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VR 산업의 발전으로 VR 영상의 제작 및 유통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으로 유
튜브에서는 360영상을 다루는 채널이 운영되고 있
으며 구독자가 약 318만명이다[1]. 따라서 유통되
는 VR 영상들 중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영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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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워터마크이다. 
VR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영상과는 

달리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하학
적 변형은 기존의 워터마크 알고리즘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하
학적 변형을 고려하여 VR영상을 일반 영상으로 보
정하여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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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상현실 기술에서 사용되는 영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삽입 
방법은 SIFT 특징점을 통해 삽입할 위치를 찾고, 그 주변 영역에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QIM을 수행하
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워터마크 추출 대상은 투영 영상이며, 방법은 SIFT 특징점을 통해 추출할 위
치를 찾고, 그 주변 영역을 VR 영상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정합과 투영을 고려하여 역 과정을 통해 보
정 후 추출한다. 추출한 워터마크와 삽입 워터마크와의 NCC와 BER 비교를 통해 임계값 이상을 가지
는 워터마크를 누적하여 최종 워터마크를 확정한다. 이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유효함
을 확인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watermarking method for copyright protection of images used in VR. The 
Embedding method is that finds the point through the SIFT feature points, inserts the watermark by using 
DWT and QIM on the surrounding area. The objective image to extract the embedded watermark is the 
projected image and its method finds the SIFT feature points and extracts watermark data from its 
surrounding areas after correction by using inverse process of matching and projection in the VR image 
production process. By comparing the NCC and BER between the extracted watermark and the inserted 
watermark, the watermark is determined by accumulating the watermark having a threshold value or more. 
This is confirmed by comparing with a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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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워터마킹 알고리즘

본 논문은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워터
마크를 삽입하고, VR영상으로 스티칭(stitching)후 
투영된 영상에서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은 그림1(a)에 나
타내었는데, 먼저 영상에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특징점을 
검출한다[2]. 그 중에 인접 점간의 거리가 가까워
서, 워터마크를 삽입했을 때 삽입된 워터마크가 다
른 점에 영향을 주는 점과 스티칭에 사용되는 점
등을 제외한 점을 선택한다. 삽입하는 방법은, 특
징점 주위로 영역을 선택하여 3-level DWT를 수행
하고, 3-level의 부대역 HL3, LH3, HH3영역에 QIM 
(Quantization Index Modulation)방법으로 삽입한다.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방법은 그림1(b)에 나타내
었는데, 먼저 투영영상(ERP)에서 SIFT를 통해 특징
점을 추출한다. VR 영상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정
합과 투영을 보정하기 위해 특징점 주변 영역을 
그림2에 따라 구로 변환하고, 원래 방향으로 회전
을 하여 추출하면 원본과 유사한 모양의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획득한 영상을 가지고, DWT를 
수행하고 QIM방법을 역으로 사용하여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이후, 워터마크 원본과의 NCC 비교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출한다.

그림 2. 기하학적 변형의 보정 방법

Ⅲ. 실험 및 결과

본 실험에서는 한 VR 영상에 대해 다양한 각
도로 회전하고 투영하여 여러 ERP 영상을 만들
고, 이 영상에서 VR의 제작과정을 고려하지 않
은 2D 워터마크 추출 방법과, 기하학적 보정 방
법을 사용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NCC와 BER
를 계산하여  비교한다. 실험 영상군은 그림 3과 
같다.

표 1에서 나타낸 실험 결과를 보면, 4개 영상의 
평균 워터마크의 추출 결과가 NCC는 0.8127에서 
0.8637로 약 0.05 증가하였고, BER는 0.099에서 
0.072로 약 0.027만큼 감소하였다. 또한 추출되는 
워터마크의 개수를 보면, 평균 55.6개에서 79.8개로 
약 24개정도 더 추출되었다.

I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R영상의 제작 환경을 고려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고, 추출 실험을 통해 유효
성을 검증하였다. 제작과정을 고려하여 워터마크를 

Image
No change Proposed

Num. NCC BER Num. NCC BER
Image1 29 0.7091 0.1597 49 0.7611 0.1354
Image2 50 0.8264 0.0902 79 0.9018 0.0486
Image3 104 0.9110 0.0451 126 0.9228 0.0381
Image4 40 0.8042 0.1006 65 0.8693 0.0659
Avg. 55.6 0.8127 0.0989 79.8 0.8637 0.0720

표 1. 2D 알고리즘 및 제안 알고리즘의 결과

(a) (b)

그림 1. 제안된 워터마킹 알고리즘 (a) 삽입 흐

름도, (b) 추출 흐름도

그림 3. 실험 영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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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및 추출 했을 때 추출되는 개수와 추출되는 
워터마크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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