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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측에서 임의의 시점 영상을 렌더링하여야 하는 초다시점 또는 자유시점 영상서비스를 타겟으로 소유자의 지

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을 다룬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기존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보다

는 시점이동 공격을 이겨내는 워터마킹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 영상은 시점이동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을 가한 영상이다. 본 논문은 먼저 2D영상에 대한 워터마킹 방법 중 2DDCT(2D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사용하는 방법과

2DDWT(2D 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사용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scheme으로 시점이동이 추출한 워터마크 데이터의 오차율을 얼

마나 높이는 지를 보인다. 시점이동된 영상에 대한 워터마킹의 어려움은 이동된 시점을 모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된 시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원시점의 영상과 해당 깊이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한 non-blind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여, 이동된 시점을 복원하는 것이 추출된 워터마크의 오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

법의 성능을 비교하여, 비록 non-blind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존 방법보다 비가시성 및 강인성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digital watermarking methods to protect ownership of image with targeting the ultra-high multi-view or 
free-view image service in which an arbitrary viewpoint image should be rendered at the user side. The main purpose of it is not 
to propose a superior method to the previous methods but to show how difficult to construct a watermarking scheme to overcome 
the viewpoint translation attack. Therefore we target the images with various attacks including viewpoint translation. This paper 
first shows how high the error rate of the extracted watermark data from viewpoint-translated image by basic schemes of the 
method using 2DDCT(2D discrete cosine transform) and the one using 2DDWT(2D discrete wavelet transform), which are for 2D 
image. Because the difficulty in watermarking for the viewpoint-translated image comes from the fact that we don’t know the 
translated viewpoint, we propose a scheme to find the translated viewpoint, which uses the image and the corresponding depth 
information at the original viewpoint. This method is used to construct the two non-blind watermarking methods to be proposed. 
They are used to show that recovery of the viewpoint affect a great deal of the error rate of the extracted watermark. Also by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methods and the previous ones, we show that the proposed ones are better in 
invisibility and robustness, even if they are non-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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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스테레오스코픽 3차원(stereoscopic 3-dimensional, 
S3D) 영상/비디오가 고부가 서비스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시청자들은 S3D에서 주어진 시점뿐만 아니라 좌우(또는

위아래)의 원하는 시점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

다. S3D 영상은 주어진 시점으로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좌우 또는 위아래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시청자 측으로 보내야 한다. 즉, 
시청자는 하나의 스테레오 시점이 아니라 여러 시점의 정

보를 갖고 시청자가 원하는(시청자의 움직임에 따른) 시점

을 디스플레이하여야 한다
[1]. 

이것이 다시점(multi-view) 디스플레이며, 이것은 세 개

이상의 시점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중 두 개의 시점을 스테

레오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시점 영상의 시점이

증가할수록 전송하여야하는 데이터 량은 비례적으로 증가

한다. 다시점 영상의 단점은 다시점 영상을 모두 디스플레

이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가 시점 수만큼 감소한

다. 또한 제공된 시점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좌우 또는 위아

래로 시점을 변경할 때 끊김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 무한대의 시점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실제의 경우 그렇게 많은 시점의 데이터를 전송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청자의 시점을 추적하여 해당 시점의 영상 또

는 S3D를 디스플레이하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피(auto-ster-
eoscopic) 3D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2], 이것은 이 전의

자유시점(free-view) 영상의 개념을 S3D로 확장한 것이다. 
시청자가 원하는 시점을 디스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적으로는 무한대의 시점이 필요하므로 다시점에서 시점수

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갖는다. 이

문제는 최근 시청자 측에서 원하는 시점을 생성하여 디스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깊이영상-기반 렌더링(depth-image-based rendering) 방
법

[3]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통 3차원

워핑(warping)과 홀-필링(hole-filling) 방법이 사용된다. 즉,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임의로 시청자 측에서 생성되는데, 
3D 영상 자체가 고부가가치 영상임을 감안하며 시청자가

생성한 영상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

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최근 임의로 생성된 영상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6]. 일반적으로 디지털

워터마킹은 압축과 같은 비악의적 공격과 블러링(blurring)
이나 샤프닝(sharpening)과 같은 악의적 공격에 대해 소유

권자의 정보를 추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시점이 이동된 영상에서는 시점이동 자

체가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작용하여 소유권자의 정보

를 추출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DIBR로 생성된 영상에 대한 워터마킹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이 분야의 연구는 시점이동에 영향

을 주지 않는 화소나 영역을 찾는 것과 시점이동이 되어도

워터마크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워터마크를 삽입

또는 설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H-D. Kim 등은

dual-tree complex wavelet 변환(DT-CWT)를 사용하여 변

환된 부대역 중 시점이동에 덜 민감한 부대역을 사용하여

블라인드(blind) 워터마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4]. 이 방

법은 참조패턴과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6% 이하의

BER(bit error rate)를 보였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40% 
이상의 BER을 보여, 미리 가정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워터

마크 데이터 추출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Y-H. 
Lin 등은 엔코딩 과정에서 이미 시점이동된 영상들을 사용

하였으며, 중간시점 뿐 아니라 좌, 우 시점영상에도 워터마

크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세 영상에는 각각

두 개의쌍씩직교한 참조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 역

시 주어진 시점에서는 5% 이하의 BER을 보이고 있으나

baseline distance가 1%만달라져도 30% 정도의 BER을 보

이고 있다. J-W Lee 등은 영상에 특정 필터링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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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워핑에 의한 임의시점 영상 렌더링, (a) 렌더링 과정, (b) 원본영상, (c) 3D 워핑된 영상, (d) 홀-필링된 영상
Fig. 1. Aritrary viewpoint image rendering by 3D warping, (a) rendering procedure, (b) original image, (c) 3D warped image, (d) hole-filled image

원 영상과의 차이영상을 만들고, 이 영상을 수평방향으로

자른(slice) 각 데이터에 평균을 이동시킨 Gaussian 잡음을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6]. 이 방법은 깊이정보(가장

가까운 깊이값)가 변화하더라도 0.85 이상의 NCC(normal-
ized cross correlation)값을 보여 [4]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stirmarkmark bench tool[7]
에 의한 quality 

15(최저화질)에서 100(최고화질)까지의 화질을 기준으로

quality 30(100 스케일)의 JPEG압축에서 NCC값이 0.7 정
도이고 Gaussian 잡음의 분산이 변화하면 0.5 이하의낮은

NCC값을 보이고 있다. 즉 이 방법은 워터마크를 추출할

때 깊이정보와 Gaussian 잡음정보가 필요한 non-blind 워터

마킹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임의의 시점이동에 강인

한 워터마킹이 용이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이동이

디지털 워터마킹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제공하는지를 보이

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시점이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블라인드 워터마킹 방법을 시점

이동에 적용하고, 시점이동 후 삽입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여 BER을 계산한다. 두 가지 방법은 영상의 국부에

대한 변환 방식인 DCT(discrete cosine transform)과 전역적

변환방식인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각각 사용

하는 방법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블라인드 워터마킹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 영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이동된 시

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non-blind 워터마

킹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D영상에 적용

한 워터마킹 방법을 시점이동 영상에 적용하여 시점이동 영

상에 대한 워터마킹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이동된

시점을 NCC 값으로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4
장에서는 시점이동 영상을 대상으로 시점추적을 포함하는

non-blind 워터마킹 방법을 고안한다. 이에 대한 실험을 5장
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시점이동 영상에 2D 영상의 워터마킹 방법
적용

1. 3D 워핑에 의한 임의시점 영상 렌더링

그림 1에 3D 워핑(warping) 방법으로 기준시점 영상으로

부터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렌더링하는 방법을 간략히 도

시하였다. 3D 워핑은 기준시점의 RGB영상의 좌표계를 깊

이영상으로 world 좌표계로 변환했다가 원하는 시점의 카

메라 영상 좌표계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8]. 3D 워핑 결과는

원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시점이동된 영상에서는 보이

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영역을 비폐색(dis-occlusion)영
역이라고 한다. 이 영역은 주변의 영상정보로 채워줘야 하

는데, 이 과정을 홀-필링(hole-filling)이라고 하며(그림 1(a) 
참조), 임의시점 영상 생성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9]. 그림 1(c)는 그림 1(b)의 원본

영상을 우로 시점이동한 워핑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비폐색영역이다. 이 영상

을 홀-필링한 결과를 그림 1(d)에 보이고 있다.

2. 2D영상 워터마킹 방법의 적용 예

2D영상에 적용한 워터마킹 방법은 공간영역에서 워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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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D 영상 워터마킹 방법의 시점이동영상에 적용; (a) 2DDCT 이용 방법, (b) 2DDWT 이용 방법
Fig. 2. Applying 2D image watermarking methods to viewpoint change image using; (a) using 2DDCT, (b) 2DDWT

킹을 수행하는 방법[10]과 주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킹을 수행

하는 방법[11-12]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도

국부적 변환인 DCT(discrete cosine transform)[10]과 전역적

변환인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12]을 사용하는 방

법이 있다. 여기서는 주파수변환을 이용하는 두 방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시점이동에 대한 워터마킹의 어려

움에 대해 설명한다. DCT와 DWT를 이용한 방법을 그림

2(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2.1 DCT를 이용한 방법
2차원 DCT(2DDCT)를 이용하는 워터마킹 방법은, 그림

2(a)에 나타낸바와 같이 영상을 ×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에 대해 2DDCT를 수행한다. 이 결과는 각 블록의 주

파수 성분을 2차원으로 분리하여 각계수로 나타나는데, 이
중 워터마킹에 가장 유리한 계수를 선택하여 워터마크 데

이터를 삽입한다. 여기서는 ×  2DDCT를 사용하며, 변
환된 계수 중 DC를 제외한 가로방향 최저주파수 계수를

워터마킹 위치로 선정한다.
다음은 워터마킹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일반적으로 소유

자 정보, 즉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과 영상의 정

보를 추출하여 그것을 워터마크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을 주로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 영상마다 다른 워터마크 정

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각 영상에 해당하는 워터마크 정보

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전자

를 더선호하며, 여기서도 전자를선택한다. 워터마크 데이

터는 2진(binary)의 32×24 영상으로 하며, 각 2진 비트는

하나의 해당 2DDCT 계수에 삽입하는데, 여기서는 각 DCT 
블록에서 DC를 제외한 수평방향의 최저주파수 계수를 선

택한다. 2DDCT 계수 를 워터마크 데이터 가 삽입된

계수 
로 변환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  i f   

′  i f   
(1)

여기서 는 워터마크를 얼마나 강하게 삽입할지를 결정

하는 scaling factor이며, ′ ⌊⌈⌉⌋를, ⌈⌉와

⌊⌋는 각각 의 ceiling 함수와 floor 함수이다. 2DDCT 
블록들 중 32×24개의 워터마크가 삽입될 블록은 영상의

가운데에 위치한 블록들을 선택한다. 워터마크가 된 각 
2DDCT 블록은 역변환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으로

만든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은 실험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

격을 가하는데, 여기에는 비악의적 공격인 압축, 시점이동, 
블러링(blurring), 샤프닝(sharpening) 공격을 가한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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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change Attacks

2DDCT 2DDWT

PSNR[dB] BER[%] PSNR[dB] BER[%]

 

No attack 41.13 0 41.23 0
Blurring(  ) 35.26 3.03 30.98 3.32

Sharpening(level=2) 35.21 2.97 33.54 4.08
JPEG(Q=0/12) 33.43 0.23 31.38 1.18

 

No attack 15.99 37.11 15.82 38.35
Blurring(  ) 15.73 32.15 16.14 40.40

Sharpening(level=2) 15.48 30.18 15.35 41.14
JPEG(Q=0/12) 15.82 30.08 15.85 37.97

표 2. 실험결과 평균 BER에 사용한 영상들
Table 2. Average BER from experimental results

과 영상을 대상으로 삽입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 방법은 삽입과 동일하게 ×(여기서는 ×) 2DDCT
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서 DC를 제외한 수평방향의 32×24

개의 최저주파수계수 
′으로부터 식 (2)와 같이 워터마크

데이터 ′을 추출한다. 











′   i f ′mod ≤ 


′   
(2)

여기서 mod는 의 modulus   함수이다.

2.2 DWT를 이용한 방법
2차원 DWT(2DDWT)를 이용하는 워터마킹 방법은 그림

2(b)에 나타낸바와 같이, DCT 를 이용하는 방법과순서는

같다. 단, 국부적 2DDCT대신 Mallat-tree 2DDWT를 -레
벨수행하고, 그 결과 부대역 중 최저주파수 대역의 LSB에
서 세 번째 비트평면(bit plane)을 워터마크 데이터로 치환

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킹을 수행한다. 최저주파수대역이 워

터마크 데이터의 크기보다 클 경우 워터마크는 그 부대역

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워터마킹을 수행한후 역변

환하여 워터마킹된 영상을 만든다.
이 영상을 대상으로 DC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

지 공격을 가하고, 그 결과 영상으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

를 추출한다. 워터마크 추출을 위해서 이 경우에도 삽입과

동일하게 -레벨 2DDWT를 수행하고 최저주파수 대역의

LSB로부터 세 번째 비트평면을 추출한다.

2.3 실험결과 및 분석
그림 2의 2DDCT와 2DDWT를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을

실험하였다. 대상 영상은 표 1에 보였으며, 2DDCT방법의

경우 좌상위 8×8 블록부터 32×24개에 삽입하였고, 2DDWT
의 경우 5-레벨 수행한 후 최저주파수 대역의 LSB부터 세

번째 비트평면의 좌상위 32×24를 워터마크와 치환하였다.  

이름 해상도 시점수 제공

Art 1,390×1,110 2

Middlebury
Books 1,390×1,110 2
Dolls 1,390×1,110 2

Rendeer 1,342×1,110 2
Laundry 1,342×1,110 2

Book arrival 1,024×768 16 HHI
Champagne tower 1,280×960 80 Nagoya Univ.

Poznan street 1,920×1,080 9
Poznan

Poznan car park 1,920×1,080 9

표 1. 실험에 사용한 영상들
Table 1. Images used in experiments 

실험은 그림 2의 (a) 또는 (b)에서 워터마크 추출을 시점

이동 전과후에 각각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시점이동 이 외

의 공격으로는 JPEG 압축, 블러링, 샤프닝 공격만 가하였

고, 기하학적 공격(회전, 뒤틀림등)은 하지 않았다. 압축공

격은 실제 상황에 맞게 시점이동 전에 수행하였으며, 블러

링과 샤프닝 공격은 시점이동 후 가하였다. JPEG 압축은

photoshop을 이용하여 가장 압축률이 높은 quality 0(12점
척도)으로 하였고, 블러링과 샤프닝은 공격이 가해진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였다.
표 2에 실험결과를 전체 영상에 대한평균값으로 나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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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 추출된 워터마크 예; BER= (a) 0%, (b) 5.86%, (c) 10.35%, (d) 38.18%
Fig. 3. Examples of extracted watermark: BER= (a) 0%, (b) 5.68%, (c) 10.35%, (d) 38.18%

였다. 시점은 우측으로 7.8[cm] 이동한 경우만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baseline distance(영상의 너비에 대

한 시점이동 거리의 비율)[4-6] 약 5%에 해당한다. 그림 3은
BER에 따는 추출된 워터마크의예를 보이고 있는데, BER
이 10%를넘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워터마크

가 많이 손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시점이동 후의

PSNR 값들은 기준영상에 대한값들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

나, 시점이동후 원 영상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점이동 전에는 모든 공격에 대해

5% 이하의 BER을 보이고 있으나, 시점이동 후에는 모든

경우에서 30%가넘는 BER을 보여 워터마킹으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시점이동한 경우 BER이 너무 매우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점이동으로 인해 그림 1(b)의 예에서 보는

비폐색영역과 폐색(occlusion)영역(기준시점에서는 보이

나 시점이동후가려져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즉, 기준영상에 있던 영상부분이 없어지거나 기준영

상에는 없던영상부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워터마크 정보가

소실되거나 엉뚱한 정보가 워터마크 정보로 추출된다. 이
것은 국부적 변환을 수행하는 DCT이 경우 더욱 심한데, 
DCT의 경우는 한 행이 추가되거나 소실되면 DCT 블록 자

체가 변화하므로 DCT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DWT의
경우도 전역적 변환이기는 하지만 특정 비트평면 또는 그

일부분을 워터마크 데이터로 치환하기 때문에 시점이동으

로 소실되거나 추가되는 화소들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표
2의 데이터에 의하면 DCT의 경우가 DWT의 경우보다

BER이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DCT 불록이 변화

하더라도 DCT를 수행하기 때문에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

며, 그것이 DWT의 직접적인 영향보다 다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워터마킹을 수행할 때 깊이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

고, 여기서도 그렇게 가정하였다. 깊이정보가 주어졌기 때

문에 시점이동 시폐색영역이나 비폐색영역이 발생하지 않

는 영역에 워터마킹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런 영역의 분포가 영상마다 다르며 이런 영역이 시점이동

하는 양에 따라 영상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측에서 원하는 시점을 생성할 때 그 시점에 따라 영

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이 워터마크를 추출할 때 깊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blind 워터마킹) 임의의 시점에서

그 영역들을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렵다.   

III. NC 값을 이용한 시점 추적

시점이동된 영상의 이동된 시점을 알 수 있다면 삽입된

워터마크 추출이 한층쉬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

영상과 해당 깊이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blind 워터마

킹이될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non-blind 워터마킹을염

두에 두고 시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준영상과 시점이동된 영상의 상관도를계산하고 이값들

의 추이로 시점을 찾는 방법이다. 상관도는 여러 가지를 사

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NCC값을 사용한다.

1. 시점이동 및 공격에 대한 NCC값의 변화 추이
  
그림 4에 시점이동 및 여러 가지 공격을 가했을 때의

NCC 값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횡축이 시점이동

양을 나타내고 있고, 이 그래프는 시점을 15 이동한 영

상에 대해 여러 시점 영상의 NCC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B(1)은   의 블러링, S(3)은 강도 3의 샤프닝, N(10)은 



34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2014년 5월 (JBE Vol. 19, No. 3, May 2014)

10%의 salt-and-pepper 잠음, J(0)은 photoshop에서의 JPEG 
quality가 총 12점척도에서 화질이 0(최저화질)에서 12(최
고화질)까지라할 때 quality 0 공격을 가한 것을 각각 나타

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격 중 블러링 공격과 salt-and-pepper 
잡음 공격은 NCC값을 증가시키고, 샤프닝 공격은 NCC값
을 감소시키며, JPEG 압축 공격은 NCC값을 거의 변화시

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공격을 가하건해

당 시점에서 가장 큰 NCC값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CC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시점을 찾는다면 그 시

점이 현재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시점이동 및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NCC값의 추이
Fig. 4. NCC value trends for viewpoint translation and various attacks

2. NCC값을 이용한 시점 추적
  
임의의 시점으로 이동한 영상의 시점을 NCC값으로 찾

는 것은 상대적인 값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

산으로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점진적인 방

법(rough-to-fine)으로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5에 이

방법을 도시하였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non-blind 워터마킹

을 가정하기 때문에 워터마크를 추출할 때 시점이동 및 공

격한 영상뿐만 아니라 원 기준시점의 영상과 깊이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방법에서는 좌우방향으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양(max , 이것을 ‘최대 시점이동거

리’로 명명함)을 가정하는데, 홀-필링 방법의 정확성을 고

려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시점이동이 이루어지면 비폐색

영역의 양이 너무 많아 영상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추적 방법은 기준영상을 해당 깊이정보로 여러

시점으로 이동시키고 그 영상과 대상영상의 NCC값을 구하

여 최대치를 갖는 시점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을처음에는

이동량을 크게하고 그 중 NCC값이 가장 높은 시점에서 더

세분하여 시점을 찾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정확한 시점

을 찾는다. 그림 6에 한예를 보이고 있다. (a)에서는 시점이

동 단위를 4[cm](  )로 하여 가장 높은 NCC값

을 같는   시점을 찾고, (b)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동단

위를 1[cm](  )로 하여    시점을 찾

았으며, (c)에서는 이동단위를 0.2[cm](  )로

하여    를 찾고 있다.

 

Find highest-NCC viewpoint (VP1)  with 
Δ1 =Δmax/r1 for search range [-Δmax, Δmax]

Find highest-NCC viewpoint (VP2) with 
Δ2 = Δ1/r2 for search range [VP1-Δ1, VP1+Δ1]

Attacked & 
viewpoint-shifted 

texture image

Original 
texture 
image

Original 
depth 
image

Find highest-NCC viewpoint (VP3) with 
Δ3 = Δ2/r3 for search range [VP2-Δ2, VP2+Δ2]

...

Find highest-NCC viewpoint (VPi) with 
Δi = Δi-1/ri for search range [VPi-1-Δi-1, VPi-1+Δi-1]

Viewpoint-translated distance

그림 5. NCC값을 이용한 시점추적
Fig. 5. Viewpoint tracking with NC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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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시점추적 예; (a)    , (b)    , (c)   

Fig. 6. Example of viewpoint tracking; Viewpoint tracking (a)    , (b)    , (c)   

IV. 시점추적에 의한 non-blind 워터마킹 방법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시점추적 방법을 이용한

non-blind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그림 7에
삽입과정(a)와 추출과정(b)을 따로 나타내었다.

1. 워터마크 삽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시점이동 거리

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최대 시점이동 거리라

고 하였다. 카메라의 광각이 이고 중심에서 좌측과 우측

의 영상크기를 각각  과 일 때 좌() 또는 우()로

시점이동한 거리에 대해 영상의 좌() 또는 우측()

에 나타나는 비폐색영역의 크기는 식 (3)으로계산할 수 있

고(좌측의 경우   , 우측의 경우   ), 최대 시점이동

거리는 식 (4)로 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최대 이동거리

에 따른 비폐색영역의 크기는 3D 워핑방법으로 시점이동

하여 구할 수도 있다. 

 



tan


(3)

max 


tan
ma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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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s
Middle 
view

Leftmost 
view

Rightmost 
view

max,rHD

Image sensors

zl zr

q

max,lHD
Hr

                         그림 7. 최대 시점이동 거리에 대한 좌우측 비폐색영역의 크기
Fig. 7. amount of left and right dis-occlusion regions for maximum translation distance

p×q 2DDCT

Current viewpoint 
RGB image

Select coefficients
to be watermarked

Watermark embedding

Inverse 2DDCT

Watermarked Current
Viewpoint RGB image

Remove maximum left and right
dis-occlusion regions 

Current Viewpoint
Depth image

r-level 2DDWT

Select bitplane
to be watermarked

Inverse 2DDWT

p×q 2DDCT

Current
viewpoint

RGB image

Select coefficients
to be watermarked

Watermark Extraction

Extracted watermark

Viewpoint tracking

Current
Viewpoint

depth image

r-level 2DDWT

Select bitplane
to be watermarked

RGB image to 
extract 

watermark

Viewpoint translation to the original

Remove the maximum
dis-occlusion regions

(a) (b)

그림 8. 제안한 non-blind 워터마킹 방법; (a) 삽입, (b) 추출
Fig. 8. Proposed non-blind watermarking method; (a) embedding, (b) extraction

그림 8(a)의 워터마크 삽입의첫단계는 기준시점 영상을

해당 깊이정보로 최대 시점이동거리만큼 좌우로 이동시키

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좌우측의 비폐색영역을 제거한다. 
그림 9에 그림 1(b) 영상에 대해 좌우로 최대 시점이동 거

리만큼 이동한 결과(a, b)와 좌우측의 비폐색영역을 제거한

영상(c)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최대 시점이동거리를약

18.56%(24.28cm, 너비가 1,024화소인 영상의 경우 190화
소)로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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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최대 시점이동 거리dp 대한 비폐색영역 제거; (a) 우로 이동한 영상, (b) 좌오 이동한 영상, (c) 좌우 비폐색영역 부분을 제거한 영상
Fig. 9. Removing the dis-occlusion regions by maximum viewpoint translation, (a) image translated right, (b) image translated left, (c) resulting 
image from removing the left and right dis-occluded region parts

좌우의 비폐색영역을 제거한 기준영상에 대해 그림 2(a) 
또는 (b)(여기서는 × 2DDCT와 -레벨 2DDWT 모두

를 고려함)와 동일하게(워터마크 삽입위치 선정, 삽입되는

워터마크 데이터의 양, 삽입방법)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그
결과를 역변환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기준시점 영상을얻

는다. 이 영상은 해당 깊이정보와 함께 사용자측으로 송신

된다. 이 때 데이터 압축이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도

압축공격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였다. 
사용자측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시점이동을 수행하고, 또

악의적 공격인 블러링, 샤프닝, 잡음첨가 공격이 이루어지는

데, 이악의적공격은시점이동후이루어지는것으로하였다.

2. 워터마크 추출
  
비악의적(압축, 시점이동) 또는 악의적 공격을 가한 영상

을 대상으로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은 그림 8(b)
에 나타내었다. 먼저앞장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이동된 시

점을 찾고, 그 시점에서 기준시점으로 역 시점이동을 수행

한다. 이 영상을 대상으로 삽입할 때와 같이 최대 시점이동

거리를 시점이동시킨 영상으로 좌우의 비폐색영역을 제거

한다. 그 결과 영상을 대상으로 그림 2의 (a) 또는 (b)와 동

일하게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한다.

V.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및 결과

비악의적(압축, 시점이동) 또는 악의적 공격(블러링, 샤

프닝, 잡음첨가)을 가한 영상을 대상으로 워터마크 데이터

를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준시점 영상에 워

터마크를 삽입하고 그 영상을 시점이동한 영상에 대해 워

터마크를 추출하여 BER 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10에 보이

고 있다. 여기서 Lin-1은 [5]의 방법을 16×16 불록으로 수

행한 것이고, Lin-2는 같은 방법을 64×64 블록으로 수행한

것이며, Kim은 [4]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방법은 2DDCT를 사용하는 방법을 Ours-DCT, 2DDWT를
사용한 방법을 Ours-DWT로 각각 나타내었으며, 시점이동

은 [4]와 [5]와 같이 baseline distance로 하였다. Lin의 두

방법은 5% 이동한 시점을 우측 기준영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Lin 방법은 해당 시점을벗어나면 BER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Kim 방법과 제안한

두 방법 모두 시점을 이동할수록 BER이 증가하는데, 증가

속도는 제안한 방법 중 DWT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빠르

고, 제안한 DCT 방법이 가장느렸다. 따라서 제안한 DCT

그림 10. Baseline distance에 따른 BER 비교
Fig. 10. BER comparison for the baselin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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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recovery Attacks

2DDCT 2DDWT

PSNR[dB] BER[%] PSNR[dB] BER[%]

without

No attack 50.61 37.11 44.60 38.35

Blurring(  ) 37.18 32.15 34.50 40.40

Sharpening(level=2) 38.69 30.18 36.59 41.14

Noise addition(10%) 28.49 30.86 25.43 45.34

JPEG(Q=0/12) 35.37 31.14 33.02 37.97

with

No attack 31.49 1.17 30.98 5.33

Blurring(  ) 29.68 3.30 29.71 7.02

Sharpening(level=2) 29.91 4.00 29.94 8.54

Noise addition(10%) 23.64 9.28 23.68 13.70

JPEG(Q=0/12) 32.62 1.76 28.82 6.09

표 3.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결과 평균 BER (시점이동 5%)
Table 3. Average BERs as the result from experiments for the proposed method (5% viewpoint translation)

방법
워터마크 비가시성

PSNR[dB]
잡음첨가(level 4)

BER[%]
JPEG압축(50/100)

BER[%] 

Lin-1 [4, 5] 42.55 30.2 23.8

Lin-2 [4, 5] 42.43 19.6 11.7

Kim [4] 42.15 10.3 10.2

Ours_DCT 50.61 9.3 1.8

Ours_DWT 44.61 13.7 6.1

표 4. JPEG압축공격에 대한 평균 BER 비교 (시점이동 5%)
Table 4. BER Comparison for JPEG compression attack (viewpoint translation 5%) 

방법이 시점이동에 대한 강인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제안한 방법(2DDCT와 2DDWT를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하여 baseline distance 5%의 시점이동을 수행하고

공격을 가한후워터마크를 추출하여 구한평균 BER을 나

열하였다. 시점이동 이외의 공격은 공격후 영상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정도로 하였다. 시점이동에 대해서는 이동

된 시점에서 원 시점으로 시점복원(viewpoint recovery)을
하지 않은 경우(without)와 복원한 경우(with)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점복원을 하지 않았

을 때의 BER은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림 3의
BER에 따른 추출된 워터마크와 비교하면 워터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점복원된 경우 BER이 현저

히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DDCT를 사용한 방

법은 아주 낮은 BER을 보이고 있고, 2DDWT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소 높은 BER을 보였다. 공격에 대해서는 잡음첨

가 공격이 가장 높은 BER을 보였고, JPEG 압축공격이 가

장 낮은 BER을 보였다. 
표 4에는 기존 방법과 공격에 대한 실험결과를 비교하였

다. 비교대상은 그림 10의 방법과 동일하다. Kim의 방법과

Lin의 방법 모두 본 논문과달라서 공격방법이 다른 것들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본 논문과 같은 JPEG 압축공

격과잡음첨가 공격만을 비교하였다. 표의 두번째행은 비

가시성에 대한 비교인데, 이것은 워터마크를 삽입한 영상

을 baseline distance 5%만큼 시점이동한 영상에 대한 
PSNR 값이다. 표에 의하면 두 제안한 방법 모두 높은

PSNR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제안한 방법의 워터마킹

강도가 비교대상 방법들에 비해서약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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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잡음첨가와 JPEG압축 모두에서 Lin의 두 방법이 가

장 높은 BER을 보였다. Kim의 방법에 비해서 제안한 방법

중 2DDWT 방법은 JPEG압축 공격에 대해서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잡음첨가 공격에 대해서는 약간낮은 성

능을 보였다. 그러나 제안한 2DDCT 방법은 잡음첨가와

JPEG압축 모두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또는 자유시점 영상서비스를 타겟

으로 임의의 시점을 사용자측에서 렌더링하여 시청하는 경

우 시점이동된 영상의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해 다루었다. 
시점이동의 경우 기존에 고려하였던공격들보다 훨씬 강한

비악의적 공격임을 보였고, 따라서 디지털 워터마킹도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blind 워터마킹 방법이선호되지만, 시점이동

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크 데이

터 추출 시 원영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non-blind 워터마킹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두 방법은 2DDCT를 사용

하는 방법과 2DDWT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으며, 2D영상

워터마킹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scheme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시점이동에 대해서는 기준시점 영상과 해당 깊이영

상이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동된 시점을 찾아서 원 시점

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동된 시점을 찾는 방

법은 NCC값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결과 2DDWT를 사용하는 방

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시점이동과 잠음공격에 대해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JPEG 압축공격에 대해서는 더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한편 2DDCT 방법은 모든 공격에서 기

존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워터마크 추출 시 기준시점 영

상과 해당 깊이정보가 필요한 non-blind 워터마킹이고 비교

대상이었던기존방법들은 이런 정보가 필요없는 blind 워터

마킹이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이 우수하다고 단정적으로말

하기는 어렵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 같이 본 논문의 목적

이 시점이동에 대한 워터마킹의 어려움을알리는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동된 시점을 복원한 경우와 복원하지 않

은 경우를 비교하여 시점이동에 대한 blind 워터마킹의 어

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시점

이동을 포함한 영상에 대한 워터마킹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에게 시점이동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본 논문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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