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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역에서 구성한 부 역간의 트리구조와 공간 역에서의 상 형태 정보를 이용

하여 워터마크의 삽입 치를 결정한 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웨이블릿 역에서 높은 주

수를 가지는 부 역을 다수의 역으로 나 고 각 블록에 한 에 지와 체 에 지의 평균값 등을 이용하여 워터

마킹을 한 후보 역을 얻는다. 한 공간 역에서 얻어진 상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될 후보

역을 구한다. 무작  난수와 웨이블릿 역에서 이웃 웨이블릿 계수간의 계를 이용하여 워터마킹 후보 역 내

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역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을 생성한다. 제안된 워

터마킹 알고리즘은 JPEG과 같은 압축과 블러링, 선명화, 그리고 가우시안 잡음 등의 공격에 해서 우수한 특성을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watermarking technique using the markspace which is selected by tree-structure between the subbands in the 

wavelet domain and feature information in the spatial domain. The watermarking candidate region in the wavelet domain is obtained by the 

markspace selection algorithm divides the highest frequency subband to several segments and calculates theirs energy and the averages value 

of the total energy of the subband. Also the markspace of the spatial domain is obtained by the boundary information of a image. The final 

markspace is selected by the markspaces of the wavelet and spatial domain. The watermark is embedded into the selected markspace using the 

random addresses by LFSR. Finally the watermarking image is generated using the inverse wavelet transform. The proposed watermarking 

algorithm shows the robustness against the attacks such as JPEG, blurring, sharpening, and gaussian nois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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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의 속한 발 으로 유/무선을 통한 디지털 데

이터의 이동  장이 쉽고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

털 데이터는 복제  변조가 쉽고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

이 어렵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배포가 

확산됨에 따라 지 소유권 문제는 이미 오래 부터 

요한 사회  문제 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해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재 많은 연구와 실제  

응용으로의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방식에 비해 주 수 특성과 공간 역의 특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웨이블릿 역의 도입을 통해 워

터마크의 삽입이 더욱 효율 으로 수행 다. 주 수 

역에서의 워터마킹은 주 수 계수를 변화시켜 워터마

크를 삽입하는 것으로 Cox[1]와 Barni[2] 등은 이산코사

인변환을 이용하여 주 수 역의 요한 계수를 추출

해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Ruanidh[3]는 이산푸리에변환을 이용하여 상에 워터

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Zhang[4]과 Lin[5] 

등은 이산웨이블릿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최근 들어서

는 웨이블릿 변환 후 Embedded Zerotree Wavelet(EZW)

을 이용해 부 역들이 가지는 상 도를 이용한 방식들

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6].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먼  웨이블릿 변환 후 생성되는 부 역의 트리구조

에서 고주  역의 에 지 분포에 따라 상 으로 

주  역의 에 지 분포를 측하고 공간 역에서 

상의 형태 정보를 검출한다. 이 두 가지 역에서의 정보

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삽입을 한 부 역내 치를 선

정한다. 그리고 선택된 역에서 비 키와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를 통해서 무작 이고 불규칙

으로 워터마크 상을 삽입한다. 

Ⅱ. 제안한 워터마킹 기법

제안한 워터마킹 방식은 워터마크를 삽입할 치를 

선택하는 과정과 워터마킹을 삽입하는 과정으로 나뉜

다. 워터마크를 삽입할 치를 선택하는 과정은 공간 

역과 주 수 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은 선택된 치에 보안성을 부가하며 워

터마킹을 하는 것이다. 

2.1. 워터마킹 차

웨이블릿 역의 LH1 부 역에서 LH3 부 역의 

요 정보를 갖는 주 수 성분을 측한다. 이것은 두 부

역간의 상 성이 높다는 가정을 기 로 한다. 그리고 

공간 역에서 상 내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상을 

구성하는 형태 정보를 얻는다. 이 두 역에서의 정보

를 바탕으로 워터마킹을 삽입하기 한 역을 선정하

는 것이다. 워터마크는 웨이블릿 역에서 LH3 부 역

에 삽입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그림 2에 도식 으로 

요약하 다. 

주  부 역에서 고주  부 역으로 상 성을 추

하는 방식과 고주  부 역에서 주  부 역으로 

한번의 과정만으로 상 성을 찾아가는 방식 사이에는 

오차가 있다. 그러나 상압축을 한 응용분야와 달리 

이러한 오차는 워터마킹을 한 역선택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크게 요하지 않다. 3- 벨 웨이

블릿 변환 이후에 부 역의 구조를 그림 3에 나타냈다. 

그림 2에서 LH1, HL1,  HH1이 가장 주 수가 높은 부

역들이고 LH3, HL3,  HH3가 가장 주 수가 낮은 역

이다. 한 LL3는 DC 역에 해당한다. 먼  LH1과 LH2

의 상 성을 찾고, LH2와 LH3간의 상 성을 찾아서 한 

번의 갱신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 방법일 것이다. 그러

나 LH1에서 LH2를 건 뛰고 LH3의 상 성을 직  구하

는 것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 다. 

워터마크는 LH3 부 역에 삽입하는 것이라 가정하

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일반 으로 LH3가 공격에 

가장 강인하면서 비가시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인성에 

한 성능은 표 1과 같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1은 500개의 정지 상에 해 리  변

환 후 JPEG 압축의 강도를 조 하면서 각 부 역 별로 

강인성을 살펴 본 것이다. 결과에서 보이듯이 LH3의 부

역이 LL3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인한 특성을 보이고 있

는데 압축율이 높아질수록 LH3 부 역이 더욱 좋은 특

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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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Fig. 1. Proposed watermark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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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웨이블릿 역에서 부 역간의 상 성
Fig. 2. Subband correlation in wavelet domain

표 1. JPEG 압축에 한 부 역별 강인성
Table 1. Subband robustness after JPEG attack

JPEG 

Quality

Error Ratio (%)

LL3 LH3 HL3 HH3

12 0.0 0.0 0.0 0.0

10 0.0 0.0 0.0 0.5

8 0.0 0.3 0.3 20.9

6 0.0 3.6 3.3 34.3

4 2.9 23.8 24.7 55.5

2 l.6 43.0 48.8 69.2

0 36.7 58.2 65.4 76.1

2.2. 워터마킹 삽입 역의 선택

먼 , LH1 부 역을 4×4 크기의 역으로 분할하고 

각 역들을 제곱의 평균, 즉 주 수 역에서의 에 지

를 구한다. 체 상의 크기를 N×M이라하면 LH1의 크

기는 (N/2)×(M/2)이다. 4×4 크기의 역에 한 에 지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Tseg라 명칭하고 이를 임계값

으로 설정한다. 즉, 이 값은 LH1 부 역에서 4×4 단 의 

단  역에 해 구해진 에 지들을 LH1 부 역에 

해 평균을 구한 값이다. 임계값을 스 일링한 후에 각각

의 4×4 역의 에 지값들을 비교하여 웨이블릿 역에

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으로 선택한다. 웨이블릿 역

에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은 (N/8)×(M/8)의 크기이고, 

비트평면(bitplane) 형태이다. 에 지값을 비교하여 비트

평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비교  간단한데 스 일링된 

임계치(αTseg)보다 에 지값이 크면 비트평면의 비트값

을 1로 두고 작다면 비트값을 0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α

는 스 일링 성분에 해당하고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

다. 그림 3에 웨이블릿 역에서 워터마킹 후보 역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흐름도로 정리하 다. 

과정1 : 리프팅을 이용한 3-레벨 웨이블릿 변환

원 영상

과정 2 : 4x4 단위영역 분할 및 단위영역별 에너지 계산

과정 3 : 평균에너지 계산 및 이를 이용한 임계값 설정

웨이블릿 영역에서 

워터마킹 후보영역

과정 4 : 스케일링된 임계값과 단위영역의 에너지 비교

그림 3 워터마킹 역 선택 알고리즘
Fig. 3. Watermarking position selection 

웨이블릿 변환에 의한 주 수 역에서 에 지 분포

에 따라 키를 생성하 는데 이 에 지 분포 매트릭스는 

여러 잡음에 한 특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배경 

무늬 같은 잡음에 의한 키 생성을 막고 공간 역에서의 

Mach 밴드 효과를 이용하고자 경계 검출 알고리즘을 도

입하여 키맵의 생성에 이용한다. 즉,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 공간 역에서 HVS를 이용하여 워터마킹 후보 역

을 결정하는 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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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잡음, 즉 상의 시각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고주  성분을 경계로 검출하여 그 부분에 한 

웨이블릿 역에서의 워터마킹을 수행한다면 DFT  

DCT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압축하는 것과 같은 주

수 제거를 통한 상 압축 공격을 했을 경우에 불필요

한 고주  성분의 제거와 함께 워터마크도 제거되어 

공격에 매우 약한 특성을 보일 것이다. 즉, 공간 역에

서의 경계 정보를 주 수 역으로 도입하기 해서

는 일차 으로 잡음이 제거된 상태에서 경계 정보가 

추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캐니 마스크를 도입하

여 워터마크 삽입을 한 경계 검출 알고리즘으로 이

용한다. 

공간 역에서 워터마킹 상 역을 선정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 먼 , 가우시안 마스크를 이용해서 잡음

을 제거하고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경계를 찾아낸다. 그

리고 미리 구해진 임계값을 이용해서 경계정보를 나타

내는 이진 상을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경계를 한 임

계값으로 110을 사용하 다. 이 값은 반복 인 실험을 

통해 가장 정확한 경계정보를 찾아내는 값으로 정했다. 

다음으로 이진 상을 8×8 크기의 단 역으로 나  후

에 단 역 내에 1의 값을 가지는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 그리고 1의 개수와 경계개수 임계값()과의 비

교를 통해서 단 역 내에 얼마만큼의 경계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지를 구한다. 1의 개수가 보다 많다면 

비트 1로 설정하고, 그 지 않다면 비트 0으로 설정한다. 

이 비트를 모아서 비트평면을 구성하고, 이를 공간 역

에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이라 한다. 공간 역에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도 LH3와 동일한 (N/8)×(M/8)의 크기

를 갖는다. 그림 4에 워터마킹 후보 역을 선정하는 알

고리즘을 간략히 요약하 다. 

(N/8)×(M/8)의 동일한 크기를 갖는 웨이블릿 역에

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과 공간 역에서의 워터마킹 

후보 역은 각각 비트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후보 역을 논리곱을 통해서 최종 인 워터마킹 

후보 역을 구한다. 원 상의 크기가 512×512이라면 

워터마크가 삽입될 역인 LH3의 크기는 64×64이다. 

이 역은 4096개의 웨이블릿 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4096개의 계수에 1024개의 화소로 구성된 32×32의 크

기를 가지는 이진 상을 워터마크로 삽입한다. 삽입될 

역보다 워터마크로 사용되는 정보가 4배 크지만 워

터마크 에서 실제로 유효 워터마크에 해당하는 것은 

10%에서 30%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효 워터마크 

비 삽입 역의 크기는 약 2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정 1 : 가우시안 컨벌루션에 의한 노이즈 제거

원 영상

과정 2 : 소벨 필터에 의한 경계 검출

과정 3 : 경계정보를 갖는 이진영상 생성

공간영역에서의 

워터마킹 후보영역

과정 4 : 8x8 크기의 단위영역 분할 및 경계정보 카운팅

과정 5 : 임계치를 이용한 경계 레벨의 결정 

그림 4. 공간 역에서 워터마킹 역 선택알고리즘
Fig. 4. Watermarking position selection in spatial 

domain

2.3. 워터마크의 삽입과 추출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이 에 워터마크의 보호를 

한 방법으로 워터마크를 암호화하거나 해쉬함수(Hash 

function) 등을 이용해서 그 입력을 추 할 수 없는 데이

터 형태로 압축 혹은 변형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LFSR

을 이용해서 간단히 워터마크의 치를 치환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LFSR을 이용한 워터마크의 치환은 3

개의 4비트 크기의 LFSR을 사용한다. LFSR의 병렬 출력

을 이용하여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무작  주소를 생성

하는 방식으로 워터마크를 모두 치환한다. LFSR을 이용

한 워터마크 치환방식을 그림 5에 나타냈다.

워터마크

X축  주소

Y
축

 주
소

LFSR 1LFSR 2LFSR 3

암호키

그림 5. LFSR을 이용한 무작  주소발생
Fig. 5. Random address generation using LF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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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워터마킹 후보 역의 비트평면과 암호화된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하고 역 리  

과정을 거쳐 워터마킹 과정이 완료된다. 워터마킹은 L

H3 부 역에서 용이 된다. 워터마크는 0에서 255의 

값을 갖는 회색 상이고, 크기는 (N/16)×(N/16)이다. 앞

서 설명한 것과 같이 크기만 비교한다면 LH3 부 역의 

약 25%의 크기만큼 워터마킹이 삽입되는 것으로 측

할 수 있지만 유효 워터마크 개수를 고려하면 5% 정도

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워터마킹의 삽입

은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논리곱을 나타내고 는 워터마크의 강

인성을 나타내는 스 일링 성분으로 상에 따라서 2에

서 15사이의 값을 갖는다. k(i,j)는 워터마킹 후보 역을 

나타내는데 값이 1이면 워터마크가 삽입되고 0이면 삽

입되지 않는다. W(i,j)는 워터마크인데 값에 따라서 값을 

더하거나 빼는 동작이 수행된다. 워터마크가 모두 삽입

된 상은 역 리  변환을 통해서 공간 역의 상으

로 복원되고 워터마킹 과정은 완료된다.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수행된다. 리 을 이용해서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한 후 LH3 부 역의 계수와 원래 상의 웨이블릿 

변환 계수와의 차를 취한다. 그리고 워터마킹 후보 역

에 한 정보와 LFSR 기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워터마

크를 추출한다. 워터마크 추출과정을 그림 6에 나타냈

다. W'(i,j)가 추출된 워터마크에 해당한다.

그림 6. 워터마크 추출방식
Fig 6. Watermark extraction

Ⅲ.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C++언어를 이용하여 구 하여 

실험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상은 500개의 512×512 크

기의 상이다. 워터마크는 LFSR을 이용해서 발생된 랜

덤 시 스를 사용하 고 LFSR의 입력키는 0x12345678

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JPEG 압축을 비롯하여 

Blurring, sharpening, 그리고 가우시안 노이즈와 같은 공

격을 용하 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의 질을 찰하기 해서 

PSNR(Peack Signal-to-Noise Ratio)를 사용하 다. 추출

된 워터마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유효한 워터마

크에 해 NC(Normalized correlation)를 사용하 다. 

표 2는 의 값이 8인 경우에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

에 공격을 가하여 상의 PSNR과 추출된 워터마크의 

NC를 구한 결과이다.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공

격에 해서 워터마크가 잘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공격에 한 강인성 결과
Table 2. Robustness result after attack

Attack PSNR NC

JPEG

Quality

12 44.78 1

8 43.85 1

4 41.29 1

0 38.97 1

  Week Blur 36.29 1

  Strong Blur 36.29 1

  Week Sharpen 35.28 1

  Strong Sharpen 34.99 0.99

  Gaussian Noise 10% 34.41 0.96

  Gaussian Noise 20% 29.67 0.87

  Week Sharpen+Blur 37.73 0.96

  Strong Shapen+Blur 34.66 0.97

그림 7에서 표 으로 Lena 상에서 값이 16의 경

우에 해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을 나타내고 있다. 

값이 16인 경우에는 시각 으로 워터마크에 의한 상

의 왜곡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각 으로 찰할 

때 값이 15정도부터 시각 으로 왜곡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에 따라서 조 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값은 15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당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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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듬의 성능 확인을 해 [6]

에서 수행한 다양한 공격 수행결과  본 논문에서 수행

한 공격방식과 일치하는 JPEG 압축과 Sharpening을 선

택하여 비교하 다. JPEG 공격은 JPEG Quality 12~0까

지 수행하 고 이 수는 약 1.3:1~15:1 정도의 압축률을 의

미한다. Sharpening은 포토샵에서 1회 수행한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듬은 

[6]의 결과와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a)                   (b)

그림 7. 워터마크 삽입 (a) 원 상 (b) =16
Fig. 7. Watermarking image (a) original (b) =16

표 3. 제안한 기법과 [12]의 비교
Table 3. Comparison with [12]

Attacks [12]'s Proposed

JPEG Quality

12 1 1

8 1 1

4 1 0.98

0 1 0.95

Strong Sharpen 0.99 0.99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웨이블릿 역에 구성된 부 역 구조

와 공간 역에서의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역을 결정한 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 먼  고주  성분의 부 역에서 

주  성분을 갖는 부 역으로 요 주 수 역을 측

하 다. 주 수 역에서 구해진 에 지 특성에 공간 

역에서 얻어진 상의 경계 정보를 더하여 최종 인 

워터마크가 삽입될 역을 선정하 다. 워터마크는 

LFSR을 이용하여 발생된 무작 인 주소로 치환된 후

에 웨이블릿 역 내의 선정 역에 삽입된다. 최종 으

로 역 웨이블릿 변환을 취함으로써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을 생성한다. 제안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JPEG과 

Blurring, Sharpening, 그리고 가우시안(Gaussian) 잡음 

등의 공격에 해서도 기존의 방식들에 비해 좋은 특성

을 보인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여러 공격에 해 강인

성을 가지면서도 비가시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워터마크 기법은 일반 인 상처리 공격에 해 강

인성을 가짐으로써 상을 다루는 분야에서 작권 보

호나 소유권 인증 등의 응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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