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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생성  획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상 콘텐츠인 디지털 홀로그램을 

한 디지털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디지털 홀로그램의 Fresnel 변환 역에

서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작권을 보호하는 기법이다. 실험결과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디지털 홀로그램과 

홀로그래픽 복원 상 모두에서 악의 인 공격들에 해 상당히 높은 비가시성을 보 다. 한, 부분의 공격들에 

해 매우 강한 내성(강인성)을 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지털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디지털 홀로그램

의 워터마킹 연구에 좋은 기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a digital watermarking algorithm for a digital hologram which is the most valuable image content. It is highly 

necessary to protect the ownership of a digital hologram. This paper introduces a watermarking scheme, a method to protect the ownership of 

digital holograms using the Fresnel transform domain data as the ones to be watermarked. Experiment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scheme was very imperceptible in the digital hologram and in the reconstructed holographic image. Also, they showed quite strong resistance 

to most of the attacks.  we expect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can be the basis for further research on the digital watermarking for  digital 

hol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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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은 입체 상 디스 이에서부터 고 도 

메모리 기술, 빛을 이용한 고속 병렬연산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 되고 있다. 반도체 기술이 

디지털 명의 모태가 된 것처럼 홀로그래피는 차세

 디스 이분야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홀로그래피는 1940년  에 제안된 이후 3차원 정보

를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심

을 끌어왔다. 하지만 아날로그 필름 형태로 장  유통

이 되던 기존의 홀로그래피는 화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 은 홀로그램을 생성, 획득, 장, 처

리, 표 (디스 이)하는 장치가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차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에 특정 데이

터(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실제로 사용할 때는 워터마크

가 삽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고(imperceptability, 비가

시성), 워터마크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변경하기 한 공

격이 가해졌을 경우 그 공격에 한 강인성(robustness)

을 가지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제작, 유통과정에서 상당한 자원이 소

모되는 고부가가치 콘텐츠[1,2]인 디지털 홀로그램의 소

유권을 보호하기 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디지털 홀로그램을 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국

[2], 미국[3], 한국[4] 등에서 일부 연구 에 의해 연구되

고는 있지만, 부분 학기법들을 이용한 워터마킹 기

술에 편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디지털 홀

로그램의 복원 역(Fresnel 역, Fresnel 변환)에서의 워

터마킹하는 기법으로, 디지털 홀로그램을 넬 변환

(Fresnel Transform)을 통해 복원 역으로 변환한 후 여

기서 워터마크의 삽입 치를 결정하여 워터마킹을 수

행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CGH(Computer-Generated Hologram) 

기법으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후 압축  잡음첨가와 같은 공격을 

수행하여 복원 역에서의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강인성

을 검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resnel 변

환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Fresnel 역에서의 주

수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제로 디

지털 홀로그램에 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한 알

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Fresnel 변환

Fresnel 변환은 동의 Fresnel 회 (Fresnel diffraction)

의 기술이 도입된 변환으로, 그림 1에서 보이고 있는 것

처럼 입력공간과 출력공간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정변

환(Fresnel transform, FT)과 역변환(Inverse Fresnel 

transform, IFT)이 가능하다. 

그림 1. Fresnel 변환 모델
Fig. 1 Model of Fresnel transform

Fresnel 변환 E(x,y,z)는 다음과 같은 식 (1)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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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mpulse 응답 h(x,y,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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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Fresnel 변환은 다음의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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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입력공간의 좌표, x, y는 출력공간의 

좌표를 의미한다. z는 입력공간에서 출력공간까지의 거

리, �는 주 수를 의미한다.

식 (3)을 이용해 디지털 홀로그램을 Fresnel 변환한 

결과를 그림 2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2(a)는 CGH 기법

으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 그림 2(b)는 Fresnel 변환 

후 얻은 실수부, 그림 2(c)는 허수부, 2(d)는 (b),(c)를 이

용해 생성한  값 상이다. 이 상들은 모두 시각

인 측을 해 주 수 값들을 0~255 사이의 값들로 

재조정(normalization)한 결과들이다. 그림 2의 (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resnel 역에서는 복원객체의 모양

이 시각 으로 별 가능할 정도로 뚜렷하기 때문에 일

반 상과 유사한 방법으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개발

한 후 용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림 3에서는 표 인 

자연 상인 Lena와 그림 2(d)의 값 상의 화소분

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a)에서 보이고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은 인 화소간의 상 도가 매우 낮은 잡음과 

유사한 형태 지만, 그림 3(b)를 보면 인 화소들 간의 

상 도가 2(a)에 비해 높아진 것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Ⅲ. 제안한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Fresnel 역에서의 

주 수 특성을 분석한 후 디지털 홀로그램의 특성이 

히 반 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1. Fresnel 역에서의 특성분석

디지털 홀로그램의 Fresnel 역에서의 주 수 특성 

분석순서를 그림 4에서 보이고 있다. CGH 기법으로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을 FT 후 주 수 공간에서 

Cloud, DC, Object의 세 역을 선정하 다. 이처럼 주

수 공간에서 세 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디지털 홀

로그램을 FT하 을 경우 주 수 공간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타 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역

이 존재한다. 

  

(a)                     (b)

  

(c)                     (d)

그림 2. 디지털 홀로그램의 Fresnel 변환 결과
(a) 디지털 홀로그램 (b) 실수부 (c) 허수부
(d) (b)와 (c)를 이용해 생성한 값 상

Fig. 2 Results of Fresnel transform of digital hologram
(a) digital hologram (b) Real (c) Imaginary 
(d) Absolute value of real and imaginary

  

(a)                     (b)

그림 3. 자연 상과 값 상의 화소분포
(grid 크기=32); (a) lena의 화소분포도 
(b) 값 상의 화소분포도

Fig. 3 Pixel distribution of natural image and digital 
hologram(grid size=32); (a) pixel distribution of Lena, 

(b) pixel distribution of Fig. 2(d) 

이 역의 값들을 임의로 조작한 후 IFT하여 복원된 

디지털 홀로그램에 미칠 향을 분석하기 함이다. 

Fresnel 역에서의 데이터 조작은 다음의 식 (4)와 같이 



디지털 홀로그램을 한 Fresnel 변환 기반의 디지털 워터마킹 알고리즘

1043

수행한다. 

f'(u,v)=f(u,v)*�     (4)

여기서 f는 원본 주 수 계수 값, f'은 변형된 주 수 

계수 값을 의미하고, �값은 0, 0.01, 0.1, 0.5, 2, 4, 8로 한

다. 

각 역별로 식 (4)와 같이 가 치를 변경하여 주

수 값들을 조작한 후 IFT를 수행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으로 변환한다. 그 후 홀로그래픽 복원 상으로 재생

하여 시각 인 특성  객 인 화질열화 정도를 측

정한다.

그림 4. 디지털 홀로그램의 주 수 특성분석 순서
Fig. 4 Analysis procedure in frequency domain of 

digital hologram 

Region 1: Cloud

Region 2: DC

Region 3: Objcet

그림 5. FT후 주 수공간에서의 역 설정
Fig. 5 Three region in Fresnel domain   

표 1에서 세 역의 가 치를 변경해가며 홀로그래픽 

복원 상의 화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역 에서 ‘DC’ 역의 계수 값

의 변화가 복원화질에 많은 향을 주었고, ‘Cloud’와 

‘Object’ 역의 계수 값은 상 으로 덜 민감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치의 경우 원래의 주 수 계수 

값 보다 더 큰 값으로 변경할 경우 복원화질에 많은 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에서는 역별로 

가 치를 조 해가며 계수 값들을 조작한 후 복원한 홀

로그래픽 복원 상의 를 보이고 있다. 그림 6에서는 

조작하지 않은 원본 상과 ‘Cloud' 역에서 가 치를 

‘0.5’로 두고 조작한 후 복원한 상을 로 들어 보이고 

있다.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디지털 홀로그램의 Fresnel 

역에서 주 수 계수 값들을 조작할 경우 DC 역보다는 

Cloud나 Object 역의 계수 값들을 조작하는 것이 시각

인 화질열화를 여  가능성이 커 보 다. 한 계수 

값의 조작 범 는 원본 값을 기 으로 0.5배 내외가 

할 것으로 보인다.  

Weight
(� )

Region

Cloud DC Object Average

0 23.53 14.77 23.50 20.60

0.01 23.61 14.82 23.59 20.67

0.1 24.43 15.29 24.44 21.39

0.5 29.55 18.44 29.67 25.89

2 24.08 13.32 24.24 20.54

4 17.49 14.13 17.56 16.39

8 15.32 14.39 15.35 15.02

Average 22.57 15.02 22.62 20.07

표 1. 가 치에 따른 PSNR 값 
Table. 1 PSNR values according to change 

of weight

3.2.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Fresnel 역에서의 워터마킹 

순서를 그림 7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7에서 실선으로 

된 화살표는 워터마크 삽입 순서, 선으로 된 화살표

는 워터마크 추출 순서를 의미한다. 워터마크 삽입순

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Fresnel 변환한 후 실수부와 

허수부의 데이터를 이용해 워터마크 삽입좌표를 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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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계수 값 조작 후 복원한 상의 
(a) 원본 (b) Cloud = ‘0.5’

Fig. 6 Example of holographic reconstruction 
image after artificial manipulation
(a) original (b) Cloud = ‘0.5’

선정된 좌표정보를 이용해 실수부와 허수부 데이터

에 각각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역 Fresnel 변환을 수행

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얻는다. 

워터마크 추출순서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홀로

그램을 Fresnel  변환한 후 삽입좌표에서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그림 7.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Fig. 7 Proposed watermarking algorithm

Ⅳ. 실험결과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그림 

8(a)와 같은 깊이정보를 이용해 CGH 기법으로 그림 8(b)

와 같은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 다. 생성한 디지털 

홀로그램에 그림 8(c)와 같은 워터마크를 제안한 알고리

즘에 따라 삽입하 다. 워터마크는 추출 시 시각 인 확

인을 해 특정 로고가 새겨진 32×32(1,024개) 크기의 이

진 상을 사용하 다. 

   

(a)                (b)              (c)

 
그림 8. 실험 상의 

(a) 깊이정보 (b) 디지털 홀로그램 (c) 워터마크(32x32)
Fig. 8 Example of experimental images

(a) depth-map (b) digital hologram (c) watermark(32x32)

제안한 워터마킹 기법들의 비가시성과 강인성을 검

증하기 해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상으로 JPEG/JP2K 압축, 가우시안 잡음첨가, 자름

(cropping), 선명화(sharpening), 몽롱화(blurring) 공격을 

수행하 다. 

표 2에서는 6가지 공격을 수행한 후 추출한 워터마크

와 원본 워터마크를 비교하여 에러율을 보이고 있다. 6

가지 공격은 모두 Photoshop CS에서 수행하 다. 워터마

킹된 디지털 홀로그램을 상으로 JPEG 압축은 Quality 

12부터 0까지 압축하 다. 한, 가우시안 잡음은 최  

60%까지 첨가하 다. 추출결과 JPEG압축에 해서는 

삽입한 워터마크가 100%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가우시안 잡음첨가 공격의 경우 잡음첨가 비율 40%

까지는 100% 추출되었고 최  60%의 잡음첨가에서는 

4% 미만의 추출 에러율을 보 다. 이  연구결과[1,5,6]

에서는 10%의 가우시안 잡음을 첨가할 경우 워터마크 

추출율이 90%이하로 측정되었다. 이외의 공격에 해

서는 삽입한 워터마크가 100%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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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지털 홀로그램의 

복원 역에서의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추후 서비스 과

정에서 상되는 다양한 공격들에 해 상당히 높은 수

의 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ttack Error rates (%)

JPEG

quality

12 0

10 0

8 0

6 0

4 0

2 0

0 0

JP2K

compression

ratio

10 0

50 0

100 0

Gaussian noise 

addition (%)

5 0

10 0

15 0

40 0

50 0.87

60 3.71

Cropping (25%) 13.8

Sharpening 0

Blurring 0

표 2. 워터마킹 결과
Table. 2 Result of watermarking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복원 역

(Fresnel domain)에서의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디지털 홀로그램

을 Fresnel 변환한 후 얻어지는 실수부와 허수부 데이

터를 이용해  값 상을 생성하고, 여기서 워터마

크 삽입을 한 좌표를 선정한 후 실수부와 허수부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워터마크

를 삽입한 후 압축, 잡음첨가 등의 공격을 수행하여 본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검증해 보았다. 실험

결과 JPEG과 JPEG 2000 압축공격에 해서는 매우 강

인한 특성을 보 고, 가우시안 잡음첨가 공격의 경우 

40%의 잡음 첨가에서도 100% 삽입한 워터마크가 추

출되는 결과를 보 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홀

로그램의 25%를 잘라내는 공격에서는 삽입한 워터마

크의 86.2%만을 추출하는 결과를 보여 원본 데이터의 

일부가 소실되는 공격에는 상 으로 취약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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