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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을 위한 능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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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까지 대부분의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킹 기법들은 최초의 콘텐츠에 저작권자 정보를 은닉한

후, 압축율 및 각종 신호처리를 공격으로 간주하여 상대적인 강인성과 비가시성을 우수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서 연구되어왔다. 제안 기법은 워터마크와 제어신호를 전염성을 가진 정보로 간주하고 비디오 인코더에

은닉된 정보를 이용하여 디코더로부터 능동적으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을

위해 워터마크와 함께 화질제어 및 삽입강도 가변파라미터를 같이 은닉하는 커널 기반 워터마킹을 수행하며,

이것은 인증되지 않은 워터마크에 대해 저화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비디오 디코더에서는 워터마크 복호화를 단계에서 저작권자나 사용자가 개입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콘텐츠

기반의 워터마킹을 수행하여 변이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기법으로 트랜스코딩, 재압축 등과 같은 처리에

도 워터마크와 화질의 손상 없이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실험결과 워터마크로 인한 압축율 저하나 워터마

크의 손상 없이 비디오 콘텐츠와 코덱에 의해 완벽하게 전염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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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watermarking schemes for video contents protection have been studied to increase watermark's

robustness and invisibility against such compressions and many kinds of signal processing after embedding

copyright information to the original contents. This paper proposes an active watermarking that infect

watermark to contents in the video decoding process using embedded infectious watermark and control

signals from a video encoder side. To achieve this algorithm, we design a kernel based watermarking

in video encoder side that is possible to recover the original contents and watermark in watermark detection

procedure perfectly. And then, by reversible de-watermarking in video decoder side, we design the active

watermark infection method using detected watermark and control signal. This means that our system

can provide secure re-distributions of video contents without any quality degration and watermark bit

error against transcoding or re-encoding processing. By experimental results, we confirmed that the

embedded watermark was infected by video contents and codec perfectly without any declines of

compression ratio and video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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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또한 향후 UHDTV, 3DTV 등과 같은 무한

한 잠재시장을 가진 멀티미디어 비디오 콘텐츠의 저

작권 및 건전한 유통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

킹(digital watermarking)과, 콘텐츠 암호화에 관한

기술들이 무수히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

용화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특성인 복사, 편집의 용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디지털 워터마킹으

로 대변되는 콘텐츠 내 정보은닉기술의 경우[1-9],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무수한 변

질에 모두 대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

로 여겨진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서 워터마크는 해

당 워터마킹 기법이 의존하는 특정 코덱이나 그 기법

이 갖는 특정 환경과 조건 내에서 은닉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 변질에 대해서

는 워터마크 강인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공격을 미리 예상하여 그 공격에 한정하

여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

로, 그로 인해 범용성을 잃게 되는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의료영상 및 군사용 영상에 대해 가

역 워터마킹(reversible watermarking) 기술 역시 다

양하게 고안되었으나, 현재 국내에서 비디오콘텐츠

를 위한 가역워터마킹 기법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6-10].　

한편 멀티미디어 콘텐츠 암호화 기술 역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로써, 콘

텐츠 내용 자체 또는 압축과 같은 특정 변환 파라미

터를 암호화하여 콘텐츠 내용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11-15]. 앞서 언급한 워터마킹이 콘텐츠 내 저작권

정보를 은닉한 후 유통시키는 소극적인 콘텐츠 보호

기법이라고 한다면 콘텐츠 암호화 기술은 콘텐츠 자

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콘텐츠 보호기

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콘텐츠 압축 기법

들이 콘텐츠의 공간적, 시간적 잉여성분을 이용한 에

너지 집중 및 반복되는 비트열을 이용하여 압축을

수행한다. 따라서 콘텐츠 내용을 암호화하는 이런 기

술들은 이러한 압축 기술들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량의 비디오와 같은 콘

텐츠를 암호화 할 경우, 암호화 키(key)의 반복 사용

이 공격자로부터 암호화 키가 추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알고리즘 설계 시에 많은 제약 조건이 따른

다. 이런 조건들에 만족하는 콘텐츠 암호화를 수행한

후에도 여전히 암호화 키 유출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며, 좋은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된 콘텐츠라도 한

번 복호화 되어 재생된 후에 행해지는 복제, 편집 등

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까

지 압축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비

디오 콘텐츠에 대해, 편집, 재압축, 트랜스코딩

(transcoding) 등의 일련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변질은 특정 코덱(codec)의 ‘인코더(encoder)’ 및 ‘디

코더(decoder)’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16-22]. 그에 따라 많은 우수한 학자들

이 이런 콘텐츠 압축에 대하여 워터마킹 및 콘텐츠

암호화기술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

하고 있으며, 본 논문 역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비디오 콘텐츠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콘

텐츠 보호기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 은

닉한 정보가 편집, 재압축 및 트랜스코딩(trans-

coding) 등을 거쳐 재배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전달

되도록 하는 전염성 정보은닉(infectious inforamtion

hiding, IIH) 시스템이 제안되었다[23]. 고용량 비디

오 콘텐츠의 유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압축’ 과정을

거치는 것에 착안한 이 시스템은 비디오 콘텐츠 보호

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 코덱을 숙주로 이용하

여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검출, 재은닉 함으로써 워터마크 정보를 편집 및 재

배포 되는 콘텐츠에 전염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비디오 콘텐츠

보호를 위해 앞서 언급한 IIH 시스템의 플렛폼에 기

반한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active video water-

marking)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우선, 비

디오 인코더 내에서 워터마크와 콘텐츠가 완전히 분

리 가능한 가역 워터마킹 방식의 커널기반 IIH 기술

로써 전염성 정보 및 제어신호를 은닉하여 비디오

압축을 수행한다. 그 후, 유통된 비디오 콘텐츠의 재

생단계에서 디코더가 전염성 정보와 제어신호를 검

출한 한 후, 복원된 비디오 프레임에 검출된 전염성

정보를 강성 워터마킹(robust watermarking) 기법

을 이용하여 전염시킨다. 이 때, 디코더에서 검출된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삽입강도, 삽입위치 등을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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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염성 정보은닉기반 비디오 콘텐츠 보안 시스템 구축

적으로 결정하여 은닉함으로써, 디코더에서 콘텐츠

내 중요 정보에 따라 능동적으로(active) 정보은닉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에서 저작권자나 사용

자가 개입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콘텐츠 기반 IIH를

수행하여 변이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기법으로

트랜스코딩, 재압축 등과 같은 처리에도 워터마크와

화질의 손상 없이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하며, 콘텐츠

변형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실

험결과 반복적으로 재은닉 되는 워터마크로 인해 최

초 재은닉 시에만 1dB 미만의 한 화질 저하가 나타남

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의 워터마크 재은닉 횟수에

따른 화질 열화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

전염성 정보 은닉 시스템은 비디오 콘텐츠 유통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정, 편집, 트랜스코딩 등의

각종 변질에 대해 효율적인 콘텐츠와 그것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고안되었다[23].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기존의 비디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및 핑거프린팅과 같은 정보 은닉 기술들이

갖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학적 바이

러스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워터마크를 전염성을

갖는 암호화된 정보로 간주하여 비디오 콘텐츠의 변

질이 발생할 때마다 전염성 정보 역시 콘텐츠에 따라

변형, 재은닉 됨으로써 콘텐츠를 보호하는 개념이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비디오 콘텐츠는 임의의 비디오

코덱의 인코더에 의해 압축되어 전송되고, 동일한 코

덱의 디코더에 의해 재생되는 원리에 기인한다. 비디

오 콘텐츠의 의도적인 변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코

딩/인코딩 과정에 해당하는 재압축을 거쳐야 하며,

이 때, 전염성 정보는 코덱의 디코더로부터 또 다른

코덱의 인코더를 통해 은닉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의 구성을 나

타낸 것이며, 각 코덱들의 인코더 및 디코더에 각각

전염성 정보 검출 모듈(infectious information de-

tection module, IDM)과 전염성 정보 은닉 모듈

(infectious information embedding module IEM)을

탑재하였다.

IDM 및 IEM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그림 1의 하단에 나타내었으며, 각각 감염 검사 및

권한 제어를 위한 전염성 정보 인증 기술(infected

information verification tool)과 숙주(커널) 기반 정

보 감염 기술(kernel based IIH tool), 재생되는 비디

오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자체 기반 정보 감염 기술

(contents based IIH tool) 그리고 전염 바이러스성

정보의 워터마크 생성 및 관리 기술(infectious in-

formation generation tool)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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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IH 시스템 상에서 각 기술들의 연동에 의한 비디오 콘텐츠의 정보전염

의 기술들의 연동에 의해 정보가 전염되는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이 때, 전염성 정보는 전염 시

점, 전염 대상에 따라 변이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변이에 따라 병원체(pathogen), 돌연변이(mutant)

및 감염체(contagion)로 분류되며, 코덱의 종류에 따

라, 그리고 콘텐츠의 변환영역(spatial/frequency)에

따라 워터마킹 알고리즘이 각각 설계된다.

그림 2는 IIH 시스템 상에서 각각의 해당기술 부분

과 전염성 정보은닉이 수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에서는 최초 생성된 비디오 콘텐츠로부터

병원체 정보를 은닉하여 압축을 수행한 후, 배포 및

편집, 트랜스코딩을 거쳐 재배포 되는 상황에서 전염

성 정보가 재은닉 되는 과정을 상세히 표현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염성 정보은닉을 위해, 은닉하고자

하는 워터마크를 감염체 정보로 생성하여 최초의 비

디오 콘텐츠 압축 과정에서 은닉한다. 이 때, 감염체

워터마크는 실시간성과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파

수변환 커널에 기반한 가역 워터마킹 알고리즘으로

써 은닉된다. 따라서 DWT(discrete wavelet trans-

form), DCT (discrete cosine transform) 등과 같이

비디오 코덱이 사용하는 주파수 변환 커널에 따라

알고리즘이 각각 설계되어야 한다.

커널기반 IIH에 의해 은닉된 병원체 및 감염체 정

보는 비디오 콘텐츠의 복사, 스트리밍(streaming) 등

의 배포 및 재생 과정에서 동일 코덱의 디코더에 의

해 검출된다. 검출된 전염성 워터마크는 검증 및 손

상된 워터마크의 재생 과정을 거쳐 콘텐츠 기반 IIH

에 적합한 형태의 워터마크로 변이된다. 그 후, 디코

더는 디코딩된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 콘텐츠 기반

강성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수행하며 돌연변이 워터

마크를 재생되는 비디오 프레임에 재은닉 한다. 마지

막으로 디코딩 된 비디오 프레임에 대한 편집 및 트

랜스코딩이 수행된 후, 이종 코덱으로 재압축 될 때,

해당코덱의 인코더로부터 돌연변이 워터마크는 검

출, 검증 및 보정된 후, 감염체 워터마크로서 커널기

반 IIH 기술을 통해 재은닉 된다. 결론적으로 IIH 시

스템에서는 코덱들의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에서 워

터마크 은닉과 검출이 수행되므로 각 코덱들 고유의

특성에 따라 커널기반 IIH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 중

요하다.

3. 제안하는 능동형 워터마킹 기법

2장에서 살펴 본 IIH 시스템에 대하여 본 논문은,

그림 2의 과정 중 커널기반 IIH 기법으로부터 시작하

여 콘텐츠기반 IIH 기법으로 이어지는 전염과정에

대해 효과적인 기법을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

으로서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비디오 압축과정

에서 병원체 혹은 감염체 워터마크를 가역성을 가진

커널기반 IIH 기법으로 은닉하여 전송한다. 그 후,

재생을 위해 전송된 비디오 콘텐츠를 디코딩하는 과

정에서 검출된 워터마크와 복원된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하여 콘텐츠 기반 IIH를 통해 비디오 재생단계

에서 능동적으로 돌연변이 워터마크를 전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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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IH 시스템 상에서 각 기술들의 연동에 의한 비디오 콘텐츠의 정보전염

그림 4.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을 위한 인코더 측 커널기반 IIH 모듈

여기서 기존의 워터마킹 기법들[1-5]은 삽입 강도,

삽입 위치를 처음 결정한 후 고정된 값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제안 기법에서는 병원체 워터마크 내

에 화질제어, 삽입강도 등의 제어코드정보를 함께 은

닉함으로써 비디오 디코더에서 워터마크 복호화 및

콘텐츠 재생 단계에서 저작권자나 사용자가 개입되

지 않고 능동적으로 콘텐츠 기반 IIH 기법을 수행하

여 변이된 워터마크를 전염시키는 기법으로 트랜스

코딩, 재압축 등과 같은 처리에도 워터마크와 화질의

손상 없이 재배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에서 제안하는 능동형 워

터마킹 기법이 수행되는 과정을 그림 3에 도식화 하

였다. 그림 3에서 나타내었듯이, 비디오 인코더에서

는 돌연변이 워터마크 은닉을 위한 제어코드가 포함

된 감염체 워터마크를 가역 워터마킹에 기반한 커널

기반 IIH 기법으로 은닉하여 전송한다. 그 후, 디코더

에서는 수신된 비디오의 디코딩 과정에서 은닉된 정

보를 검출하고 원본 비디오를 복원한 다음, 복원된

비디오와 검출된 정보로부터 변형된 돌연변이 워터

마크와 제어정보를 추출하여 기존의 콘텐츠 기반의

워터마킹 알고리즘[5]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비디오

재생단계에서 정보를 전염시킨다. 여기서 병원체 또

는 감염체 워터마크 삽입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동일

한 의사 키(pseudo key)가 동일한 코덱의 인코더와

디코더에 각각 주어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제안하

는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의 일부로서 새로운

가역성을 가진 커널기반 IIH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비디오 인코딩 단계에서 압축에 의한 워터마크 손상

이나 워터마크에 의한 화질 열화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안 기법에서 적용한 커널기반 IIH 알

고리즘은 비디오 콘텐츠 내용에서 중요하다고 간주

되는 부분이나, 하이라이트 장면(highlight scene)에

대해 의도적으로 워터마크 삽입강도를 조절하여 능

동적으로 비디오 콘텐츠의 화질을 열화 시키거나 개

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모든 비디오 콘텐츠가 상업적 가치가 뛰어나거나 저

작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

법을 이용함으로써 화질이 열화 시키거나 저해상도

의 콘텐츠로 변환하여 상업적 가치가 없는 비디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가역성을 가진 커널기반 IIH 알고리즘에서 워터마

크는 그림 4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DCT, 양자화 및

지그재그 스캔(zig-zag scan) 과정을 거친 후, 각각

의 MB(macro block)에 각 한 비트 씩 은닉된다. 이것

은 각 코덱의 특성에 따라 다른 크기의 변환 블록,

혹은 다른 주파수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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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에서 커널기반 IIH 수행 과정

정 및 보상(motion estimation/ compensation, ME/

MC)의 기준이 되는 MB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코덱들 간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은 은닉하고자 하는 워터마크 외에 워터마크 검

출 시 원래의 콘텐츠를 복원하기 위한 부가정보(side

information)를 생성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디오 콘텐츠의 특성 상 매 프레임마다 워터마크가

은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가 정보 역시 크기가 커

지기 때문에 제안 기법에서는 각 MB에서 생성된 부

가정보를 다음 순서의 MB에 워터마크 비트와 함께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앞서 언급한 IIH 시스템

에서 능동형 워터마킹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을 3.1절

과 3.2절을 통해 설명한다. 그 중 비디오 인코더에서

의 커널기반 IIH 알고리즘 수행 과정을 그림 4 및

그림 5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제안한 능동형 워터마

킹 기법은 전염성 정보 감염의 매개체로써 사용되므

로, 기존의 가역 워터마킹 알고리즘들[5-10]과는 달

리 워터마크 이외에 정보 전염을 위한 제어신호 역시

함께 은닉된다. 전염의 매개체로써 은닉되는 돌연변

이 정보는 압축된 DCT 계수에 은닉되므로, 비디오

콘텐츠의 디코딩과정을 거치지 않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되며, 디코딩과 동시에 전염되므로, 워터마크에

대한 공격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또한 제안 기법

에서는 기존 가역 워터마킹 기법에서 워터마크 검출

시 콘텐츠 복원과정에서 사용되는 부가정보를 워터

마크 정보와 함께 이용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콘텐츠의 화질 제어 기능으로써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5에서 나타내었듯이, 능동형 워터마킹 기법

을 위해 제안한 가역성을 가진 커널기반 IIH는 비디

오 내의 인트라(intra) 프레임과 인터(inter)프레임에

대해 각기 다른 삽입강도  , 및  ,를 사용하

며, 워터마크 정보 역시 프레임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널/콘텐츠 기반 IIH 기법들

에서 GOP 단위로 능동적으로 삽입강도 및 화질 열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는 콘텐츠 기반 IIH에

서 돌연변이 워터마크 은닉을 위한 삽입강도로써 사

용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감염체 워터마크 는 이

진 비트열로 구성되며, 비디오 유통과정 혹은 정보

전염과정에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작권 정보 M과

사용자 개인 키 로서 식 (1)과 같이 암호화 되며,

   (1)

식 (1)의 ·은 개인키 로서 암호화를 수행하

는 암호화기 함수로써 XOR, AES, DES, ARIA 등의

알고리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

3.1 능동형 워터마킹을 위한 커널기반 IIH 기법

제안한 능동형 워터마킹에서 커널기반 IIH의 워터

마크 은닉은 원본 콘텐츠가 복원 가능한 가역 워터

마킹 방식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워터마크 정보 외에

도 콘텐츠 복원을 위한 부가정보가 필요하다. 비디오

콘텐츠의 경우, 워터마크를 은닉할 때 마다 생성되는

부가정보를 저장하거나 워터마크 검출기로 전달하

는 것이 용량성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안

기법은 워터마크 검출 시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라인드 워터마킹을 만족하고, 부가정보로 인한 용

량성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MB 내 임의 계수에 1

비트의 워터마크를 은닉하며, 이 때 발생한 1 비트의

부가정보 s를 다음 MB에 워터마크와 함께 은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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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워터마크가 은

닉되는 마지막 MB는 원본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지

만, 전체 비디오의 크기에 비해 무시될 수 있다.

인트라/인터 프레임에 대한 워터마크 은닉은 우선

식 (2)와 같이 B개의 휘도 DCT 블록으로 이루어진

j번째 MB에 대해서 워터마크가 은닉될 DCT 계수

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f   


if    

(2)

여기서, 는 MB내에서 워터마크가 은닉되는 DCT

블록을 지시하며, 는 DC계수를 제외한 DCT블록

의 지그재그 스캔 순서를 의미한다. 또한 l은 각 코덱

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변환 계수블록의 길이를 의미

한다. 이 때, 워터마크 삽입기와 검출기에 주어진 의

사 키
 에 대한 씨앗(seed) 정보인 을 이용하여 



로부터 최종적으로 은닉되는 DCT 계수 를 선택

할 수 있다. 여기서, 인트라 프레임의 경우 그 자체의

값으로 워터마크를 검출해야 하므로   으로 고정

된다. 또한 을 이용하여 워터마크의 삽입강도를 조

절할 수 있는데, 이는 워터마크 검출기를 통과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화질 열화의 세기를 결정함으로

써,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텐츠의 화질을 결

정할 때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은 프레임 종류

   
    

 

  










   if   


if    

(3)

에 따라 와 로 구분된다. 또한, 부가정보

를 j+1 번째 MB에 은닉하기 위한 DCT 계수 

역시 식 (2)로부터 변형하여 식 (3)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워터마크와 부가정보가 같은

블록 내 같은 계수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3)에서는 
 의 역수를 취함으로써 같은 블록

내에 삽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식 (2)와 식 (3)으로부

터 선택된 계수들에 대해 워터마크와 부가정보를 은

닉하게 되며, 우선 프레임 종류에 따라 은닉되는 워

터마크 비트열     을 식 (4)와 같이

결정한다.













     i f 
 

(4)

식 (2), (3) 및 (4)에 의해 최종 결정된 워터마크 부가

정보와 그에 따른 삽입계수들을 이용하여 가역 워터

마킹을 수행하는 과정을 식 (5)에 나타내었다.

  i f  

 
(5)

식 (5)에서와 같이 워터마크는 해당 MB로부터 선

택된 계수값 의 부호를 변경시킴으로써 은닉된다.

이 때, 워터마크가 은닉된 계수 에 의해 콘텐츠

복원 정보 는 식 (6)으로써 생성된다.

   i f  ≠


 i f   (6)

이 때, 워터마크가 은닉됨에 따라 부가정보 이

무한히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 (7)과 같이

이전 MB에서 생성된  과의 XOR 연산을 통해 한

비트를 생성한 후 부가정보를 위한 계수 에 삽입

하도록 설계한다.

  i f ⊗  

  
   (7)

만약   일 때, 는 오직 에 의해 결정되어진

다. 워터마크와 부가정보가 은닉되는 과정을 그림 6

으로서 간단히 도식화하였다.

3.2 전염성 정보은닉을 위한 커널기반 워터마크 검출

및 재은닉 기법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워터마크가 은닉된 비디오

압축 스트림은 그림 3과 같이 전송된 후 디코더로부

터 워터마크 키 

를 이용하여 워터마크와 부가정보

가 검출된다, 그 후 부가정보로부터 비디오 콘텐츠를

워터마크가 은닉되기 전으로 복원한 후 최종적으로

I 프레임에 은닉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능동형 워터마

킹을 수행한다. 그 일련의 과정을 그림 7에 도식화

하였다.

이 때, 워터마크 검출 및 비디오 복원을 위해 다음

MB를 참조해야 하므로, 비디오 디코딩 시 1 MB만큼

의 지연이 발생하며, 워터마크 검출 및 복원과정은

앞서 언급한 워터마크 은닉과정의 역과정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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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된 커널기반 IIH에서 워터마크와 부가정보의 은닉 위치와 순서

그림 7. 능동형 워터마킹을 위한 디코더 단에서의 워터마크 처리과정

어진다. 그림 7로서, 제안한 가역 워터마킹의 역 과정

을 통해 복원된 비디오 프레임과 능동형 워터마킹을

위한  및 를 추출한다. 추출된 는 콘텐츠 기

반 IIH 기법에 사용되는 형식의 돌연변이 으로

변이되고, 는 을 은닉하기 위한 삽입강도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워터마크로 인한 화질열

화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압축에 의한 워터마크 손

실역시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비디오콘텐츠

가 유통된 후에도 미리 설정한 삽입강도 및 콘텐츠

내용에 따라 콘텐츠 사용자 측에서 능동적으로 은닉

될 수 있으며. 이후에 발생되는 다른 코덱에 의한 콘

텐츠의 변질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콘텐츠 기반

IIH 알고리즘으로서 [5]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

법은 이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상에서 비디오 콘텐츠

의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MPEG-4 SVC 및

멀티미디어 트랜스코딩에 강인한 블라인드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으로서 제안되었다. 은 [5]의 방법

을 통해 콘텐츠에 은닉되며, 이로써, 디코딩된 비디

오 콘텐츠는 불법적인 트랜스코딩에 대해 강인성을

가질 수 있다.

3. 실험 결과

제안한 능동형 워터마킹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8과 같이 CIF@30fps 해상도를 갖는 Mobile,

Foreman, Crew 비디오 영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제안 기법의 커널기반 IIH를 적용하기 위해

MPEG-2 Part2의 비디오 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파라미터로써 워터마크 로는 암호

화된 256길이를 갖는 비트열을 사용하였고. 인트라

프레임의 삽입강도   로 설정하였다. 인터

프레임에 대한 삽입강도 에 대해서는 GOP 단

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안한 기법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프레임에 각각    및   로

설정하여 가역워터마킹 복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로서

의사난수 생성을 통해 생성된 길이를 갖는 비트열

을 MPEG2 인코더 및 디코더에 각각 저장하였다. 인

터 프레임의 씨앗정보 는 16bit를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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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실험에 사용된 CIF@30fps 해상도의 비디오 콘텐츠, (a) Mobile, (b) Foreman 및 (c) Crew

(a) (b) (c)

그림 9. Mobile에 대한 실험 결과, (a) 워터마킹 없이 디코딩된 영상, (b)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하지 않고 디코딩한 영상,

(c)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 한 영상

(a) (b) (c)

그림 10. Foreman에 대한 실험 결과, (a) 워터마킹 없이 디코딩된 영상, (b)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하지 않고 디코딩한

영상, (c)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 한 영상

각 비디오 콘텐츠에 대해 커널기반 IIH를 수행하

고, 각각의 복호화 결과를 그림 9와 그림 10 및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9, 그림 10 및 그림 11에서

보듯이 커널기반 IIH 복호화 후의 비디오 콘텐츠가

워터마킹 과정 없이 압축되어 디코딩 된 비디오 콘텐

츠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그림 8의

실험 비디오들에 대해 300 프레임에 대한 커널기반

IIH 복호화 후에 검출된 워터마크 와 콘텐츠 복원

을 위한 부가정보 에 대해서 오류 비트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로써 알 수 있듯이, 제안한 기법으로 은닉한

워터마크가 완벽히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가

정보 에 대해 각 비디오에서 1 bit씩의 오류가 발생

했는데, 이는 제안 기법이 MB 당 은닉되는 워터마크

로부터 생성되는 복원용 부가정보  가 다음 순서의

MB에 은닉됨에 기인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워터

마크가 은닉되고 압축되는 MB에 대해서 를 저장

할 공간이 없으므로 여기서 1비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비디오 콘텐츠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므로 무시될 수 있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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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obile Foreman Crew

워터마크 0 0 0

부가정보 1 1 1

표 1. 각 실험비디오에 대해 검출된 워터마크 및 부가정보에

대한 오류 비트 수

(a) (b) (c)

그림 11. Crew에 대한 실험 결과, (a) 워터마킹 없이 디코딩된 영상, (b)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하지 않고 디코딩한 영상,

(c)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 한 영상

(a) (b) (c)

그림 12. 커널기반 IIH 복호화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 예, (a) 디코딩된 Mobile 비디오, (b)   일 때의 결과,
(c)   일 때의 결과

구 분 Mobile Foreman Crew

워터마크 미은닉
비디오

33.09 34.45 36.95

   18.28 23.21 30.17

   16.64 22.55 28.98

표 2. 커널기반 IIH 디코딩시워터마크제거 후열화된 비디오

콘텐츠의 PSNR 비교[dB]

반면, 커널기반 IIH 후 복호화 되지 않은 영상은

그림 9, 10 및 11의 각 (b) 그림과 같이 심한 블로킹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인증

된 전염성 정보 검출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디코

더에서 디코딩거나, 워터마크 손상으로 인한 오류비

트가 발생한 경우의 콘텐츠에 대해  및 

를 조절함으로써 저화질의 콘텐츠를 서비스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 10 및 11의 각 (b) 그림에서 블로

킹 현상을 없애는 것은 비디오 디코딩 시 워터마크가

은닉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계수 영역들을 제거함

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워터마크가 제거

된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기 힘든 저화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설정한 삽입강도에

대해 64개의 계수 길이를 갖는 DCT 블록에서 15번

째 이후의 블록들을 제거하여 얻은 결과를 그림 12,

13 및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2, 13 및 14로부터 정량적 화질 열화 측정을

위해 전체 프레임이 갖는 평균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2, 13 및

14와 표 2로부터 몇몇 제거되지 않은 워터마크 혹은

부가정보들로 인해 여전히 블로킹 현상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콘텐츠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콘텐츠 내

에서도 삽입강도를 가변함으로써 인가되지 않은 디

코더로 비디오를 재생할 경우, 중요 내용을 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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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3. 커널기반 IIH 복호화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 예, (a) 디코딩된 Foreman 비디오, (b)   일 때의
결과, (c)   일 때의 결과

(a) (b) (c)

그림 14. 커널기반 IIH 복호화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 예, (a) 디코딩된 Crew 비디오, (b)   일 때의 결과,
(c)   일 때의 결과

(a) (b) (c)

그림 15.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 결과 영상, (a) Mobile, PSNR=34.62, (b) Foreman, PSNR=33.75, (c) Crew,

PSNR=35.27

스크램블(scramble)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앞선 실험 결과로부터, 검출된 워터마크 와 

를 이용하여 콘텐츠 재생 직전의 콘텐츠에 디코더

스스로 워터마크를 은닉하게 함으로서 능동형 비디

오 워터마킹 기법은 완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 시뮬레이션을 위해 [5]의 알고리즘

을 콘텐츠반 IIH로써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워

터마크 삽입 시 이진 비트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써 은닉하였다. 그림 15에 [5]의 알고리즘

에 의해 능동적으로 워터마크가 은닉된 결과 영상과

각각의 PSNR을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커널기반 IIH

복호화된 비디오를 원본으로 하여 PSNR을 계산하

였다. 또한, 콘텐츠기반 IIH를 통해 은닉된 워터마크

의 압축율 및 다양한 시공간 변환에 대한 워터마크

강인성은 [5]의 실험결과로부터 증명되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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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PEG-2 압축율에 따른 전염성 정보 손상율(BER,

bit error rate)

구 분 5Mbps 1Mbps 500kbps

Mobile 0% 0% 0%

Foreman 0% 0% 0%

Crew 0% 0% 0%

표 4. MPEG-2 압축율 5Mbps로 고정하였을 때 워터마크

재은닉 횟수에 따른 PSNR 비교[dB]

구 분 1차 배포 2차 배포 3차배포

Mobile 34.62 34.51 34.51

Foreman 33.75 33.70 33.70

Crew 35.27 35.19 35.19

본 논문에서 는 전염성 정보은닉을 위해 재압축 시

사용되는 코덱의 인코더에서 검출되어 감염체로 다

시 은닉되기 때문에 압축율에 따른 워터마크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실험을 통해 표 3으로부터 확인하

였다. 표 3은 그림 2로부터 MPEG-2 코덱에 제안한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킹을 탑제한 IIH 시스템을 적

용하여 콘텐츠 재배포 시 압축율을 5Mbps, 1Mbps

및 500kbps로 점진적으로 높였을 때를 시뮬레이션

하여 각 재배포 단계에서의 전염성 정보 손상율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이, 그림 2의 재배포 과정이 반복되면서 돌연

변이 및 감염체에 의한 반복적인 워터마크 은닉에도

최초 은닉된 돌연변이 워터마크에 대한 결과로부터

더 이상의 심각한 화질열화는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을 표 4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4는 워터마크 재

은닉으로 인한 화질 열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

한 압축율로 그림 2의 재배포 과정을 반복했을 때

화질 측정 결과를 PSNR로 나타낸 것이다. 화질 측정

은 각 단계의 돌연변이 워터마크 은닉 직후에 수행하

였다. 그림 2로부터 제안된 IIH 시스템이 재배포 횟

수에 따라 워터마크 역시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커널기반 IIIH에서는 가역워

터마킹이 수행되어 워터마크 검출 시 원 비디오 콘텐

츠 역시 복원되므로 워터마크로 인한 화질의 열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콘텐츠 기반 IIH의 경우 역

시, 표 4에서와 같이 최초 은닉된 돌연변이 워터마크

에 의해 일부 화질의 열화 발생하지만 2차 3차 재은

닉 시에는 화질열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비디

오 콘텐츠 압축과정 중 양자화로 인해 컷오프(cut-

off)되는 에너지와 재은닉 되는 워터마크의 상쇄효과

로 얻어지는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비디오 프레

임으로부터 검출된 돌연변이 워터마크는 감염체 워

터마크로 변이되어 양자화 이후에 은닉되기 때문에

제안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워터마크 손실과 워터마

크 재은닉으로부터 발생되는 더 이상의 화질의 열화

를 방지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비디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전염성 정

보은닉 시스템의 일부로서, 병원체 워터마크 내에 화

질제어, 삽입강도 등의 정보를 함께 은닉함으로써 비

디오 디코딩 과정에서 돌연변이 워터마크를 은닉할

때 능동적으로 은닉될 수 있는 능동형 비디오 워터마

킹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특히, 원본 비디

오를 복원할 수 있는 비디오 인코딩 상에서의 가역성

을 가진 커널기반 IIH를 제안하였으며. 워터마크는

비디오 인코딩 과정에서 은닉된다. 전송된 비디오 스

트림에 대해 디코더에서 가역 워터마킹 복호화를 거

쳐 최종 재생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워터마크를 전염

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가역워터마킹 알고리즘들이 워터마크 검

출 시 비디오 콘텐츠와 워터마크가 완전히 분리되는

기법임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전염성

정보 감염의 매개체로써 사용된다. 따라서 비디오 콘

텐츠의 디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워터마크와

전염을 위한 제어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또한

디코딩과 동시에 전염되므로 워터마크에 주파수 및

공간영역 변환 과정 중 워터마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감염체 워터마크를 위한

콘텐츠기반 IIH에서는, 일반적인 비디오 신호처리에

강인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화질열화, 트랜스

코딩 및 스케일러빌리티 등에 강인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실험결과 반복적으로 재은닉 되

는 워터마크로 인해 최초 재은닉 시에만 1dB 미만의

한 화질 저하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워터마크 재은닉 횟수에 따른 화질 열화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워터마크로 인한 압축 효

율 역시 증가하지 않으며, 재은닉 과정에서 워터마크

오류율 역시 0%로 비디오 콘텐츠와 코덱에 의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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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정보가 전염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가되지

않은 디코더를 사용하였을 때 20dB 전후의 급격한

화질 열화를 줌으로써 비디오 콘텐츠를 자체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안 알고리즘을 개선

하고,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급격

히 발전하고 있는 고화질, 고차원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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