마킹

을 통하여 삽입되었던 인증코드를 검출한다. 가역 워터마

킹에서는 인증코드를 검출한 후 원 상을 복원하기 하

여 차이값 히스토그램을 복구하여 워터마크를 제거한다. 

복구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원 상 블록을 복원하는 

과정을 각 채   블록마다 반복한 후 병합시키면 체 

원 상이 복원된다. 

  최  인증코드는 원 상에 하여 추출된 특징값이므로 

복원된 원 상에 하여 같은 DCT  양자화 과정을 거

쳐서 특징값을 추출하고 비 키와 XOR 연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인증코드와 추출한 인증코드를 블록단

로 비교함으로써 손상에 한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만

일 손상된 블록이 있다면 인증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변

조라 단할 수 있다.

3.2 인증코드 생성 알고리즘

  오탐지의 확률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충분한 길이의 

인증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각 블

록에 한 DCT 상  8개 계수들을 선택하여 인증을 한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이는 64 비트(8 Bytes)로서 오탐지 

확률은 1/(2^64)가지의 확률로 매우 낮다. 

  (그림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인증코드를 생성하기 하

여 원 상을 16x16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각 블록을 

다시 8x8 크기로 평균값 샘 링을 한 뒤 DCT  양자화 

과정을 수행하여 상  8 Bytes의 계수를 선택하여 인증코

드를 생성한다. 한 인증 성능의 향상을 하여 선택된 

DCT 인증코드를 상의 수신측과 공유된 비 키와 XOR 

연산을 수행하여 최종 인 인증코드를 생성한다. 비 키는 

인증기 을 통하여 발행된 키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는 

사용자 정보(사용자에 특화된 고유ID/비 번호/기 코드/

상생성장치ID/타임코드) 등을 목 에 따라 유연하게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3) 인증코드 생성 알고리즘

3.3 단일 블록 인증코드 삽입  검출 알고리즘

  인증코드를 삽입하고 검출하기 하여 자가 개발한 

진  차이값 히스토그램 쉬 을 이용한 가역 워터마

킹 알고리즘[6]을 변형하여 이용하 다. 

3.3.1 단일 블록 인증코드 삽입 알고리즘

  삽입되는 메시지 용량  워터마크 상 품질은 요구에 

따라 삽입 벨 L 로 조 한다. 0부터 시작되는 L의 값에 

따라 차이값 히스토그램에서 메시지 삽입에 이용되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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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번 빈 주 인 {(-L-1)∼(+L)}까지이다. 

  삽입 벨 L이 1인 경우 메시지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히

스토그램이 수정되는 차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먼  

원 상에 하여 진  차이값 히스토그램을 구성한 후, 

삽입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삽입에 이용되지 않는 빈들

을 쉬 트한다. 그 후 삽입할 메시지 비트에 따라 히스토

그램을 수정하고, 수정된 히스토그램을 반 한 은닉 상

을 만들어 낸다.

(그림 4) 인증코드 삽입과정에서의 히스토그램 수정 차 

(삽입 벨 L=1의 경우)

(그림 5) 메시지 검출  복원과정에서의 히스토그램 수정 

차 (삽입 벨 L=1의 경우)

3.3.2 단일 블록 인증코드 검출 알고리즘

  삽입 벨 L이 1인 경우 메시지를 검출하고 원본 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히스토그램이 수정되는 차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먼  은닉 상에 하여 진  차이값 

히스토그램을 구성한 후, 메시지 삽입공간을 스캔하여 삽

입된 메시지를 검출한다. 다음으로 메시지를 삽입하기 

하여 수정되었던 히스토그램을 복원하고, 공간확보를 하

여 쉬 트되었던 빈들을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히

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원 상을 복원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된 상은 (그림 6)과 같이 

USC-SIPI 데이터베이스의 8-Bits 컬러 512x512 상 8 

개이며, 상의 품질은 PSNR(dB)로 측정하 다. 


 









 ′

  
 

  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인증 성능 평가를 하여 상

에 “Brightness”, “Darkness”, “Manipulating”, “Blurring”

과 “Copy & Paste” 공격을 한 후 검출률에 하여 분석

하 다. (그림 7)은 Airplane 상에 한 제안한 알고리

즘의 인증 결과를 확 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 6) 실험 상

  체 인증코드를 삽입한 상의 경우 상의 변화를 인

간의 시각  능력으로 감지할 수 없었다. 실험 상에 하

여 인증코드를 워터마킹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시각  품질인 PSNR은 평균 36 dB로 양호한 상태이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안한 상 인증 가역 워터마

킹 알고리즘의 성능은 상 특성에 따라 조 씩 달라진다.

  를 들면, 주  성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

이 품질을 좋게 유지하면서도 높은 삽입용량을 얻을 수 

있지만 고주  성분이 많은 상은 상 으로 품질이 낮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x16 블록에 8 Bytes 씩 RGB 채  각각에 삽입되었

으므로 삽입용량은 0.75 bpp로 동일하다. 단일 채 에 

한 삽입용량은 0.25 bpp가 된다. 삽입과정에 걸린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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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PSNR

(dB)

삽입수행

시간 ( )

인증수행

시간 ( )

인증률

(%)

Airplane 38.08 0.671 0.640 97.38

Baboon 28.56 0.733 0.640 98.68

House 34.80 0.686 0.639 96.04

Lena 35.45 0.687 0.656 97.89

Peppers 36.19 0.682 0.655 98.12

Sailboat 34.17 0.686 0.640 97.60

Splash 42.71 0.655 0.640 97.84

Tiffany 37.04 0.686 0.640 98.07

평균 35.88 0.69 0.64 97.70

평균 0.69 이며, 검출  인증에 걸린 시간은 평균 0.64

이다. 인증률은 97.7%로서 부분의 손상 블록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림 7) Airplane 상 인증 실험 확 : (a) 

Manipulating, (b) Copy&Paste, (c) Blurring, (d) 

Brightness, (e) Darkness

<표 1> 인증코드 워터마킹 성능평가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 콘텐츠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하

여 진  차이값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가역 워터마킹을 

한 인증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컬러 상의 RGB 색상 

채 에 하여 각각 인증함으로써 인증의 정확도를 높

고, 실험을 통하여 시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고속으로 

인증코드를 삽입  검출/인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변조 행 가 미미할 경우(가령 블록내의 한 

개의 픽셀만 밝기값을 1 만큼 조정할 경우) DCT 값의 변

화가 없기 때문에 변조를 탐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지

속 인 연구를 통하여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2012-0002862)

참고문헌

[1] M. Awrangjeb, "An Overview of Reversible Data 

Hiding," Proc. of the 6th Int. Conf. on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pp.75-79, 2003.

[2] A. U. Rajendra, D. Anand, B. P. Subbanna, U. C. 

Niranjan, "Compact storage of medical images with 

patient information," IEEE Trans. Information 

Technology in Biomedicine, Vol.5, No.4, pp.320-323, 

Dec. 2001.

[3] G.-J. Yu, C.-S. Lu, H.-Y. M. Liao, 

"Mean-quantization-based fragile watermarking for 

image authentication," Optical Engineering, Vol.40, 

No.7, pp.1396-1408, Jul. 2001.

[4] P. L. Lin, C. K. Hsieh, P. W. Huang, "A 

hierarchical digital watermarking method for image 

tamper detection and recovery," Pattern Recognition, 

Vol.38, No.12, pp.2519-2529, Dec. 2005.

[5] T.-Y. Lee, S. D. Lin, "Dual watermark for image 

tamper detection and recovery," Pattern Recognition, 

Vol.41, No.11, pp.3497-3506, Nov. 2008.

[6] D.-G. Yeo, H.-Y. Lee, and B. M. Kim, "High 

Capacity Reversible Watermarking using Differential 

Histogram Shifting and Predicted Error 

Compensation," J. of Electronic Imaging, SPIE, 

vol.20, no.1, 2011.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 526 -

제3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9권 2호 (20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