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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유기체 모델을 이용한 가역 워터마킹

기반 비디오 콘텐츠 관리 및 제어 기법

장봉주
†
, 이석환

††
, 권기룡

†††

요 약

생물학적 유기체 모델에서의 바이러스 특성을 이용한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은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

에 대해 각각 최적의 워터마크 은닉 및 검출 방법을 적용하고 비디오의 재생 또는 편집 등이 발생할 때마다

워터마크를 전이시킴으로써 각종 공격에 강인하게 함으로써 비디오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논문은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을 위한 전염성 정보의 생성과 빠르고 효율적인 가역 워터마

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비디오 콘텐츠 기반 가역 워터마킹을 위해 제어 코드및 콘텐츠 유효기간을

워터마크와 결합하여 전염시킨 후, 비디오 재생 시에 능동적으로 콘텐츠의 화질 및 워터마크 강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성을 만족하기 위해 계산복잡도가 낮게 설계되었다. 또한, 가역 워터마크 복원을 위한 시간지

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크로블록 단위의 워터마크 및 부가정보 은닉이 수행된다. 실험결과 제안 기법이

실시간성을 만족하며, 공격받지 않은 비디오 비트스트림에 대해 가역 워터마크 검출 및 영상 복원 후 워터마크

손실은 0%였으며, 복원 후의 화질은 동일한 비트율로 압축한 비디오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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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ectious information hiding system(IIHS) is proposed for secure distribution of high quality video

contents by applying optimized watermark embedding and detection algorithms to video codecs. And

the watermark as infectious information is transmitted while target video is displayed or edited by codecs.

This paper proposes a fast and effective reversible watermarking and infectious information generation

for IIHS. Our reversible watermarking scheme enables video decoder to control video quality and

watermark strength actively for by adding control code and expiration date with the watermark. Also,

we designed our scheme with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to satisfy it's real-time processing in a

video codec, and to prevent time or frame delay during watermark detection and video restoration, we

embedded one watermark and one side information within a macro-block.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at our scheme satisfy real-time watermark embedding and detection and watermark error is 0% after

reversible watermark detection. Finally, we conform that the quality of restored video contens is almost

same with compressed video without watermark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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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고화질 영상 입출력 장치의 발전에 기인

하여 DVD 또는 블루레이급 화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넘어 UHDTV 및 3DTV 등의 실감영상 콘텐츠 산업

이 급성장 중이다. 그와 함께 국내에서 서비스되던

기존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및 3D 비

디오 콘텐츠 또는 고화질 IPTV 서비스 시장은 황금

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 상업적인 목적의 비디

오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수적, 질적으로 증가됨에 따

라 비디오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과 콘텐츠의 저작권

/소유권 또는 모니터링에 관한 관심 역시 비디오 콘

텐츠 시장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는 유료 비디오 콘텐츠에 대해 구매

를 통한 별도의 과금을 부가한다거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콘텐츠를 암호화와 스크램블

(scramble) 등의 기법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암호화와 스크램블 기법

의 차이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보안이 적용된 데이터

의 형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

의 경우,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원본 데이터의 각

원소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

면 스크램블 기법은, 원본 데이터의 각 원소들의 형

태는 유지한 채 그 위치가 뒤바뀌도록 설계하는 기법

을 의미한다. 한편, 비디오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

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의

워터마킹(watermarking)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질의 비디오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그런

중요한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고유의 특성인 복제와 편

집, 이동 및 관리의 용이성의 역효과로 인해 비디오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에는 현재까지도 어

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비디오 콘텐츠의 암호화 및 워터마킹에 대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1,2].

그 중, 배포된 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을 보

호할 수 있는 기술로써 암호화와는 다른 접근법인

비디오 워터마킹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왔다[3-6].

비디오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 정보를 워터마크

로 생성하여 지각적인 화질의 열화 없이 은닉하는

비디오 워터마킹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강성 워터마

킹, 연성 워터마킹 및 가역 워터마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은닉 기법에 따라, 프레임 자체에 은닉하

는 콘텐츠 기반 워터마킹과 코덱 내의 변환커널 또는

움직임 벡터 등과 같은 압축파라미터들을 이용하는

코덱 기반 워터마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대

부분의 워터마킹 알고리즙들은 각각의 사용목적과

은닉기법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이런 알고리

즘들 중애서 트렌스코딩, 재압축, 또는 각종 영상처

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들에 대해 강인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비디오 콘텐츠의 효과적인 저작권 및 소유권 보호

에 대해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장봉주 등[7]은

비디오 콘텐츠를 위한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에 대

해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비디오 콘텐츠와 비디오

코덱들 간의 관계를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숙주의 관

계로 모델링함으로써, 비디오 콘텐츠가 인코딩 및 디

코딩 과정이 수행될 때마다 은닉된 워터마크에 대해

검출/변이/재은닉 과정을 수행하여 비디오 콘텐츠의

편집, 영상처리, 또는 트랜스코딩 등의 과정에서 워

터마크가 전염되는 특성을 갖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의 기술요소 중 코덱 기반

정보은닉 기술을 위한 기법으로써 비디오 압축 기반

가역 워터마킹을 제안한다.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

의 각 기술 요소들이 갖는 특징과 기존의 가역 워터

마킹 기법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되며, 제안하

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가역 워터마킹 기법에 대해 3장에 설명한다. 4장으로

부터 실험 결과 및 고찰을 수행하며, 5장의 결론으로

본 논문은 구성된다.

2. 관련 연구

어느 하나의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압축 또는 프레

임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공격들에 대해 강인성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서론

에서 언급하였다. 장봉주 등[7]은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감염 원리에 착안하

여 워터마크를 바이러스로, 또한 비디오 콘텐츠를 숙

주로 간주하여 은닉된 워터마크를 비디오 인코더 및

디코더에 따라 각각의 방법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각

종 공격에 무관하게 워터마크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infectious information 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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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 기반 비디오 콘텐츠 보안 시나리오

ing system, IIHS을 제안하였다. 그림 1로부터 IIHS

의 구성과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림 1로부터 정보의 전염은 코덱의 인코더와 디

코더에 의해 수행되며, 일단 한번 워터마크가 은닉된

비디오 콘텐츠는 코덱 내에서 인코딩 단계의 전처리

과정으로 콘텐츠기반 정보검출 (contents based in-

formation detection module, IDM-C)를 통해 콘텐츠

에 은닉된 강성 워터마크가 검출된다. 검출된 워터마

크는 전염성 정보 인증 (infectious information ver-

ification, IIV)을 통해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전염성 정보 생성 (infectious information gen-

eration, IIG) 단계에서 알고리즘에 적합한 워터마크

로 변형/재생성된다. 그 후, 비디오 콘텐츠 인코딩

과정에서 변형된 워터마크가 IEM-K (kernel based

information embedding module)를 통해 압축된 비

디오 스트림에 은닉됨으로써 인코더 단에서의 정보

전염이 이루어진다. 한편, 워터마크가 은닉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해 편집, 재생 등을 위한 디코딩을 수행

할 때, 인코딩 시와 동일한 과정으로 워터마크 인증

및 재생산과 IDM-K 및 IEM-C를 통한 워터마크 검

출 및 재은닉 과정이 수행된다.

따라서, 장봉주 등[7]에 의해 제안된 IIHS는 그림

1과 같은 순환 구조에서 워터마크는 인증 및 변형과

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워터마크가 포함하

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편집, 트랜스코

딩 및 재압축 등에도 비디오 콘텐츠의 안전성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봉주 등[7]의 IIHS 실험

결과로부터 이종 코덱간의 트랜스코딩에도 워터마

크는 온전하게 전염되며, 워터마크의 반복된 은닉이

화질 열화에 미치는 영향 역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봉주 등[7]에

의해 제안된 IIHS 모델링을 기반으로 IEM-K기법으

로써 가역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또한 그것

을 위한 효과적인 워터마크 인증 및 활용 기법과 재

생성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가역 워터마킹은 콘텐츠 내 워터마크를 은

닉함으로써 발생되는 지각적/비지각적 화질 열화에

대하여 워터마크 검출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은닉되

기 이전의 원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

다. 가역워터마킹 기술은 화질 열화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응용분야를 위해 설계되며, 주로 정지영상을 위

한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었으며, 최근 비디오 콘텐츠

를 위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들도 연구되고 있다[8-

15]. 대부분의 가역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정지영상을

위해 제안되어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지영상

과 함께, 비디오 콘텐츠 또한 다른 멀티미디어 형식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넓게 사용되지만 비디오를 위

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들은 현재 많이 개발되지 않은

현실이다. 그 중 대부분은 비디오 프레임에 가역 워

터마크를 은닉하기 위해 정지영상에서와 같은 알고

리즘들 주로 사용하였다[13]. 하지만, 정지영상과는

달리 비디오는 시간축 상의 차원을 갖는다. 따라서

비디오 프레임을 단지 정지영상과 같이 취급하는 방

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Zeng 등[14]은 움직임 추정

및 예측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비

디오 콘텐츠에 대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하였

다. 예측오차 확장에 기반 한 다른 가역워터마킹 기

법들과는 달리, 움직임 추정은 이웃한 프레임들 간의

연관성을 검색하면서 각 영역들에 대한 예측 오차들

을 계산함으로써 예측오차 분포를 명료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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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계산된 예측오차분포를 확장하기 위해 예

측오차 히스토그램 변환을 수행하여 해당 예측오차

가 1로 변환되거나, 변환되지 않음으로써 1비트의 워

터마크가 은닉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 때, 워터마

킹 기법의 가역성을 만족하기 위한 복원정보로써 약

간의 부가정부가 생성되며 이 역시 워터마크와 함께

결합하여 비디오 콘텐츠에 은닉된다. 하지만 이 기법

은 디코딩 과정에서의 순방향 워터마크 검출 및 프레

임 복원을 위해 인코딩 시 시간 단위 프레임의 역순

으로 워터마크가 은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코딩 순

서와 반대되는 순서로 워터마킹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워터마크 은닉을 위

해 프레임 간 예측 오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해

야 하므로, 비디오 해상도에 따른 성능 저하 및 계산

복잡도 증가가 발생한다.

제안하는 논문은 그림 1의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

템의 IEM-K와 IDM-K에 대하여 압축영역에서 수

행되는 커널 기반 워터마크 은닉 및 검출 기법으로

비디오 콘텐츠의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디

오 콘텐츠가 디코딩됨과 동시에 워터마크가 은닉된

프레임이 생성되므로 디코딩되는 압축스트림에서

워터마크가 제거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특징을 근

거로 하여 실시간성을 만족하는 가역 워터마킹 기법

을 제안한다. 또한, 그림 1의 IEM-C 단계에서 워터

마크의 은닉강도 및 비가시성 등을 능동적으로 제어

하고, 비디오 콘텐츠의 유효기간, 또는 인가되지 않

은 디코더/사용자에 따라 화질을 열화 시키기 위한

워터마크 생성/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기법

본 장에서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의 기술요소

중, 간단한 커널 기반 가역 워터마킹 기법과 워터마

크로 표현되는 결합된 소유권 또는 저작권 정보와

유효 코덱 및 기간 인증을 위한 씨앗번호(seed num-

ber, SN), 재은닉 파라미터 등의 생성 및 관리 기법을

소개한다.

3.1 전염성 정보 생성 및 관리 기법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에서는 프레임과 압축 파

라미터로 구분되는 은닉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워터

마킹 알고리즘이 콘텐츠기반 또는 커널기반으로 구

분됨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에 따라 전염성 정보로써

표현되는 워터마크의 형태 역시 각 알고리즘에 적합

하게 변형되어야 한다[7,15]. [7]에서는 그림 1의

IEM-C를 위한 전염성 정보를 병원체 또는 감염체

워터마크로 정의하고, IEM-K에 은닉되는 전염성 정

보를 돌연변이 워터마크로 정의하였다. 각 은닉모듈

에 따라 워터마크 길이 또는 삽입 강도 등을 알고리

즘에 적합하게 재생성하는 과정을 IIG 모듈에서 담

당하며, 검출된 워터마크가 IIG 모듈에 의해 변이되

기 전, 워터마크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손상된 워터마

크를 보정하는 역할을 IIV 모듈에서 수행한다. IIV

및 IIG 기술에 대해서 워터마크 은닉 모듈에 따라

의존적이므로 차후, 정보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에 따라, 본 절에서는 이러한 IIV

및 IIG 과정이 수행된 것을 가정한 후, 제안하는 전염

성 정보은닉 시스템의 가역 워터마킹 기법을 위한

‘돌연변이’로 간주되는 전염성 정보의 구성을 정의한

다. 전염성 정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 정보와, 비디오 코덱 인증을 위한 씨앗번호를

저장하며,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따라 IEM-C 및

IEM-K에서 요구되는 파라미터 등을 각각 저장하는

제어코드(control code, cc) 저장공간을 제공한다. 또

한 제안 기법은 IEM-K의 부가기능으로 전염성 정보

내에 유효기간 정보를 함께 삽입하여, 워터마크 검출

시에 인트라 프레임에서 검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

코더의 시스템 시간을 검사함으로써 인터 프레임들

의 화질을 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식 (1)로부터 제안 기법을 위한 돌연변이 전염성 정

보(mutant infectious information, MII)에 대하여 인

트라 및 인터 프레임에 따른 구성을 나타내었다.

    CA  if  
 CA  if  or  (1)

이 때, 씨앗번호를 생성하는 인덱스는 인트라 프

레임일 때 ‘0’으로 고정하였으며, 인터프레임 일 때

GOP(group of picture)와 프레임번호 f에 대해 의존

적으로 생성하여 디코딩 과정에서 의도적인 프레임

누락이 발생할 경우 코덱 인증이 불가하도록 설계하

였다. 또한 유효기간 정의하는 시스템 시간을 로써

MII에 포함하였다. 소유권 또는 저작권 정보 M은

그림 1의 정보 전염 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사전에 대칭키 암호화 모듈 C ·으로써

보호되며, 비디오 콘텐츠에 의한 분쟁이 일어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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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적인비디오인코딩과정에서의제안한가역워터

마킹 기법

우, 저작권자 또는 소유권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복호

화 키 로부터 권한을 인증할 수 있다. cc는 IEM-C

또는 다른 IEM-K 알고리즘에 따라 삽입강도 등을

조절하는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는 버퍼공간으로 사

용된다. 워터마킹 알고리즘이나 비디오 콘텐츠의 해

상도에 따라 가변되는 워터마크 용량성에 기인하여,

M과 cc의 길이는 가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합되

어진 MII는 인코더 및 디코더가 가진 동일한 암⦁복

호화 키 에 의해 대칭키 암호화 모듈 C ·로써

식 (2)와 같이 암호화된 전염성 정보 X가 생성된다

CV   (2)

한편, IEM-K 및 IEM-D에 의해 비디오 콘텐츠의

유효시간을 제어하기 위해 유효시간변수 와 코덱

의 현재 시스템 시간 를 이용하여 해당 프레임의

씨앗번호에 대한 워터마크 은닉 및 검출 키 를 식

(3)과 같이 생성한다.

  
· , ≤, (3)

  if   or    otherwise
생성된 는 가역 워터마크 은닉 및 검출 시에 워

터마크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제안 기법에서

는 식 (3)에 의해 워터마크 검출 시 디코더의 시스템

시간으로부터 유효시간이 경과된 경우 워터마크 은

닉 시의 키 와 다른 값이 생성되므로 워터마크 검

출 및 비디오 복원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3.2 커널기반 가역 워터마크 은닉 기법

그림 1의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에서 코덱기반

실시간 가역 워터마킹을 위해 제안 기법은 워터마크

비트를 주파수 변환 및 양자화 과정을 거친 계수들

중 선택하여 은닉하고, 이 때 생성되는 부가정보

(side information) 역시 임의 계수에 함께 은닉한다.

은닉된 부가정보는 가역 워터마크 검출과정에서 비

디오 콘텐츠의 복원을 위해 사용된다. 비디오 압축을

위한 대부분의 코덱들은 공통적으로 시공간 영역 상

의 예측, 주파수변환 양자화, 스캐닝 및 엔트로피 코

딩의 과정을 거치며, 제안하는 가역워터마킹 기법은

그림 2와 같이 그 중, 엔트로피 코딩 이전 단계에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커

널을 사용하는 비디오 코덱에서는 하나의 MB가 여

러개의 휘도신호 및 색차신호에 대한 주파수 변환

블록들로 구성되며, 이 때 1 MB 당 휘도신호의 주파

수변환 블록 수(LTB, luminance transform blocks)

는 세부 알고리즘에 따라 4개 또는 16개로 결정된다.

비디오의 인코딩 및 디코딩 과정에서 가역워터마킹

의 실시간성을 만족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MPEG2 및 AVC 코덱에서의 기본적인 예측단위가

되는 MB(macro-block)을 기준으로 MB 내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 변환블록 당 1비트의 워터마크를

은닉한다. 번째 MB내에서 워터마크 은닉 후보 블

록 을 결정하는 것은 식 1로써 수행된다.

    ≠

  
 ≤ ,

  if   if   , (4)

≤  if   ′′
≤  if   ′′

여기서 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에서 비디오

코덱의 인코더 및 디코더에서 각각 식 (3)에 의해 생

성되는 고유의 키 값으로써 가역 워터마크 은닉 및

검출 알고리즘이 동일하며, 워터마크 검출 및 원영상

복원이 가능케 하여 해당 코덱이 전염성 정보은닉시

스템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식 (4)로부터 에 의해 생성되는 난수  와 을

이용하여 1 비트의 씨앗값(seed)를 추출한 후, 워터

마크 은닉 블록 후보 들이 결정된다. 또한, 1 비

트의 워터마크 은닉에 따른 1비트의 복원정보를 은

닉하기 위한 번째 MB내의 후보 블록 은 

와 대응되는 블록으로써 식 (5)로부터 결정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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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f   , (5)

≤  if   ′′
≤  if   ′′

워터마크 은닉을 위한 MB 내의  및   후

보들이 결정되면, 식 (6)에 의해 실제 워터마크와 부

가정보가 은닉될 블록 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and
≠ (6)

식 (6)에 의해 하나의 인코딩 되는 프레임에 대해

각각 개의 워터마크와 부가정보 비트가 은닉되는

주파수변환 블록을 결정할 수 있다. 워터마크 은닉을

위한 주파수 변환 블록 가 결정되면, 해당 내에

워터마크 은닉 계수 또한 식 (7)과 같이 선택된다.






  

 ≤ (7)

식 (7)로부터 식 (6)의 조건에 만족하는 휘도블록

에 대한 주파수 계수들의 1차원 스케닝 된 결과값

에 대해 4번째 계수 이후의 0이 아닌 최초의 계수

(First NZC, first non zero coefficient)를 워터마크

또는 부가정보 은닉 계수로 결정한다. 주파수 변환블

록 내에서 DC 계수 및 최저주파 계수 AC0, AC1 및

AC2에 대하여 워터마크와 부가정보 은닉에서 제외

하는 것은 그림 1에서와 같이 IDM-K가 적용되지

않는 코덱이거나, 가 일치하지 않는 디코더에 대해

저주파 계수들만으로 디코딩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저화질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응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최종적으로 주파수 블록 와  내의 워터마크

은닉 계수  및 부가정보 은닉 계수 이 선택 되

면, 우선 식 (5)를 통해 의 부호값을 이용하여 식

(2)의 워터마크 X의 각 비트 를 은닉하게 되며,


    if   ′′

·  if   ′′ (8)

이 때, 워터마크가 은닉 계수 는 워터마크 에

의해 
 로 변환되는데 가역 워터마킹을 위해 워터마

크 검출 시에 원래의 계수 값으로 복원해야 하므로 부

가정보 이 요구된다. 부가정보 는 워터마크 로 인

한 의 변경 여부에 따라 식 (9)으로부터 결정된다.

 ′′  if   


′′ if ≠ (9)

1 비트의 부가 정보 은 하나의 MB 내에서 와

쌍을 이루는 에 은닉된다. 은 자체적으로 검출되

어야 하는 정보이며, 식 (9)를 통해 워터마크 검출

후 
 로부터 원래의 계수값 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부가정보 가 은닉되는 과정을 식 (10)으로 나

타내었다.

if   ′′

  ≪




  ≪

(10)

3.3 커널기반 가역 워터마크 검출 및 비디오 복원 기법

제안한 기법에서 가역 워터마크 검출 및 비디오

복원은 그림 2의 역과정으로써 수행된다. 우선, 수신

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I-프레임의 엔트로피 디코

딩을 수행할 때 검출되는 워터마크로부터 추출한 유

효시간 정보와 현재의 시스템 시간에 대해 식 (3)을

이용하여 디코더에 포함 된 난수 생성기로부터 
 를

생성하고, 이후 프레임에 대해 를 이용하여, (4)-

(7)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워터마크와 부가정보가 은

닉된 계수들을 찾는다. 우선 단일 계수값 만으로 검

출 가능한 부가정보 비트 를 검출하기 위해 식 (11)

의 과정으로부터 엔트로피 디코딩 된 계수값 의

LSB를 판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if  
  ′′

′′ if    ′′ (11)

이 때, 식 (10)으로부터의 역과정에 의해 는 인코

딩 과정에서의 와 동일한 가 식 (12)로부터 복

원된다.

 
≫  (12)

그 후, 워터마크가 은닉된 계수로부터 워터마

크 는 식 (13)에 의해

 ′′  if
  

′′  if  
(13)

로 검출되며, 식 (11)에 의해 검출된 와 식 (14)을

이용하여를 복원함으로써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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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실험에 사용한 1280×544@24fps 비디오 영상

그림 4. 제안한가역워터마킹 기법의그림 3에대한워터마크

용량성

 
  if   ′′
· if   ′′ (14)

이 때, 콘텐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

되거나, 디코더의 난수 생성기가 인코더의 것과 다름

으로 인해 인증되지 않은 디코더로 간주 될 경우에


 는 인코딩에서 사용된 과 전혀 다른 값을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와 다른 값을 갖는 
 로부터 워터

마크 은닉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어 식 (12) 및 (14)에

의해 워터마크가 은닉되지 않은 주파수 계수를 변형

시키게 되며, 워터마크로 인해 변형된 계수 역시 복

원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화질의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검출 및 복호화 과정을 거친 MII 정보

는 [7]의 기법에서 제안된 것과 같은 컨텐츠 기반

강성 워터마크 전염 모듈 IEM-C을 위한 전염성 정

보로써 변이될 수 있으며, 이 때, 제어코드 cc로부터

IEM-C의 삽입강도, 은닉위치 및 기타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전염성 정보은닉을 위해 IEM-K 및 IDM-

K 모듈에 적용되는 가역 워터마킹 기법의 성능 평가

를 위해 MPEG2 비디오 코딩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1280×544 @24fps 비디오 45 프레임에

대해 GOP=15로 설정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안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에서 워터마크 길이는

대상 비디오 영상의 해상도와 압축율에 따라 식 (1)

의 제어신호 및 저작권 정보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안 기법에서 식 (6)의 조건을 이용

하여 그림 3의 비디오에 대해 워터마크 용량성을 계

산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로부터 그림 3의 비디오 영상에 대해 프레

임당 총 5440개의 MB 중 평균 2300여개 정도의 MB

에 대해 워터마크 은닉이 가능하므로, 제안 기법이

높은 수준의 워터마크 용량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트율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I-

frame 이후의 프레임에 대해 낮은 워터마크 용량성

을 보임에 따라, 제안 기법의 워터마크 용량성이 영

상의 공간 해상도 뿐 아니라, 압축율에 따라서도 좌

우됨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그림 3의 비디오 해상

도에 대한 실험을 위해 식 (1)로부터 256비트의 암호

화된 저작권 정보와 64비트의 유효시간정보  및 32

비트의 씨앗값, 그리고 IEM-C를 위한 제어신호로써

임의로 생성된 160비트가 결합된 총 512비트의 돌연

변이 전염성 정보 MII를 생성하였다. 이 MII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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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제안한 가역 워터마킹 기법에서 (a) 정상적으로 워터마크 검출 및 복원된 비디오 프레임과 (b)워터마크 재은닉 공격에

의한 복원 오류로 인한 블록킹 현상이 발생한 비디오 프레임

하여, 식(2)로부터 128bit DES 블록암호화 된 512 bit

길이의 워터마크 X를 생성하였으며, 그림 4로 나타

낸 대상비디오의 용량성에 따라 워터마크 X가 반복

적으로 삽입되도록 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비디오 기반 가역 워터마킹

기법들이 갖는 문제점 중의 하나였던 부가정보 검출

및 원영상 복원 시 발생하는 수 개의 MB 또는 프레

임 딜레이, 심지어 콘텐츠 재생 역순으로 워터마크를

검출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코덱 내에서 워터

마킹 기법의 계산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양자화된 주

파수 계수에 대해 하나의 MB에 워터마크와 원영상

복원을 위한 부가정보 모두를 은닉한다. 실험 결과,

프레임 당 기존 인코딩 및 디코딩 시간 대비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각각 평균 0.003ms 및 0.001

ms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제안 가역 워

터마킹 기법이 실시간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제안 기법은 비디오 디코딩과 동시에 워터마크 정

보가 검출되어 콘텐츠 기반 워터마킹 알고리즘으로

써 전염성 정보를 전이시키기 위한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의 코덱기반 가역 워터마킹으로 수행되므로

디코딩 된 프레임 영역에서의 공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압축 비트스트림 상에서의 공격

강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5로부터 정상적으로

워터마크 검출 및 복원이 수행된 비디오와 공격으로

간주되는 임의의 워터마크를 다시 은닉한 후, 복원

과정을 수행하였을 때의 비디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처럼, 압축 비트스트림 상에서 워터마

크 제거 또는 다른 워터마크에 의한 공모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식 (4) 및 식 (5)로부터 워터마크 검출

위치를 결정하는 씨앗값 및 키 값의 손상이 야기되어

결과적으로 부가정보와 워터마크의 손상 뿐 아니라

정확히 검출되지 못한 워터마크와 부가정보로 인한

블록킹 현상이 발생한다. 매 프레임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블록킹 현상은 특히 고해상도의 동영

상 서비스에서 심각한 화질 열화를 초례하므로 제안

기법이 압축 스트림 상에서의 공격에 대한 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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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제안 기법에서 비인가된 디코더 또는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비디오 콘텐츠의 화질 열화 서비스 제공, (a) 워터마크

검출 및 복원 영상, (b) 비인가코덱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저화질 비디오 서비스, (c) (b)의 저화질 영상을 낮은

해상도로 변환한 비디오

가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식 (3)에 의해 워터마크 검출 및 비디오 복원

키 의 생성을 위해 적용된 코덱의 시스템 시간 

이 경과된 이후의 디코딩이나, 인가되지 않은 디코더

에 의한 비디오 재생 시 DCT 레벨에서 워터마크 및

부가정보에 의한 블로킹을 제거함으로써 제안 기법

이 저화질 또는 낮은 해상도의 비디오 서비스를 가능

케 함을 그림 6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비디오 워터마킹에서는 워터마크로 인한 비

디오 콘텐츠의 압축효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압축 비트스트림 또는 양자화 테이블을 수정하는 워

터마킹 알고리즘들은 사전 정의된 비트율에 따를 경

우, 워터마킹으로 인한 화질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엔트로피 코딩 단계에서 워터마킹으로 데이터 수정

이 가해졌을 때 의도치 않은 비트율 증가가 발생하

며, 그것은 다음 압축 단계에서 더 높은 양자화 파라

미터 값을 요구하게 된다. 제안한 기법 역시 그림 2에

서와 같이 엔트로피 코딩 단계에서 워터마크를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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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안한 가역워터마킹 기법으로 인한 화질 열화 비교

하므로 비트율 증가로 인한 화질 저하를 예상하여

원영상 및 가역 워터마크 복원, 그리고 그림 5-(b)

및 6-(b)의 화질열화 된 비디오에 대해 각각의

PSNR을 그림 7로써 비교하였다.

제안 기법이 워터마크 은닉 시 계수의 부호값 만

을 변경시키며 부가정보를 은닉 할 때 ‘0’이 아닌 값

을 갖는 계수들을 이용함으로써 엔트로피 코딩의 효

율 저하를 최소화하였다. 그로 인해 그림 7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워터마크를 은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하여 거의 동일한 PSNR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제안한 기법은 비디오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

해 비디오 코덱을 기반으로 하는 전염성 정보은닉

시스템을 위한 전염성 정보의 생성과 빠르고 효율적

인 가역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정보 전염을 위해 IEM-C 알고리즘을 위한 제어 코

드와 함께 정보은닉 키로써 콘텐츠 유통 유효기간

정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전염 시 능동적으

로 콘텐츠의 화질 및 워터마크 강도를 제어할 수 있

게 한다. 또한 실시간성을 만족하기 위해 양자화된

주파수 계수에 대해 하나의 MB에 워터마크와 원영

상 복원을 위한 부가정보 모두를 은닉하므로, 계산복

잡도가 낮으며, 부가정보 검출 및 원영상 복원을 위

해 MB 또는 프레임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 가역워터마킹 기법이 임의의 비트스

트림 공격이 발생할 경우 복원정보의 손상을 일으켜

비디오 화질 훼손을 발생시키므로,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공격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공격받지 않은 비디오 비트스트림

에 대해 가역 워터마크 검출 및 영상 복원 후 워터마

크 손실은 0%였으며, 복원 후의 비디오 콘텐츠의 화

질은 동일한 비트율로 압축한 비디오와의 PSNR 비

교에서 수치상 미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 기법으로 인가

되지 않은 디코더를 사용하였을 때, 혹은 콘텐츠 유

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역워터마킹 제거 및 디블로

킹 과정을 수행하여 절반의 해상도나 PSNR 30dB

이하의 저화질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홍보,

무료 재생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향후, 제안한 가역 워터마크를 디코딩 한 후,

검출된 정보와 제어코드 등을 이용한 콘텐츠 기반

강성 워터마킹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전염성

정보 구성 및 오류 복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고화질, 고차원 비디오 콘텐츠

에 대한 보다 건전한 유통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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