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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daptive spread-spectrum watermarking scheme on the H.264/AVC video. The H.264/AVC has become 
popular video coding since it's compression performance has been improved greatly. That is why there is not enough space 
for embedding watermark using the spread-spectrum method.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 selective block embedding 
scheme. The blocks which don't contain non-zero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coefficients are selected by value. So we 
have enough space to embed watermarks.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proposed scheme improves recovery rates of watermark 
about 12% and reduces distortion of watermarked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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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보 과 더불어 인

터넷을 통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개발되

고 디지털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아지고 무선 

인터넷의 보 으로 음악이나 비디오 등의 콘텐츠

를 모바일 장치로의 스트리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휴 폰과는 달리 스마트폰에서

는 PC처럼 사용자들이 쉽게 운 체제 시스템에 

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악의를 가진 사용자는 

쉽게 해당 스트리  상을 장하여 다시 배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한 고속 인터넷

의 보 과 비디오 압축 부호화의 개발로 인하여 

스트리  서비스를 통해 PC에서 고품질의 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한 악의를 

가진 사용자로부터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해당 상들의 불법 유통을 막기 한 

보안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매체에 직  작권 련 정

보를 심는 디지털 워터마킹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디지털 워터마킹이란, 디지털 매체 

작권자 는 제공자가 이용자로에게 미디어를 

매 할 때, 해당 매체가 불법 으로 유통되는 것

을 막기 해 최소한의 정보를 워터마킹 알고리

즘을 통해 매체에 삽입하는 기술이다[1].
그리고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압축률을 높이고 

고화질의 상을 한 비디오 압축 방법이 개발

되어지는데 그 에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이 

H.264/AVC 압축형식이다. 해당 방법은 기존의 

MPEG-2 보다 2배 이상의 압축률을 갖고 고화질

의 상을 보장한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뿐만 아

니라 PC에서도 HD 는 풀 HD 상을 서비스하

기 해서 사용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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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264/AVC에서의 비디오 워터마킹 시나리오

Fig. 1. The scenario of video watermarking on 
H.264/AVC

그림 2. 비디오 라인 스캔 방법

Fig. 2. Video line scanning

H.264/AVC는 높은 압축률을 얻기 해 

MPEG-2에 비해 작은 블록 역을 사용하고 양

자화 수행 시 많은 DCT계수 값을 손실시키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워터마킹 방법을 

H.264/AVC 포맷에 직  용하는 것은 그 결과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264/AVC 

압축 비디오 스트림의 인코딩 특성을 분석한 후 해

당 포맷에 응 인 spread -spectrum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워터마크 방법인 spread-spectrum방법에 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워터마킹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필요한 H.264/AVC의 인코딩 특징을 기존 

MPEG-2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선

택  블록 삽입 방법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제안 방법의 실험 결과를 구하여 기존의 비

디오 워터마킹 알고리즘과 성능비교를 하며 5장

에서는 결론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1. Spread-Spectrum 워터마킹 방법

Spread-spectrum 워터마킹 방법은 신호처리 방

법을 디지털 워터마크 분야에 응용한 것이다. 이

는 압축 역(DCT로 변환된 주 수 역)과 비

압축 역(실제 가시 인 픽셀이 보이는 시간 

역)에서 사용 가능한 강인성 워터마킹 방법이다

[3]. Frank Hartung은 해당 방법을 MPEG-2부호

화 방법에 용하 다[4,5].
Spread spectrum을 이용하여 비디오 워터마크

의 삽입  검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워터마킹을 삽입하기 해서는 먼  라인 스캐

닝 방법을 사용하여 3차원 동 상 데이터를 1차

원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삽입될 워터마크 비트를 라고 하고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             (1)
이 신호를 spread spectrum 시키기 하여 

chip-rate라고 불리는 계수 에 의해 확산시킨 

신호를 라고 하고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Spread spectrum된 신호 는 강도(amplitude) 

값인  ≥ 으로 확 되고, binary pseudo-noise 

sequence값인 에 의해 변조된다.

 ∈   ∈            (3)
와 같이 워터마크 비트에 spread spectrum을 

수행하고 확   변조시킨 신호가 바로 워터마

크 신호인 가 된다.

  ∙ ∙  ∈          (4)
의 워터마크를 라인 스캐닝된 비디오 신호에 

더하게 되면 워터마크 된 비디오 신호가 만들어 

진다.

   ∙ ∙  ∈         (5)
pseudo-noise 신호인 의 노이즈 성질 때문에 

워터마크 신호인   한 노이즈와 유사한 신호

가 되어 워터마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즉 

는 워터마크 삽입과 복구  워터마크를 보호하

기 한 일종의 비 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강도

(amplitude) 값인 는 비디오의 특성과 사람의 

시각 인 인지도에 따라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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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x4 DCT 변환 결과(좌)와 양자화 후 결과(우)

Fig. 3. 4x4 DCT transformed block(left) and quantized 
blocks(right)

삽입된 워터마크의 검출은 원본 비디오 신호인 

의 정보 없이 워터마크된 비디오 신호인 와 

pseudo-noise 신호인 의 상 계(correlation)의 

합을 이용하여 쉽게 이루어진다.

먼  상 계의 합을 구하기 해서 입력신호

인 워터마크된 비디오 신호 가 고역 필터링

(highpass filtering)된 신호를 
라고 하자. 필터링

의 목 은 비디오 신호 자체의 주요 성분을 분리

하고 제거하기 함이다. 필터링 과정은 필수 인 

것은 아니지만 체 인 워터마킹 시스템의 성능

을 향상시켜 다.

필터링을 한 워터마크 된 비디오 신호 
와 워

터마크 삽입에 사용된 의 의 곱을 각 비트에 

해 합을 하여 구하고, 번째 정보비트에 한 상

계 합 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 

   




   



 ∙ 

   




      (6)

의 식은 (필터 된 비디오 신호)와 (필

터된 워터마크 신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이 0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비디오 신

호가 로 필터링 음을 의미하고 ≈ 

라는 것은 고역필터링이 에 무시할만한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 하에서 상

계의 합은 다음과 같다.

  

≈ 
 ∙ 

   


   

  

   (7)


은 pseudo-noise sequence의 분산이 된다. 

그래서 상 계수의 합의 의미는 삽입된 정보 비

트가 된다.

   
   


 

    

      (8)

 식을 살펴보면 만약 비디오 신호와 삽입된 

워터마킹 사이의 상 계가 양수이면 삽입된 비

트 값이 +1 이고, 음수이면 삽입된 비트 값이 -1 

이 된다.

2. H.264/AVC 비디오 부호화의 특징

H.264/AVC 비디오 부호화 방법은 기존의 비디

오 부호화 방법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압축률

을 갖는다. 이로 인해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서비

스가 가능해졌고 작은 장 공간을 갖는 모바일 

장치에서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가 가능하게 다.

기존 MPEG-2 부호화 방법과 다른 은 8x8 

DCT 변환 신 4x4 DCT 변환을 사용한 것이다. 

4x4 DCT 변환 후에 양자화를 거치면  부분의 

블록의 AC 계수는 0값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 

8x8 DCT변환 후의 양자화 결과 보다 많은 AC 

계수가 0이 되어 엔트로피 코딩을 통한 압축률이 

높아지게 된다[6,7].

한 각 블록의 DC 계수 값은 하다마드 변환을 

통해 2번의 압축이 이루어지므로 더 높은 압축률

을 갖게 된다.

III. 선택적 블록 삽입 워터마킹 방법

1. 제안 배경 및 시스템 설계

H.264/AVC 비디오 부호화 방법은 기존 부호화 

방법 보다 높은 압축률을 갖는 신 많은 AC 계

수 값들이 소실됨을 앞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압축(DCT) 역에서 수행되는 spread- 

spectrum 워터마킹 방법은 DCT변환 후에 워터마

크 비트를 삽입하는데, 4x4로 이루어지는 DCT변

환  양자화로 인해 숨길 수 있는 역이 어

진다. 따라서 실질 으로 워터마크 비트를 숨길 

수 있는 블록이 다른 MPEG-2 비디오 부호화 방

법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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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kiyo 비디오의 첫 번째 I프레임에서의 0이 아닌 

AC계수의 수에 따른 4x4 블록의 수

Fig. 4. A number of 4x4 blocks depends on number of AC 
coefficients on the first I-Frame on akiyo video

그림 5. H.264/AVC 워터마킹 시스템

Fig. 5. Watermarking system on H.264/AVC

그림 6. 워터마크 삽입 과정

Fig. 6. Process of embedding watermark

그림 4는 실험용 비디오(akiyo)의 첫 번째 I 

임에서의 0이 아닌 AC 계수의 수에 따른 4x4 

DCT 블록의 개수를 보여  것이다. 352x288 픽

셀 크기에서 4x4 블록의 개수는 총 6336개이다. 

하지만 의 그래 에서 모든 AC계수의 값이 0

인 블록의 개수는 무려 4668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약 2/3 이상의 블록의 AC계수 값

이 소실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H.264/AVC에서의 상 압축에서는 

4x4 DCT 변환을 사용하고, 양자화 과정 에서 

블록의 AC 계수를 많이 소실시킴으로 워터마크 

비트를 숨기기 한 충분한 원신호의 정보량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

서 기존 MPEG-2에서 사용된 삽입 방법을 사용

했을 때는 양자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워터마크 

정보가 소실되어, 워터마크 복원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264/AVC에 응 인 워터마크 방법에 한 필

요성을 확인하 고, 이를 한 선택  삽입 방법

을 제시하 다.

그림 5는 H.264/AVC의 부호화 과정에 워터마

크 삽입 복원 과정을 포함시킨 체 워터마킹 시

스템 개략도이다. 해당 워터마크 삽입은 부호화되

는 비디오의 I 임에서 이루어진다. 워터마크 

삽입  검출에 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의 을 

통해 설명한다.

2. 워터마크 삽입

Spread-spectrum은 기본 으로 16x16 크기의 

매크로블록(macroblock) 단 에서 이루어진다. 즉, 

1개의 워터마크 비트 값을 숨길 수 있는 최소 단

는 매크로블록이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숨기고, 워터마크 삽

입으로 인한 상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해 

다른 임을 참조하지 않는 I 임에 워터마

크를 삽입한다.

워터마크 비트를 삽입하기 해 각 비트 값에 

응되는 4x4 블록 크기의 임의의 값을 갖는 수

도 노이즈(psuedo noise) 값을 발생시킨다. 해당 

잡음 값은 4x4 DCT 변환을 통해 주 수 역으

로 변환되고,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 선택된 

4x4 DCT 블록에 삽입 된다.

워터마크를 삽입할 4x4 블록의 선택과정은 블

록의 양자화 후에 결정된다. 양자화 후에 각 블록

에서 0이 아닌 AC 계수의 값을 확인하고, 문턱치

(threshold)이상의 값을 갖는 블록에 워터마킹을 

삽입할 수 있도록 선택한다.

그림 6은 워터마크 삽입을 한 흐름도이다. 삽

입 비 과정에서 DCT변환된 삽입하고자 하는 

워터마크 비트의 잡음을 DCT변환된 상 임

에 삽입한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임은 양자화 

과정과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쳐 H.264/AVC

비트 스트림으로 장된다. 

와 같이 문턱치 값에 따라 블록이 선택 으

로 삽입되기 때문에 모든 블록에 워터마크를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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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bits

Recovered 

bits

Recovey

rate
PSNR

akiyo

(previous)
70 61 87% 46.90

akiyo

(proposed)
67 67 100% 46.18

foreman

(previous)
70 62 88% 38.49

foreman

(proposed)
75 75 100% 38.18

표 1.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의 워터마크 비트 복원률과 

PSNR의 비교

Table 1. A comparison of recovered-rate and PSNR between 
selective scheme and previous scheme

그림 7. 워터마크 검출 과정

Fig. 7. Process of extracting watermark

그림 8. 워터마크 강도와 문턱치 값에 따른 4x4 블록 

복원률

Fig. 8. Recovery rate of 4x4 blocks depend on the 
threshold and the amplitude of watermark

입했을 때 보다 삽입 용량이 어들게 된다. 하지

만 비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 삽입 공간이 

동 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당 

삽입 용량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복원을 한 최소한의 정보량이 있는 블

록을 선택하여 삽입하기 때문에 이  방법 보다 

더 높은 복원률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워터마크 검출

삽입된 워터마크를 검출하기 해서는 삽입 과

정에서처럼 문턱치의 값이 최소 정보로서 필요하

다. 즉 불법 비디오를 추 하기 해서는 콘텐츠 

공 자가 결정한 해당 비디오에 한 문턱치 값

을 알아야 한다. 문턱치 값을 알게 된 후에 워터

마크된 비디오에서 아래 그림 7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숨겨진 워터마크 비트를 검출할 수 있다.

먼  엔트로피 코딩의 복호화 후에 양자화 되

기 의 I 임의 4x4 블록에서 0이 아닌 AC계

수의 개수가 문턱치를 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문턱치가 넘는 블록이라면 워터마크 값

을 검출한다. Spread-spectrum 방법을 이용하여 

0에 한 수도 노이즈 블록과, 1에 한 수도 노

이즈 블록에 한 각각의 유사도(correlation) 값

을 측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수도 노이즈 값에 

한 비트를 복원한다. 

IV. 실험 결과

실험은 실시간 H.264/AVC 부호화가 가능한 

x264 오  소스 인코더를 사용하 다. 352x288 크

기를 갖는 CIF 포맷의 300 임의 테스트 동

상을 사용하 고, 1024Kbps의 비트 이트를 갖도

록 부호화 하 다. 한 spread-spectrum 인수인 

chip-rate를 30으로 설정하 다.

먼  워터마크의 강도(amplitude)값과 문턱치

(threshold)값에 따른 각 상에서의 워터마크 복

원률을 확인해 보았다. 의 그림은 워터마크의 

강도와 문턱치 값에 따른 워터마크된 4x4 블록의 

복원률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 8의 그래 를 

분석해 보면, 문턱치 값이 3이고 강도 값이 2 

는 3에서의 최 의 복원률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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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본 비디오(a), 이전 방법으로 워터마크된 

비디오(b), (a)와 (b)의 차이(c), 제안한 방법으로 

워터마크된 비디오(d), (a)와 (d)의 차이(e)

Fig. 9. (a) original video, (b) watermarked video using 
previous scheme, (c) difference between (a) and (b), (d) 
watermarked video using proposed scheme, (e) difference 

between (a) and (d)

표 1에서는 선택  블록 삽입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워터마크 비트의 복원률

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된 방법은 강도 값을 2로 

설정하고 문턱치 값을 3으로 한 실험 결과이고, 

이  방법은 제안한 방법과 삽입 용량을 비슷하

게 했을 때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방법은 

akiyo 상에서는 강도 값을 11, chip-rate 값을 

56으로 설정하 고, foreman 상에서는 강도 값

을 14, chip-rate 값을 56으로 설정하 다.

기존 방법은 모든 4x4 블록에 워터마크 값이 

삽입되기 때문에 인코딩 과정에서 블록의 상당 

부분의 값이 소실되어 강도 값을 높게 해도 완벽

하게 복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안한 선택  삽

입 방법에서는 문턱치 값에 따라 블록을 선택하

여 인코딩 과정 의 워터마크 정보의 손실을 최

소화 시키므로 이  방법보다 낮은 강도 값에서

도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

PSNR 값은 기존 방법보다 0.3에서 0.7정도 낮

아졌으나 시각 인 화질은 오히려 향상되었음을 

그림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방법

이 선택된 블록에만 워터마크를 삽입하 기 때문

에, 모든 블록에 삽입했던 기존 방법보다 워터마

크로 인한 임의 훼손이 기 때문이다.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H.264/AVC로 부호화된 비디오

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해 선택  블록 삽입 

방법을 제안하 다. H.264/AVC 비디오 부호화 방

법은 4x4 DCT변환과 양자화를 통해 많은 양의 

DCT계수를 소실시킴으로 압축률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소실된 DCT계수로 인해 기존의 spread- 

spectrum 워터마킹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따라서 워터마크를 숨길 수 있는 충분

한 정보량이 존재하는 블록에만 워터마크를 삽입

하여 기존 방법 보다 워터마크 복원률을 크게 향

상시키고, 사람의 시각 인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임 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

지 않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삽입 용량이 감소했

지만, 비디오 매체의 특성상 워터마크의 삽입 용

량은 비디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안된 워터마킹 방법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특

히 최근에 많이 유통되는 H.264/AVC 비디오에 

한 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 한 사용자들의 멀티미디어 매체에 

한 작권 의식 향상에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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