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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 데이터가 부분을 이루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작권 보호를 해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 
상에 련된 디지털 워터마킹이 여러 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표 인 상 데이터에 한 작권 

공격으로 JPEG 압축이 쓰인다. 그 , CRT 기반 DCT 역에서의 워터마킹 방법이 JPEG 압축에 하

여 향상된 성능을 보임으로써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를 토 로 최근 발표되었던 CR
T 기반 DCT 역에서의 워터마킹 방법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워터마크 삽입을 한 DCT 블록 선택을 DC 계수의 가장 큰 값부터 선

택하도록 하며, 추출 시에는 CRT 기반으로 사용되는 조건 내 계수 조정을 통하여 JPEG 압축에 한 

강건함을 증가시켰다.

1. 서론

   인터넷 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과 상업  가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

면, 이를 보완하는 작권 보호 기술에 해서는 인터넷의 

특성 상 데이터 조작이 간편하다는  때문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1]

 보편 으로 상 데이터들이 주를 이루는 미디어 콘텐츠

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상 데이터들

을 다루는 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상에 련된 표 인 데이터 변환 공격인 JPEG 상 

압축에 련되어 DCT(Discrete Cosine Transformation) 

역과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 역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 CRT(Chinese Remainder Theroe

m)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 등이 표 으로 

연구되어 왔다.[2-4]

 본 연구에서는 이 디지털 상 워터마킹 기술  CRT 

기반 방법을 DCT 역에서 다룸으로써, 같이 두 기술

을 활용하여 JPEG 상 압축에 강인한 방법을 제안한 Pa

tra 등[5-7]보다 개선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그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  2장에서 기존의 DCT 역 기법

과 CRT 이론에 해 간략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존 P

atra 등[5-7]의 방법과 개선시킨 방법의 알고리즘  차이

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 으며, 5장에

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2. Chinese Remainder Theorem(CRT)

 CRT 이론은 간략히 {m, n} 두 개의 으로 묶인 서로소

에 의해 주어지는 정수 Z를 이용해 정리할 수 있다. Z는 

N이라는 동  범  안에서 주어지며 N은 m과 n을 곱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와 를 얻을 수 있다.

     
      (1)

한, 와 을 가지고 식 (2)를 만족하는 와 를 구

한다. 

    
      (2)

그 다음, m보다 작은 p라는 양의 정수와 n보다 작은 q라

는 양의 정수 두 개를 와 를 구하면 정수 Z를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3)

 역 CRT의 경우에는 정수 Z를 가지고 양의 정수 

 {p, q}를 다시 구하여 사용하며, 최근 Patra 방법

[7]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다음의 변수들이 사

용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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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3. DCT 특징 역에 한 반복  워터마크 추출

   기존 방법[5-7]들은 공간 역의 상들이 JPEG 압축

에 취약하다는  때문에 상을 주 수 역인 DCT 

역으로 변환시킨 후, DCT 역에 하여 워터마크를 삽

입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 경우, 상을 8x8 블록으로 분

할하여 DCT 변환시키고, 선택되는 블록에 한 개씩 워터

마크를 삽입시키게 된다. 여기서 어떤 블록에 삽입할 지에 

한 선택은 무작 로 이 지며, 선택된 블록 내에서는 

DC 계수 혹은 주 인 AC 계수 치(그림 1. 내 1, 2, 

3)에 삽입된다.

 제안한 방법은 상을 DCT 변환시키기 , YUV채 로 

변환시킨 후 Y 역에 해서만 DCT 변환을 수행하여 

사용한다. 그 이유는, Y 역은 상의 밝기에 한 정보

를 담고 있는데 사람의 이 밝기 정보에 민감하다는 특

성 때문에 Y 역을 사용한다. DCT 변환 후에는 어느 블

록에 워터마크를 삽입 할지 선택할 때 기존 방법의 무작

 선택이 아닌 DC 계수가 가장 높은 블록부터 차례 로 

삽입시키게 된다. 이럴 경우에 각 블록의 밝기 값의 크기

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 로 워터마크가 삽입되게 된다. 

결국, 워터마크가 삽입된 블록들의 밝기 값이 서로 큰 차

이가 나지 않게 하여 사람 으로 인식하기 어렵도록 만

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은 선택된 

블록 내에서 DC 계수와 그림 1.의 1, 2, 3 치의 주  

AC 계수가 아닌 그림 1.의 4, 5 치에 워터마크를 삽입

시킨다.

그림 1. 제안된 DCT 역 워터마킹 방법

그림 2. 8x8 DCT 블록

 워터마크의 삽입과 추출에 한 알고리즘은 식 (4), (5)

를 통해 구한 D와 b를 활용하는데 이는, 그림 4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이미지 품질을 하시키지 않으면서 삽입 강

도 결정  추출 시 워터마크 비트를 별하는 용도로 활

용된다. 

 기존 방법[7]은 그림 4에서 C의 값을 35로 고정시켜서 

사용하지만, 제안한 방법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삽입 강도

를 결정하는 C의 값은 고정시키나 추출 시 사용되는 C의 

값을 고정시키지 않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삽입 

강도에 의해 변화된 이미지 품질에 따라서 워터마크를 추

출할 수 있도록 조 시켜 다.

그림 3 워터마크 삽입 과정

그림 4. 제안된 방법의 워터마크 추출 과정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들[5-7]

간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해 그림 6.의 Lena, Baboon, 

Airplane을 실험 상으로 사용하 다. 기존 방법들은 8비

트 그 이 상을 사용하 으나, 제안한 방법은 24비트 

상의 YUV 컬러 모델에서 Y 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이 8비트 그 이 상을 사용한 것과 같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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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실험 상들 (a) Lena (b) Baboon (c) Airplane

<표 1> JPEG 압축 공격과 공격받지 않았을 때의 PSNR과 TMF 비교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이진 워터마크

에서 실험 상을 사용한다. 워터마크는 그림 5.의 64x64 

크기의 이진 워터마크를 사용한다.

  제안된 방법과 기존 방법들의 성능 비교를 해 두 가

지의 성능 척도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PSNR(Peek 

Signal To Noise Rate)로 워터마크가 삽입되거나 공격받

은 상 의 화질에 한 정량  측정을 식 (7)을 통해

와 비교하여 사용한다. 

  


 














   (7)

 두 번째는 TAF(Tamper Assessment Function)로 추출

된 워터마크의 변조 정도를 식 (8)을 통해 %단 로 측정

하여 사용한다. ⊕는 XOR연산을 뜻한다.

 
 












⊕



×        (8)

표 1은 JPEG 압축 공격에 한 기존 방법들과 제안한 방

법의 강건함을 비교하기 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추

출한 실험 결과를 보여 다. 공격을 가하지 않은 실험 

상과 비교하기 해 JPEG 압축 실험 상의 경우, QF(Q

uality Factor)를 0.7로 조정하여 손실 압축시켜 사용하

다.

 표 1의 결과를 보게 되면, TMF가 0을 나타낸다는 것은

 워터마크의 추출 후 그 변조 정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원래의 워터마크를 100 [%] 추출했다는 것이며, 

PSNR은 값이 증가할수록 화질에 한 성능이 사람 으

로 보기에 더 뛰어남을 뜻한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TAF

가 모두 0에 가깝게 나타난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비교 상인 세 가지 방법에 해서 더 개선된 성능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SN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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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계별 JPEG 압축에 한 TMF 확인  성능 비교

제안한 방법이 제일 뛰어난 결과를 보이진 않으나, 공격

받지 않은 상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이  방

법들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화

질 감소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QF를 단계 으로 조정하면서 JPEG 압축을 진행한 결과

를 표 2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게 되면, QF가 

단계 으로 하락됨에 따라 TMF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Baboon을 제외한 두 개의 

실험 상들 모두 QF 90 [%]에서 60 [%]까지 모두 0이 

나타나 원본 워터마크가 그 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boon의 경우, QF 60 [%]에서부터 TMF값이 상승

함을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제아한 방법을 통해 QF 60

[%]까지 원본 워터마크가 손상 없이 추출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JPEG 압축에 한 워터마크의 강건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을 개선하여 JPEG 압축에 강

건한 DCT 역에서의 CRT 기반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

하 다. 기존 방법에서의 DCT 변환 후 워터마크 삽입 

치 결정은 무작  방법이었으나, DC 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순서 로 삽입하도록 개선하 으며, 

DCT 블록 내 주  역 선택 한 다른 방법을 채택하

여 진행하 다. 한, 워터마크 추출 과정에서는 C 계수를 

고정시키지 않고 조정해가면서 삽입 강도에 맞춰 추출시

키도록 하여 워터마크 추출 성능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

로, 타 실험과는 다르게 YUV 컬러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그 이 상뿐만 아니라 RGB 컬러 상에서의 활용 한 

가능함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해야할 부분은 PSNR 수치를 더 증가시킬 방안

에 한 부분과, JPEG 압축이 아닌 여러 공격에 한 실

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 CRT 기반이 아닌 워터마킹 

방법들과 CRT 기반인 워터마킹 방법들 간의 비교를 진행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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