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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측 상을 생성하고 측 상과 원본 상 사이의 차분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측 상의 측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응 으로 참조 픽셀을 선택하 다. 선택된 참조픽셀은 양선형 보간과 방향성 측을 통해 나머지 

픽셀들을 측하는데 이용된다. 실험결과 PSNR의 증가와 많은 워터마크 삽입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워터마크∣데이터 숨김∣히스토그램 수정∣
Abstract

The proposed watermark embedding algorithm uses histogram of difference image between 

a modified original image and predicted image. To increase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predicted image, the reference pixels for prediction are adaptively selected and the other pixels 

are directionally interpolated with the reference pixels.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algorithm gives good performances in the embedding capacity and the PSN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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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송 사례가 늘어나

면서 각종 작권침해에 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데이터는 제한없이 복제가 가능하고 인

터넷 상에서 퍼지게 되면 출처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원본데이터의 제작자 는 소유주들은 디

지털 데이터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삽

입하여 작권 침해를 방지한다. 

워터마크 삽입 방법은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역에 

따라 공간 역 삽입방법[1-6]과 주 수 역 삽입방법

[7] 등으로 나  수 있다. 일반 으로 공간 역 삽입 방

법은 픽셀값을 직 으로 수정하는 간단한 연산을 통

해 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이 

공격당할 경우 워터마크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크

다는 단 이 있다. 주 수 역 삽입방법은 원본 상

을 주 수 역의 신호로 변환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하

는 방법으로 압축이나 노이즈 등의 간섭에 강인한 특성

을 지니지만 삽입과 추출과정이 비교  복잡한 것이 단

이다. 

이외에도 워터마킹 기법은 그 쓰임에 따라 강성 워터

마킹, 연성 워터마킹, 가역 워터마킹 크게 세 가지로 나

 수 있다. 워터마크를 삽입했을 때 원본 상의 왜곡

이 발생할 수 있는 강성 워터마킹이나 연성 워터마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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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가역 워터마킹 기법은 완벽한 원본데이터의 복

원을 가능하게 하도록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가역워터마킹 기법은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Tian[1]은 추정 오차 확장을 통해 상 내 픽

셀들의 정수값을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Ni[2]는 

원본 상의 히스토그램을 쉬 하여 워터마크를 삽

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Luo[3]는 선형 보간을 통해 

측된 픽셀값과 동일한 치에 존재하는 원본픽셀간

의 차이값을 구하고, 이러한 차이값의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Hong[4]은 측에 사용되는 참조픽셀의 수를 응 으

로 이는 방법을 통해 워터마크 삽입량을 늘리는 방법

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은 Ni[2]와 Luo[3]의 방법보다 은 참조 역

을 사용함으로서 워터마크의 삽입공간을 증가시켰다. 

한 Hong[4]의 방법은 선형보간법을 통해 측을 수

행했으나 제안하는 방법은 방향성 측과 양선형 보간

법을 사용하여 측성능을 향상시켰다. 논문의 기술 구

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

한 워터마크 삽입 방법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의 삽입과 추출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Ⅱ.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가역 워터마크 삽입 방법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는 방법은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구 이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

다. 이 장에서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기법의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1. 원본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Ni[2]는 상의 명암값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

크 삽입 알고리즘의 시 가 되는 방법을 제안하 다. 

Ni[2]가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본 상을 

스캔하여 상의 명암값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그 후 

상 내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명암값(peak 

point)을 찾아낸다. 마지막으로 원본 상의 픽셀을 스

캔하여 최 값보다 큰 픽셀값들에 해서 +1연산을 하

여 오른쪽으로 시 트시키고 최 값을 가지는 픽셀에 

해서는 워터마크 데이터를 더해 으로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워터

마크를 삽입 할 수 있지만 최 값을 가지는 픽셀의 빈

도 수 만큼만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밖에 없다. [그림 1]

은 Ni가 제안한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에서의 히스토

그램 변화를 보여 다.

(a)원본 히스토그램

  (b)워터마크가 삽입된 후의 히스토그램

그림 1. Ni[2]가 제안한 삽입알고리즘의 히스토그램

2. 차분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원본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방

법은 워터마크 삽입량에 제한이 있고 반복 으로 삽입

했을 경우 같은 구역에 워터마크가 계속 으로 삽입되

기 때문에 화질의 열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제안된 것이 픽셀간의 차분값을 이

용한 삽입 알고리즘이다[5][6]. 

픽셀간의 차분값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원본픽

셀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픽셀간의 차이값을 구하는 방

법이다. 표 으로 Lin[6]은 각 원본 픽셀과 그 오른쪽

에 치한 픽셀간의 차이값을 구한 다음 이를 픽셀값으

로 가지는 차분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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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근 한 픽셀들은 높은 확률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값으로 생성된 차

분 상의 픽셀값은 부분 0이나 그 주변값이 차지한

다. 즉 차분 상 생성에 이용하는 픽셀값 간의 차이가 

으면 을 수록 워터마크 삽입량이 늘어나게 된다. 

Luo[3]와 Hong[4]은 픽셀값 측을 통해 워터마크 

삽입량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 다. 픽셀값 측을 통

한 방법은 측된 상의 픽셀값이 원본 상의 픽셀값

과 비슷하면 비슷할 수록 워터마크의 삽입량을 늘일 수 

있다. Luo[3]는 45도와 135도의 방향성을 고려한 보간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Hong[4]은 더 나은 

측을 해 측에 사용될 참조픽셀을 지정하는 RPD

M(Reference Pixel Distribution Mechanism)을 제안하

다. RPDM은 근 한 참조픽셀들 간의 차이가 크면 

상 내의 변화가 심하다고 단하여 스킵모드로 지정

한다. 스킵모드로 지정된 구역은 측하지 않고 원본 

픽셀을 그 로 복사한다. 반 로 근 한 참조 픽셀들간

의 차이값이 미미하면 그 부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단하여 참조 픽셀을 삭제한다. 참조 픽셀이 삭제된 

치는 측 픽셀로 사용함으로서 워터마크 삽입량을 

늘린다.  

Ⅲ. 제안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방향성 측과 양선형 보간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삽입하는 워터

마크 데이터에는 오버 로우와 언더 로우를 방지하기 

한 로 이션맵이 포함된다. 

1.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
방향성 측과 양선형보간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의 체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제안한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은 우선 오버 로우와 언더 로우를 방지하기 

해 원본 상을 수정한다. 그 후 측에 이용할 참조 

픽셀의 치를 정하고 방향성 측과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측 상을 생성한다. 생성된 측 상의 픽

셀값들과 수정 상을 픽셀값들 사이의 차분값들로 만

들어지는 차분 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마지막으

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차분 상을 측 상과 더해주

면 최종 인 워터마크 삽입 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

1.1 로케이션맵 생성
8비트 그 이 상의 경우 0∼255범 의 픽셀값을 가

진다. 만일 워터마크 삽입과정에서 픽셀값이 범 를 

과하게 될 경우 오버 로우(overflow)나 언더 로우

(underflow)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

기 해 최소 범 값인 0과 최  범 값 255를 값으로 

가지는 픽셀을 수정해야한다. 우선 원본 상 를 스

캔하여 최소 범 값과 최  범 값을 픽셀값으로 가지

는 치를 1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0으로 표시한다. 이

게 만들어진 이진 상을 로 이션맵(Location Map)

이라고 한다. 그 후 로 이션맵에 표시된 치의 픽셀

값을 수정한 수정 상을 생성한다. 원본 상 의 픽

셀값 0은 1로 255는 254로 바꾸어 장한다. 이 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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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상은  로 표기한다. 마지막으로 로 이션맵 

을 JBIG(Joint Bi-level Image Experts Group)방

식으로 압축하여 워터마크와 함께 삽입한다.

1.2 예측영상 생성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복잡한 역을 측과정에서 배

제하고 높은 성능을 가지는 측 상을 생성하기 해 

측을 해 방향성 측과 양성형 보간법을 이용한다.

1.2.1 참조 상 생성

픽셀값 측을 해 측에 사용할 참조 픽셀을 선택

한다. [그림 3]은 참조 픽셀의 치를 나타내는 참조 

상 을 나타낸다. 참조픽셀은 사용자가 사 에 설정

하는 정수값 ∆를 간격으로 선택된다. ∆값 즉, 참조픽

셀 간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 수록 워터마크 삽입량은 

늘지만 측 상의 화질성능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성능 감소를 이기 해 ∆값이 6이상이면 참조픽셀

과 같은 열과 행에 존재하는 픽셀들 한 참조픽셀로 

사용한다. 이 게 선택된 참조픽셀의 치는 0으로 표

시하고 나머지 측픽셀들은 1로 표시하고 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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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낸다.

픽셀값의 변화가 심한 복잡한 역의 경우 측결과

가 좋지 않다. 때문에 복잡한 역은 측을 스킵한다. 

스킵할 역을 선택하기 해 측 블록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네 개의 참조픽셀  가증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의 차이의 값을 구한다. 

 


  (3)

식 (3)의  ,  ,  , 는 측블록의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네 개의 참조픽셀들을 나타낸다. 만일 주어진 

역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면 네 픽셀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고 반 로 변화가 심하다면 픽셀간의 차이가 

클 것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사 에 정의된 임

계값 와 (3)식에서 구한 차이값을 비교하여 차이값

이 임계값보다 크다면 그 역을 스킵모드로 지정한다.

그림 3. 참조영상 생성

1.2.2 가장자리 픽셀 처리

측블록 내부의 픽셀값을 측하기 에 픽셀값 측

의 정확도를 올리기 해 가장자리에 치한 픽셀값들을 

먼  구한다. 이러한 픽셀들은 선형 보간 이나 가  평균

값 필터(Weighted mean filter)를 통해 측한다. 

만일 ∆≤5라면 근 한 두 개의 참조픽셀을 이용한 

선형 보간을 통해 가장자리 픽셀값을 구한다. 한 

∆>5인 경우에는 참조 픽셀로 선택된 가장자리 픽셀들

에 해 아래 수식과 같이 가  평균값을 구한다. 한 

수정된 픽셀들은 로 표기한다.

  

  ∆
   × 

  ∆
   × 

    (4)

  

      

[그림 4]는 픽셀 처리 과정을 보여 다.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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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친 가장자리 픽셀들은 방향성 측이나 양선형 

보간을 한 참조값으로 사용된다. 

그림 4. 가장자리 픽셀 전처리

1.2.3 방향성 측을 통한 픽셀값 측

처리를 통해 구한 가장자리 픽셀을 이용하여 방향

성 측을 수행한다. 방향성 측 모드는 총 4가지로 

각선 모드, 수평 모드, 수직 모드, 역 각 모드가 있다. 

각 측 블록은 이러한  4가지 방향성 측을 수행하고 

각 측에 한 MSAD(Smallest mean sum of 

absolute difference)를 구하여 수식(5)와 같이 해당 모

드의 결과를 측 결과로 장한다. [그림 5]는 각 방향

성 측모드들에 한 참조 픽셀들의 치를 나타낸다.

          (a)대각 방향                       (b)수직 방향

          (c)수평 방향                       (d)역대각 방향

그림 5. 방향성 예측

만일 MSAD값이 미리 설정된 임계값 보다 크다면 

그 블록은 양선형 보간을 통해 측 픽셀값을 구한다.

MSAD=
1
n ∑

n

l=1
|x l-y l |            (5)

1.3 워터마크 페이로드 구성
워터마크를 추출한 후 완벽하게 원본 상을 복원하

기 해서 로 이션맵에 한 정보를 워터마크와 함께 

삽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JBIG으로 압축한 로

이션맵과 그에 한 정보를 워터마크와 함께 삽입하기 

한 페이로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JBIG 일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A구역과 B구역은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C구역과 D구역은 가

변 인 길이값을 가진다.

그림 6. 페이로드 구조

1.4 히스토그램 수정을 통한 워터마크 삽입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한 첫 번째 과정은 차분 상 

의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것이다. 차분 상 는 

측 상 와 수정 상 의 픽셀값 차이를 구하

여 생성한다. [그림 7-(a)]는 차분 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할 공간을 확보하

기 해 히스토그램을 쉬 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히스토그램에서 두 개의 최 값(peak point)을 찾

는다. 즉 의 픽셀값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두 개의 픽셀값을 찾는다. 두 개의 최 값  작은 값을 

이라고 하고 큰 값을 라고 한다. 과 

를 찾은 후 히스토그램 쉬 을 통해  과 

 의 치에 워터마크를 삽입할 공간을 만든다. 

히스토그램 쉬  과정은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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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림 7-(b)]는 히스토그램이 쉬 트된 차분 상 

 ′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이 쉬 트된 차분 상′에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한다. ′를 스캔하여 값

을 가지는 픽셀에는 워터마크 데이터 를 빼고 

값을 가지는 픽셀에는 워터마크 데이터 를 더한다. 

식 7은 워터마크 삽입 과정을 나타낸다.

″  










′   ′  
′   ′  
′  

   (7) 

(a)D의 히스토그램 

(b)히스토그램 시프팅 

(c)워터마크 삽입

그림 7. 제안한 삽입알고리즘의 히스토그램

1.5 워터마크 삽입영상 생성
워터마크를 삽입한 차분 상과 측 상의 픽셀값들

을 더하여 최종 인 워터마크 삽입 상을 생성한다. 

 ″                             (8)

2.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
제안하는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에서는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원본 상을 복원하기 해 삽입할 때 용되

었던 사이드 정보가 필요하다. 따로 송되는 사이드 

정보로는 , , ∆, , 가 있다.

먼  제안하는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은 사이드정

보로 받은 ∆와 , 값을 이용하여 측 상을 생성

한다. 측 과정은 1.2장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하다. 

워터마크를 삽입 할 때 참조픽셀 값들은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삽입과정에서 생성한 측 상과 동일한 상

을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과 측 상 사이

의 차분 상  ′를 생성한다.  ′에는 워터마크 데

이터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과 값을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만일  ′를 스캔

하여 이나 를 찾으면 워터마크 비트 0을 추출

하고  이나  값을 찾으면 워터마크 비트 

1을 추출한다.  

   ′  
   ′     (9)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를 스캔하여 히스토그램

을 쉬 트하기 의 상으로 복원한다. 만일 차분 상

의 픽셀 값이  이하의 값을 가지면 1을 더해주

고    이상의 값을 가지면 1을 빼 다. 

 










′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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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복원한 차분 상 와 측 상의 픽셀

값을 더하여 수정 상을 생성한다.

                             (10)

마지막으로 워터마크와 함께 삽입된 로 이션맵 데

이터를 이용하여 오버 로우 방지를 해 수정했었던 

픽셀값들을 복원함으로서 원본 상 를 생성한다. 

[그림 8]은 앞서 설명한 워터마크 추출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8.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

Ⅳ.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512×512 

크기의 8비트 그 이 상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실

험에 사용된 상은 [그림 8]의 lena, pepper, baboon, 

elaine으로 총 네 가지 상이다.

  

 

그림 8. 실험 영상 (lena, pepper, baboon, elaine) 

체 실험에서 임계값 조건은 의 경우 1에서 80까

지(1, 2, 3, …, 10, 20, …, 80) 증가시켰고 은 10으로 

고정하 다. 

실험결과 같은 ∆조건에서 Hong[4]의 알고리즘보다 

은 삽입량에 높은 PSNR 수치를 보 다. 하지만 [표 

1]의 ∆=3일 때의 lena 상 결과를 보면 PSNR 은 0.68d

b 정도 높았고 삽입량 한 0.16bpp 정도 더 많았다. 즉 

비슷한 삽입량에 해 화질성능이 Hong[4]의 결과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표 1. 임계값 (1~80)의 변화에 따른 평균결과
참조픽셀
간격

실험
상

PSNR
Hong[4]

capacity
Hong[4]

PSNR
Proposed

capacity
Proposed

∆=3

lena 55.31 0.09 55.99 0.106
pepper 51.50 0.113 53.42 0.096
baboon 54.91 0.26 57.73 0.023
elaine 57.70 0.042 60.09 0.036

∆=6

lena 56.48 0.066 58.09 0.055
pepper 56.55 0.058 58.03 0.047
baboon 55.87 0.02 57.51 0.018
elaine 59.64 0.029 61.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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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pp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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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boon, ∆=3

그림 9. ∆=3 일 경우의 워터마크 삽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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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n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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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epp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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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 일 경우의 워터마크 삽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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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고정된 치의 참조픽셀을 사용하여 측

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 Luo[3]의 알고리즘과 ∆=3

일 때의 Hong[4]의 알고리즘을 제안한 알고리즘과 동

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한 그래 들이다. 한 [그림 10]

은 ∆=6일 경우의 Hong[4]의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

리즘의 결과를 비교한 그래 들이다. 실험 결과 모든 

상에서 Luo[3]의 알고리즘 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

다. 한 [그림 10]을 보면 측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참조픽셀의 간격을 넓게 설정할수록 더 높은 성능을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향성 측과 양선형 보간법을 이용

한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

리즘은 워터마크 삽입하기 한 방법으로 차분 상의 

히스토그램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법을 사용하

다. 차분 상의 히스토그램의 경우 부분 0과 그 주변

값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때문에 측성능이 

좋을수록 최  빈도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워터마크 삽입량이 증가하게 된다. 한 측성능

이 좋을 경우 참조픽셀의 숫자를 여 워터마크가 삽입

될 공간을 늘려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고자 방향성 

측과 양선형 보간법을 통해 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한 상 내의 복잡한 부분은 워터마크 삽입으로 인한 

화질열화에 비해 워터마크 삽입량이 어서 RPDM(Re

ference Pixel Distribution Mechanism)방법으로 삽입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결론 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은 한번에 삽입되는 워터마크 데이터의 량을 늘려 많은 

량의 데이터 삽입을 하려면 멀티 벨 삽입이 필요한 다

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삽입량 비 화질성능을 향상시

켰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원본 상 수정  로

이션맵 생성을 통해 오버 로우와 언더 로우가 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 다. 실험 결과 기존의 차분 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들과 비

교하여 높은 PSNR 성능과 많은 워터마크 삽입량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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