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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Cover image에 데이터를 임베딩 하여 stego-image를 생성하고, stego-image로부터 cover image를 손실 없이 복원하며 

임베딩 된 데이터를 손실 없이 복원할 수 있는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의 성능을 개선하는 효율 인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의 임베딩 된 데이터 크기는 이 의 기법에 비하여 더 크고, stego-image의 PSNR값은 48dB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 보장된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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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 은닉(data hiding) 기법은 이미지(image) 혹
은 비디오 스트림(video stream) 등의 cover image에 

특정한 정보를 갖는 데이터(data)를 비가시성을 갖도

록 임베딩(embedding)하여 stego-image를 생성하는 기

법이다(Zeng, 1998). 가역 데이터 은닉 기법(reversible 
data hiding algorithm)은 cover image에 데이터를 임베

딩하여 stego- image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임베딩 된 
stego-image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cover image
를 손실 없이 복원하게 된다. 비 통신(covert com-
munication)이나 인증(authentication) 등의 응용에서

는 은닉된 데이터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요한 

요구조건이다. 
통 인 데이터 은닉 기법에서는 데이터 임베딩 과

정에서 cover image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 stego- 
image로부터 데이터를 추출(extraction)한 후에 원래의 

cover image를 완 하게 복원 할 수 없는 비가역 인

(irreversible) 특성을 갖게 된다(Huang et al., 2000).
이러한 비가역 인 특성은 의료, 군사 등의 분야에서

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역 (reversible)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역  특성을 갖는 다양

한 데이터 은닉기법들이 제안되었다(Celik et al., 2002; 
Chang et al., 2007; Chang et al., 2006; Fallahpour and 
Sedaaghi, 2007; Goljan et al., 2001; Hwang et al., 
2007; Lee et al., 2004; Li et al., 2010; Ni et al., 2006; 
Tian, 2003; Tseng and Hsieh, 2008)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이동을 이용한 가역 데이터 
은닉 기법에 리 사용되고 있는 Ni 기법(Ni et al., 2006).
에서 임베딩 되는 데이터를 더욱 증가시켜 cover image
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은닉할 수 있는 효과 인 기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Ni 기법이 

제2장에 기술되어 있고, 제3장에 제안된 기법을 기술

하 다. 제4장에 실험결과와 분석 결과를 기술하 으

며, 제5장에 결론을 기술하 다.   

2. 관련 연구

Ni 등은 512×512크기의 gray scale image에 많은 

데이터를 임베딩 할 수 있는 가역 데이터 은닉 기법을 

제안하 다. Ni 등이 제안한 가역  데이터 은닉기법

에서는 상의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조사한 후, 히스

토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임베딩 한다. Fig. 
2-1은 512×512크기를 갖는 Lenna gray scale 상의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 값이 최 가 되는 최

(peak point)과 히스토그램 값이 0인 제로 (zero 
point)을 찾는다.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153) 
= 2,859이 되어 최 은 153이고, 0 = h(255)이 되어 

최소 은 255이다. 즉, 최 은 가장 높은 빈도수

(2,859)를 갖는 픽셀 값이 되고, 최소 은 빈도수가 0인 

픽셀 값이 된다. 여기서 h(a)는 픽셀 값이 a인 픽셀들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Fig. 2-1. Histogram of Lenna Image

Ni 기법에서의 data embedding 차는 Fig. 2-2와 

같다.
단계 1: 주어진 상(cover image)에서 최 과 제로 의 

값을 찾는다(최  = 153, 제로  = 255).
단계 2: 상을 스캔하여 픽셀 값이 154부터 254까지의 값

을 갖는 경우에는 픽셀 값을 1을 증가시키고 이를 

stego-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한다. 
단계 3: 픽셀 값이 153인 경우에는 임베딩 할 데이터 시

스(data sequence)를 체크하여 데이터가 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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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픽셀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1인 경우에는 픽

셀 값을 1증가 시킨다. 그 후 이를 stego-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한다. 
Fig. 2-2. Embedding Process of Ni. Scheme

Ni 기법의 세 단계를 수행한 후에 생성된 stego- 
image에 한 히스토그램이 Fig. 2-3에 나타나 있으

며, 원래의 최 (peak point)이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단계 3에서 embedding할 데이터 시

스에 따라 최 에 해당되는 픽셀 값을 히 변

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기법에서의 최  데이터 은닉 

양은 최 의 빈도수(2,859)와 동일한 2,859비트가 

된다. 

Fig. 2-3. Histogram After Embedding

stego-image로부터 기  데이터인 데이터 시 스를 

추출하고 원래의 cover image를 추출하는 것은 em-
bedding 과정의 역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do{
   stego-image의 픽셀 값 스캔;
   if(스캔한 픽셀 값==153)
      픽셀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를 복원하는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추출된 데이터 비

트를 0으로 함. 
   else if(스캔한 픽셀 값==154)
      픽셀 값을 1감소시킨 후 이를 복원하는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추출되는 데이터 

비트를 1로 함. 

   else if(155<=스캔한 픽셀 값<=255)
      픽셀 값을 1을 감소시켜 복원하는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 while(모든 픽셀 스캔 != 완료);

Fig. 2-4. Data Extraction Process of Ni

의 차에 따라 stego-image로부터 복원된 cover 
image는 원래의 cover image와 동일하고 추출된 데이터 

시 스도 원래의 데이터 시 스와 동일하게 된다. 
Fig. 2-2에 나타난 Ni 기법에 따라 data embedding

을 수행하게 되면, 최 에 해당되는 픽셀들의 값이 

데이터 시 스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어, stego-image
는 cover image와 조  다르게 변형되게 되어 stego-
image의 화질이 하 되게 된다.  cover image에 한 

stego-image의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값
은 식 (1)과 같이 된다. 식 (1)에서 계산된 PSNR값은 

MSE(Mean Square Error)가 1인 경우, 즉 stego-image
의 모든 픽셀 값이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과 1만큼

씩 차이가 날 경우에 계산된 값이므로 PSNR값의 하한 

값이 된다. 실제 으로 Fig. 2-2의 Ni 기법으로 데이터 

임베딩을 하게 되면 데이터 시 스가 0과 1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MSE는 1보다 조  작아지게 되어 PSNR값이 

48.13dB보다 조  더 커지게 된다.  

PSNR = 10×log10((2552)/MSE) = 48.13dB     (1)

3. 제안 기법

제안된 기법에서는 Ni 기법에서 임베딩하는 데이터

의 양을 증가시키기 하여 데이터 시 스에 있는 데

이터들을 허 만 코딩기법을 용하여 임베딩데이터

를 압축하되, 허 만 테이블의 정보를 최 으로 구성

하는 기법을 설계하여 cover image에 장하는 기법

을 사용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cover image의 히스토그램을 조사

하여 히스토그램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의 제로 

과 최 을 각각 구한다. 512×512크기의 Lenna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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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왼쪽 부분에서의 최소 과 

최 은 각각 0(h(33) = 0), 153(h(153 = 2,859)이다.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부분에서의 최 과 제로 은 

각각 154(h(154) = 2,842), 248(h(248) = 0)이다. 
히스토그램의 왼쪽 부분에서의 제로 과 오른쪽 부분에

서의 제로 은 양 최  가까이에 있는, 히스토그램 

값이 0이 되는 곳을 제로 으로 취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최  임베딩 되는 데이터 비트

의 수는 왼쪽 부분의 최 에서의 빈도수와 오른 쪽 

부분의 최 에서의 빈도수의 합이 된다.  본 논문에

서는 히스토그램의 왼쪽 부분에서의 제로 과 최

에 해당되는 픽셀 값을 각각 Lmin, Lmax로 표시하

고 히스토그램의 오른쪽 부분에서의 최 과 제로 

에 해당되는 픽셀 값을 각각 Rmax, Rmin으로 표시

한다. 따라서 512×512크기의 Lenna gray scale 상

의 경우에는 Lmin = 33, Lmax = 153, Rmax = 
154, Rmin = 248이 된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원본 데이터 시 스에 있는 

ASCII 문자들의 빈도수를 조사하여 허 만 코드를 생

성한다. 허 만 코드 테이블 정보를 최 화하여 장

하는 기법을 설계하여 cover image에 장한 후, 허
만 코드를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 시 스에 한 압

축된 데이터 시 스를 생성한 후 압축된 데이터 시

스를 임베딩 한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 시 스에 있는 

ASCII 문자의 8비트를 임베딩하지 않고 허 만 코드

를 사용하여 임베딩하기 때문에 cover image에 임베

딩 되는 문자수를 크게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 시 스는 본 논문의 

abstract를 사용하 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허 만 코

드 정보를 최 으로 임베딩하기 하여 Fig. 3-1과 같

이 최 의 헤더 구조를 설계하여 헤더를 구성한 후, 
이를 cover image에 임베딩 한다. 

단문에 포함되는 ASCII 문자의 종류는 일반 으로 

8개 이상이다. 따라서 생성되는 허 만 코드가 8개 이

상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효과 으로 반 하기 하

여 허 만 코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7비트로 구성된 

head의 첫 번째 필드는 –8이 바이어스 된 값으로 표

된다. 첫 번째 필드의 값에서 바이어스 값(-8)을 빼

주면 실제 허 만 코드의 개수가 되므로 8∼135개의 

허 만 코드 개수를 나타낼 수 있어 허 만 코드의 개

수 정보를 효과 으로 장할 수 있다.
7비트로 구성된 head의 두 번째 필드에 장되는 

ASCII코드는 8비트의 ASCII코드 에서 특수 목 으

로 사용되는 최상  비트(MSB)를 제외한 하  7비트

를 장한다.  
2비트로 구성된 세 번째 필드에는 두 번째 필드에 

장된 ASCII 문자에 해당되는 허 만 코드의 길이가 

장된다. 일반 인 문 text에서 SP(space)의 빈도수

가 가장 크며 일반 으로 15%∼35%가 된다. 따라서 

SP에 한 허 만 코드가 가장 짧은 길이를 갖게 된

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8개의 ASCII 문자로 구성되는 

허 만 코드는 최소 2비트 이상이 된다. 이러한 특성

을 효과 으로 반 하기 하여 헤드에 빈도수가 큰 

순으로 ASCII 문자를 차례로 장하고, ASCII 문자

에 한 허 만 코드 길이를 나타내는 세 번째 필드는 

-2 바이어스 된 값으로 표 되는 2비트로 구성한다. 
따라서 head에 장되는 첫 번째 ASCII  문자에 한 

허 만 코드 길이를 나타내는 세 번째 필드는 2∼5 
사이의 허 만 코드 길이를 나타낼 수 있어 효과 으

로 허 만코드의 길이 정보를 장할 수 있다.
네 번째 필드에는 ASCII 문자의 허 만 코드가 

장된다. 장되는 ASCII 문자의 허 만 코드의 비트수

는 세 번째 필드에 지정된 길이에 해당하는 비트수가 

된다. 즉, 세 번째 필드가 01인 경우에는 3비트의 허

만 코드가 장된다. 
헤더의 두 번째 필드부터 네 번째 필드가 반복되어 

나머지 head를 구성한다. 허 만 코드의 특성상 최  

빈도를 갖는 문자는 가장 짧은 길이의 허 만 코드로 

생성되고, 최소 빈도를 갖는 문자는 가장 긴 길이의 

허 만 코드로 생성된다. 길이가 짧은 순으로 허 만 

코드를 배열하면 인 한 허 만 코드사이의 길이 차

이는 1비트 이내가 된다. 이러한 성질을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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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하여 헤더에 나타나는 두 번째의 문자부

터 마지막 문자까지의 허 만 코드 길이를 나타내는 

필드인 6, 9, 12, …번째의 필드 길이는 1비트로 하여 

허 만 코드의 길이를 나타낸다. 즉, 6번째 필드가 0
인 경우는 재의 문자에 해당하는 허 만 코드 길이

는 바로 에 장되어 있는 첫 번째 허 만 코드의 

길이와 동일하고, 6번째 필드가 1인 경우는 재의 문

자에 해당하는 허 만 코드 길이는 첫 번째 허 만 코

드의 길이보다 1비트 더 길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문

자부터 마지막 문자까지의 허 만 코드길이를 나타내

는 6, 9, 12, … 번째의 필드를 1비트로 구성하면 허

만 코드의 길이를 최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안된 기법에서는 cover image에 Fig. 3-1의 헤더를 

먼  임베딩하고 허 만 코드에 따라 input text의 각 

문자에 한 허 만 코드로 구성된 Fig. 3-2의 body를 

차례 로 임베딩 하여 stego-image를 생성한다. 제안기

법에서 input text는 본 논문의 abstract를 사용하 다. 

코드
개수

7bit

ASCII
코드

7bit

코드
길이

2bit

코드

nbit
8+n

bit

…
8+n

bit

Fig. 3-1. Head Used in the Proposed Algorithm

첫 문자의
허 만 코드

…
마지막 문자의

허 만 코드   
Fig. 3-2. Body

제안된 기법의 data embedding procedure와 data 
extraction procedure는 각각 Fig. 3-3, Fig. 3-4와 같다. 

단계 1: 임베딩 할 데이터 시 스에 있는 ASCII 문자의 

빈도수 조사

단계 2: 각 문자에 한 허 만코드 생성 

단계 3: 제안된 방법에 따라 cover image에 삽입할 헤더

(head) 생성 

단계 4: 주어진 상(cover image)에서 좌측에서의 제로 

(h(33) = 0)과 최 (h(153) = 2,859), 우
측에서의 최 (h(154) = 2,842)과 제로

(h(248) = 0)에 조사

단계 6: h = 0 ; b = 0;
  do{
     cover image의 픽셀 값 스캔;
     if(Lmin< 스캔 값<Lmax)
       cover image의 픽셀 값을 1 감소시켜 

stego-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else if(스캔 값==Lmax)
       {if(h<headLength){
         head[h]의 데이터를 체크 하여 0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1 감소시키고, 1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변화

시키지 않음;
결과를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i++;
       }
     else {
       b%=bodyLength; 
         body[b]의 데이터를 체크하여 0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1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1 감소시킴; 
결과를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b++; 
       }
     else if(Rmax<스캔 값<Rmin)
       cover image의 픽셀 값을 1증가 시켜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else if(스캔 값==Rmax) {
       if(h<headLength){          
         head[h]의 데이터를 체크하여 0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1 증가시키고, 1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변화

시키지 않음; 
결과를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i++;
       }
     else {
       body[b]의 데이터를 체크하여 0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1인 경우에는 픽셀 값을 

1증가; 
결과를 stego-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k++;
      }
    }  
  } while(모든 픽셀 스캔 != 완료);

Fig. 3-3. Data Embed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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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h=0;  b=0;  s=0;
  do{
     cover image의 픽셀 값 스캔;
     if(Lmin<=스캔 값<=Lmax-2)
       cover image의 픽셀 값을 1 증가 시켜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else if(스캔 값 == Lmax-1){ 
       픽셀 값을 1 증가시킨 후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if(i<headLength) { 
         head[h]=0; h++; 
       }
       else {  
            sequence[b]=0; b++; 
       }
     }
     else if(스캔 값==Lmax) { 
       픽셀 값을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if(i<headLength) { 
         head[h]=0; h++; 
       }
       else { 
            sequence[b]=0; b++; 
       }
     }
     else if(Rmax+2<=값<=Rmin)
       cover image의 픽셀 값을 1감소시켜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else if(스캔 값==Rmax+1){ 
       픽셀 값을 1 감소시킨 후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if(i<headLength) {
         head[i]=0; i++; 
       }
       else {  
            sequence[k]=0; k++; 
       }
     }
     else if(스캔 값==Rmax){ 
       픽셀 값을 cover image의 해당 픽셀 값으로 함 ;
       if(i<headLength) { 
         head[i]=0; i++; 
       }
       else {  
            sequence[k]=0; k++; 
       }

     }
  } while(모든 픽셀 스캔 != 완료);
단계 2: head 정보를 이용하여 허 만 코드 테이블 구성;
단계 3: for(i=0; i<sequenceLength; i++){

sequence[s]부터 n bit를 허 만코드표와 비교

하여 해당 허 만코드에 응되는 ASCII 문자 

추출;
s=s+n; //n은 허 만코드의 길이} 

Fig. 3-4. Data Extraction Process

Fig. 3-4의 단계 2는 허 만코드로 압축되어 있는 

추출된 시 스에서 차례 로 허 만코드를 읽어, 허

만 코드표에서 해당되는 문자를 추출하는 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3-3, Fig. 3-4에 기술된 제안된 기법에 따라 

embedding한 후 extraction을 수행하면, stego-image
로부터 추출된 복원된 cover image는 원본 cover 
image와 일치하게 된다. 추출된 시 스는 input text의 

반복된 형태가 된다. 제안된 기법을 용하면 기존의 

Ni 기법에서보다 더 많은 data를 embedding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cover image
로 512×512 크기의 gray scale 상인 Lenna, LAX, 
woman, sailboat 상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의 데이터 임베딩에 사용된 text data는 본 논문의 

문 abstract를 사용하 다. 제안된 기법과 Ni 기법을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Ni 기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즉, 제 2장

의 Ni 기법에서 기술된 오른 쪽 뿐만 아니라 왼쪽 부분

의 최 과 최소 에 하여 동일한 과정으로 데이터

를 임베딩 하도록 조정 하 다. 
실험에 사용된 cover image들이 Fig. 4-1에 나타나 

있고, Ni 기법을 용하여 data를  embedding한 stego- 
image가 Fig. 4-2에 나타나 있다. 제안된 기법을 용하

여 data를 embedding한 stego-image는 Fig. 4-3에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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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nna

  
(b) LAX

  
(c) woman

  
(d) sailboat

Fig. 4-1. Cover Image

(a) Lenna

  
(b) LAX

  
(c) woman

  
(d) sailboat

Fig. 4-2. Stego-Image by Ni. Scheme

(a) Lenna

  
(b) LAX

  
(c) woman

  
(d) sailboat

Fig. 4-3. Stego-Image by Proposed Scheme

Ni 기법과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em-
bedding하는 경우 embedding되는 문자의 수를 측정한 

결과가 Tab. 1에 나타나 있다. Tab. 1의 실험 결과에서 

슬래쉬 다음의 숫자는 여분의 비트를 나타낸다. 즉, 
814/3은 cover image에 814문자가 임베딩 되었고, 임베

딩 될 수 있는 여분의 비트가 3비트임을 나타낸다.  Tab.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기법에서는 허 만코드로 

원본 데이터 시 스를 압축하여 embedding 하기 때문에 

Ni 기법에 비하여 embedding되는 데이터 량이 크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over image의 히스토그램에서 좌측 최 값과 우측 

최 값은 Lenna, LAX, woman, sail_boat에서 각각 

(2859, 2842), (5745, 5648), (9585, 8688) (3703, 
3658)이다. Cover image에 임베딩 할 수 있는 총 비트수

는 좌측 최 값과 우측 최 값에서의 빈도수의 합과 같게 

된다. 따라서 Lenna, LAX, woman, sail_boat에서 임베딩 

되는 총 비트수는 5,701비트, 11,393비트, 18,273비트, 
7,361비트 이다. 임베딩 되는 총 비트수가 늘어날수록 

허 만 코드를 용하여 입력 데이터 시 스를 압축한 

후 이를 임베딩 하면 효율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Tab. 
4-1에서 임베딩 데이터 증가율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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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기법과 제안된 기법을 용하여 data를 embed-
ding한 stego-image와 원본이미지인 cover image사이

에서 측정된 PSNR 값이 Tab. 4-1에 나타나 있다. 제안

된 기법을 용하여 생성된 stego-image에서 측정된 

PSNR 값은 기존 기법의 PSNR 값과 거의 동일하고 식 

(1)에 제시된 최  PNSR 값 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 4-2에서 PSNR 값이 거의 동일한 것은 input 
text의 각 문자에 한 ASCII 코드에서의 1과 0의 비율이 

허 만 코드에서 1과 0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Fig. 2-2의 단계 2와 Fig. 3-3의 단계 6에서 임베딩 

되는 비트에 따라 cover image의 픽셀 값을 변화시켜서 

stego-image를 생성할 때 픽셀 값의 변화가 체 으로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cover
image

Ni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임베딩 데이터 
증가율

Lenna 814/3 1,230/0 51.1%

LAX 1,627/4 2,572/1 58.1%

woman 2,610/3 4,196/4 60.8%

sailboat 1,051/4 1,622/1 54.3%

Tab. 4-1. Embedding Character Number

cover
image

Ni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Lenna 48.18 48.18

LAX 48.24 48.23

woman 48.30 48.30

sailboat 48.20 48.20

Tab. 4-2. PSNR of Stego-Image

5. 결론 

본 제안기법에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cover image
에 임베딩 할 수 있는 효과 인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을 용하면 허 만 코드로 압축된 데이

터를 임베딩하게 되어 많은 데이터를 cover image에 

embedding할 수 있다. 데이터가 임베딩 된 stego- 

image로부터 원래의 cover image를 완벽하게 추출 

할 수 있으며 임베딩 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압축을 해

제하면 손실없이 원래의 text를 얻을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용하여 Lenna, LAX, woman, sail-

boat에 데이터를 임베딩하면 기존의 기법에 비하여 임

베딩 되는 문자수가 각각 51.1%, 58.1%, 60.8%, 
54.3% 증가하는 우수한 기법임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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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icient Reversible Data Hiding Algorithm

Soo-Mok Jung*

ABSTRACT

An efficient reversible data hiding algorithm was proposed in this paper. The original image can be 
recovered from the stego-image without distortion during the embedded data are extracted from the 
stego-image. The embedding data are greater than that of the previous algorithm and the PSNR value 
of the stego-image is guaranteed to be greater than 48dB.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as proved by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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