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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벡터 영역에서 디지털 영상 워터마킹 방법

Digital Image Watermarking Scheme in the Singular Vector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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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확산됨에 따라서 원래 정보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본 증명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 DCT, DFT, DWT 등의 여러 영상 변환들을 이용하여 소유권의 징표로 워터마크를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

하였으나, 보다 최근에는 수치해석 분야에 많이 쓰이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법을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VD의 특이 벡터와 동시에 Gabor 코사인과 사인 변환을 이용하여 디지털 표지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에 잡음, 공간 변형, 필터링, 압축 등의 공격을 가한 후, GCST-SVD의 워터

마크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워터마킹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삽입한 워터마크와 추출한 워터마크 사이의 유사성 척도로

써 정규화한 상관계수값을 측정한다. 또한 추출한 워터마크 영상으로부터 시각적으로 직접 원본 워터마크인지를 판단한다. 가

장 낮은 수직 교류 주파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실험으로부터 SVD의 특이 벡터를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은 대부분 공격

에서 0.9이상의 큰 상관값과 삽입한 워터마크의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As multimedia information is spread over cyber networks,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rights and original proof 

of an information owner raise recently. Various image transformations of DCT, DFT and DWT have been used to embed a 

watermark as a token of ownership. Recently, SVD being used in the field of numerical analysis is additionally applied to 

the watermarking methods. A watermarking method is proposed in this paper using Gabor cosine and sine transform as 

well as  SVD for embedding and extraction of watermarks for digital images. After delivering attacks such as noise 

addition, space transformation, filtering and compression on watermarked images, watermark extraction algorithm is 

performed using the proposed GCST-SVD method. Normalized correlation values are calculated to measure the similarity 

between embedded watermark and extracted one as the index of watermark performance. Also visual inspection for the 

extracted watermark images has been done. Watermark images are inserted into the lowest vertical ac frequency ban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watermarking method using the singular vectors of SVD shows large 

correlation values of 0.9 or more and visual features of an embedded watermark for various attacks. 

Keywords :  Watermarking, GCST, SVD, Singular Vector

I. 서 론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널리 확산됨에 따

라서 정보의 원래 소유자 파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

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사용되는 정보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

보의 초기 제공자는 원본 증명, 소유권 보호, 위조 방지 등

의 목적으로 정보 속에 워터마크(watermark)를 숨기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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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본인이 정보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텍스트, 음성, 오디오, 영상,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멀티

미디어에 정당한 소유 권리를 나타내는 징표를 삽입하고 

추출하는 것이 워터마킹 알고리즘이며, 투명성과 강건성의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워터마크로 사용되는 표시는 1차원

의 무작위 정규분포 시퀀스, 2차원의 문자열과 영상이 있

다. 정규분포 시퀀스는 객관적인 척도로 사용되며 상관관

계를 계산하여 워터마크 존재를 탐지한다. 로고 영상은 원

래 소유자에게 의미있는 형태의 워터마크로 시각적이면서 

주관적 탐지용으로 사용된다.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삽입되는 워터마크의 영역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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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간 영역과 변환 영역 방법으로 나눈다. 공간 영역 

방법은 영상 픽셀의 밝기에 직접 워터마크를 적용하여 실

제 영상의 밝기를 변경시키므로 과정이 비교적 쉽고 간단

하지만, 외부 잡음이나 공격에 취약하여 워터마크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변환 영역 방법은 입력 영상을 대부분 주

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주파수 계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

기 때문에 공간 영역 방법보다 다양한 공격에서 보다 쉽게 

워터마크 추출이 용이하다. 사용되는 변환 방법은 DCT, 

DWT, DFT, SVD(특이값 분해) 등이다.

  주파수 영역 방법으로 Cox는 DCT를 워터마킹에 처음으

로 사용하였다[1]. 표지 영상에 대한 전역적인 DCT를 적용

한 후, 직류 성분을 제외하고 일정한 개수의 큰 계수들에 

1차원의 무작위 정규분포 잡음을 워터마크로 삽입하였으

며, 삽입한 계수들의 위치가 워터마크를 추출할 때 필요하

다. 여러 논문에서는 전역적인 변환 방법보다 영상을 8x8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지역적인 8x8 DCT를 워터마킹에 주

로 사용하였다[2]. DCT를 이용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에서 

차이점은 블록 선택 또는 계수 선택의 방법에 있으며, 워

터마킹은 주파수 계수에 워터마크를 더하는 삽입 형태를 

취하고 있다.

  DWT를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은 전역적인 영상 변환으로 

웨이브릿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 영상을 분해하여 저주파, 

수직, 수평, 대각선 방향에 해당하는 4가지 주파수 성분의 

대역으로 분할한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한 대역 선택

이 DWT 워터마킹의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시각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저주파 계수가 훨씬 큰 인지 용량을 보유하므

로 저주파 계수에 우선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블록 

현상을 부가적으로 피할 수 있다[3].

  DFT는 회전, 크기, 절단, 이동과 같은 기하학적 공격에 

장점이 있으며, 위상 변경이 크기 변경보다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위상 정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보편적이

다. 저주파를 변경하면 시각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주

파 계수는 압축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주로 중간 

주파수 성분에 워터마크를 적용한다[4].

  비교적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SVD의 중요한 성질은 영

상에 작은 변화를 가할지라도 영상의 특이값은 거의 변동

하지 않고 매우 안정된 값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값 

성질을 이용하여 Liu와 Tan은 SVD 방법을 워터마킹에 처

음으로 적용하였으나[5], 입력 영상 전체에 SVD를 적용하므

로 처리 시간이 많이 요구되었다. Raval과 Rege는 

DWT-SVD에 기초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저주

파 영역에서 영상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6].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Ganic과 Eskicioglu는 DWT의 4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각각 SVD를 적용하고, SVD의 특이

값들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였다[7]. 순차적으로 여러 변환을 

이용한 다단계 워터마킹 기법이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

으며 대표적으로는 DWT-DCT[8], DWT-SVD[9], DCT-SVD 

[10], DWT-DCT-SVD[11] 등이 있다.

  SVD를 이용한 많은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거짓 긍정 문

제(false positive problem)를 야기하므로, 실제적인 소유권 

보호용도의 워터마킹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

에는 최초의 SVD를 이용한 Liu와 Tan의 워터마킹 알고리

즘이 포함되며, 다른 많은 논문도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

다[5, 7, 9-11]. 워터마크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 영상에 대

해서 워터마크를 추출할 때, 원래 삽입된 워터마크 영상에

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거짓 긍정 문제는 공격자

들이 찾고자하는 어떠한 기준 워터마크를 사용하더라도 긍

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잘못된 워터마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거짓 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으며, 둘 다 공간영역에서 SVD를 적용하였고 사용한 

워터마크 크기가 표지 영상과 동일하였다. 우선 Jain은 

SVD의 주성분에 기초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였고[12], 

주성분을 이용하여 변형한 여러 방법을 Lee가 발표하였다

[13]. Agarwal은 SVD의 특이 벡터에 기초한 워터마킹 기법

을 제안하였다[14]. 후자의 방법은 원래 표지 영상을 SVD하

여 발생한 오른쪽 특이 벡터 행렬에 워터마크의 특이 벡터

를 크기 변형하여 삽입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원래 워

터마크의 사전 지식 없이는 전체 워터마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거짓 긍정의 결점을 피할 수 있다. Liu와 

Tan 방법은 워터마크가 대각선 성분만을 변화시키며, 워터

마크 추출과정에서 임의 워터마크 영상의 특이 벡터를 사

용하면 그 특이 벡터에 해당하는 영상이 워터마크로 추출

되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시각필터 작용과 유사하고 주파수 변

환 방법의 일종인 GCST(Gabor Cosine and Sine Transform: 

게이버 코사인과 사인 변환)와 수치해석에서 많이 쓰이는 

SVD를 결합한 GCST-SVD 방법을 워터마킹 알고리즘으로 

적용한다. 표지 영상에 GCST를 수행하여 얻어진 주파수 계

수 중에서 원하는 특정 블록 크기의 저주파수 계수에만 

SVD 변환을 적용한다. SVD의 특이 벡터에 2차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워터마크

가 삽입된 영상에 실제로 잡음 첨가, 필터링, 공간 변형, 

압축과 같은 다양한 공격을 가한 후,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공격받은 영상에서 추출한 워터마크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삽입한 워터마크와의 정규화한 상관계수값을 계산

한다. 제안한 워터마킹 방법과 다양한 종류의 공격에 대해

서 정량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

다.

  2장에서는 제안한 GCST-SVD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수학

적으로 근본이 되는 GCST의 기저함수와 변환 행렬 그리고 

SVD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한 특

히 벡터 GCST-SVD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4장에서는 15가지의 공격에 

대해서 Agarwal 알고리즘과 제안한 GCST- SVD 방법의 워

터마킹 성능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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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CST와 SVD 변환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 과정

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GCST의 기저함수와 변환 행렬을 

결정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변환된 저주파수 계수 대역에 

적용할 SVD 방법을 간단히 살펴본다.

2.1 Gabor 코사인과 사인 변환

Gabor 코사인과 사인 변환은 Gabor 복소함수를 사용하

는 Gabor 변환에서 유도되며 Gabor 복소함수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cos  sin          (1)
Gabor 변환의 결과는 복소수이므로 실제 응용에 적용하

기 위하여 실수 부분인 코사인 함수와 허수 부분인 사인 

함수를 분리하여 GCST에 사용한다. 16개의 함수로 구성되

는 GCST의 1차원 GC(Gabor Cosine) 함수  와 GS( 

Gabor Sine) 함수 는 각각 다음과 같다.

   




 



 

cos         (2)

   




 



 

sin        (3)

 와 는 각각 Gabor 복소함수의 실수와 허수 부

분에 해당한다. 가장 낮은 주파수의 저역통과필터는 직류

성분을 잘 보존하는 를 사용하고, 가장 높은 주파수의 

고역통과필터는 를 사용하였다. 에서 의 

나머지 14개 대역통과필터는 GS와 GC를 교대로 사용하였

다[15]. 한 위치에서 식 (2)와 (3)의 16개 GC와 GS 함수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직교정규화 과정

을 통하여  와  를 16개의 기저함수  ,

  ⋯로 변환하였다. 식 (2)의 코사인함수로부터 얻은 

기저함수는 우함수이고, 식 (3)의 사인 함수에서 얻은 기저

함수는 기함수이다. 이러한 기저함수를 디지털화하여 변환

행렬 를 얻으며 열 벡터로 표시되는 1차원 신호 는 다

음과 같이 기저함수의 선형조합으로 표현된다.

                                            (4)

  여기서 는 기저함수의 계수 벡터이다. 오차 벡터를 

 로 정의하고, 최소자승오차를 갖는 계수 를 유

도하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이다. 2차원 신호인 영상 에 위 

과정을 유사하게 적용하면 계수 행렬 와 다음 관계를 갖

는다.

                                         (6)

                                        (7)

GCST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16개의 모든 기저함수에 대

해서 동일한 표준편차 이며, 16개의 중심주파수로는 정규

화된 주파수 영역을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구분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2.2 SVD

Liu와 Tan은 처음으로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에 기반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5], SVD는 수치해석에서 행렬을 대각화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기법이다. SVD는 주어진 행렬을 3개 행렬로 분해한

다. 영상 압축, 영상 은닉, 잡음 제거, 영상 워터마킹과 같

은 영상처리 응용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으며, 디지털 영상

은 음수가 아닌 값으로 구성된 2차원 행렬로 고려할 수 있

다. 그러한 영상을 × 정방 행렬 라고 하면, 의 SVD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여기서  는 직교 행렬이고, 는 대각 행렬이다. 의 대

각 요소들은 의 특이값들로 음수가 아닌 값이며 감소하

는 순서로 배열된다. 는 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고 한다. 행렬 의 열들은 의 왼쪽 특이

벡터(Singular Vector)이고, 행렬 의 열들은 의 오른쪽 

특이 벡터이다. 특이 벡터는 영상의 기하학적 성질을 나타

내고, 특이값은 영상의 밝기를 나타낸다. 특이값의 작은 변

화는 영상 품질에 큰 시각적인 차이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

실과 어떠한 공격도 특이값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각 행렬 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존의 워터

마킹 기법에 많이 활용하였다[10]. 그러나 대각 행렬 의 

성분인 특이값(개)보다는 특이벡터에 훨씬 더 많은 성분

(거의  개)이 있기 때문에 정보 은익에는 특이값보다 특

이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12]. 

Ⅲ. 특이 벡터 GCST-SVD 워터마킹 알고리즘

Agarwal의 워터마킹 방법은 공간 영역의 영상에 SVD를 

적용하고, 특이 벡터 영역에서 표지 영상(cover image)과 

동일한 크기의 영상을 워터마크로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공간 영역이 아닌 GCST

의 주파수 영역에서 SVD를 적용하고, 워터마크 크기도 표

지 영상보다 훨씬 작고, 더욱이 오른쪽 특이 벡터 대신에 

왼쪽 특이 벡터 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삽입

되는 2차원 워터마크 크기는 기본 주파수 계수 블록의 배

수 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간 영역의 밝기 

영상을 주파수 영역의 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GCST의 사

용과 더불어 임의 대역의 특이 벡터를 산출하는 SVD를 결

합한 GCST-SVD 워터마킹 알고리즘이다.

3.1 워터마크 삽입 방법

디지털 표지 영상에 대해서 특이 벡터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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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T-SVD에 기반한 워터마크 삽입 과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크기가 512x512인 표지(입력) 영상을 라고 하고, 

이 영상에 16개의 기저함수로 구성된 변환 행렬으로 GCST

를 적용하여 주파수 계수 를 얻는다. 

2) 입력 영상은 16x16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되며 각각 

주파수 대역의 크기는 32x32가 된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파수 대역의 32x32 행렬을 라고 한다.

3) 에 SVD를 적용한다. 즉,

     
                               (9)

4) 삽입할 32x32 워터마크 영상을 라고 한다. 에 SVD

를 적용한다. 즉,

     
                            (10)

5) 주파수 대역 행렬 에 대한 SVD의 특이 벡터에 다음 

방법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

                                        (11)

6) 가 워터마크의 SVD 성분으로 변형된 행렬을 라고 

하면, 는 다음과 같다.

                                           (12)

7) 단계 2)의  대신에 를 대입하여 Inverse GCST를 수

행하여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  를 얻는다.

3.2 워터마크 추출 방법

제안한 방법은 왼쪽 특이 벡터()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것이다. 해당 방법의 워터마크 추출 과정은 아래와 같이 4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또는 공격당한  에 GCST를 적용하여 워터

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GCST 계수  를 얻는다.

2) 워터마크가 삽입된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32x32 행렬 

계수  를 선택한다.

3) 워터마크 삽입 단계 5)의 방법에 대한 워터마크 추출 중

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3)

4) 최종 워터마크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4)

3.3 성능 평가 지표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워터마크에 대한 가시성과 여러 가

지 공격에 대한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지표가 필요

하다.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워터마크 추출을 위하

여 원래 영상이 필요한 non-blind 방법이다. 원래 입력 영

상을  ,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을   , 차이 영상

을    로 정의하면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d Error: MSE)는 다음과 같다.


 
  




 



                  (15)

그리고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을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log


dB               (16)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을 원래 영상과 비교할 때 시각

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충분히 큰 PSNR을 가져야 

한다. 삽입될 워터마크의 강도는 워터마크 삽입 방법의 단

계 5에서 사용되는 에 의해서 결정된다. 큰 는 강한 워

터마크를 영상에 삽입하여 PSNR을 작게 만들고, 작은 는 

투명성을 높게 하여 PSNR을 크게 한다.

삽입한 워터마크 와 추출한 워터마크   사

이의 유사성은 삽입된 워터마크의 강도뿐만 아니라 공격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한 워터마

크의 확인을 우선 시각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 식으로 두 워터마크 사이의 

정규화된 상관값을 계산하였다[1].

  





  




 



  



  




 



  


  




 



  

 (17)

IV. 공격들에 대한 워터마킹 실험 

제안한 GCST-SVD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 실제 영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512x512 8

비트 분해능을 갖는 Lena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32x32 8비트 카메라맨 영상을 워터마크로 사용하였다. 워

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투명성 또는 가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PSNR을 계산하였으며, PSNR이 35dB 이상이면 인간

시각체계는 품질 저하를 거의 인지할 수 없어서 원래 영상

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16].

512x512 입력 영상에 대해서 16개의 기저함수를 사용하

여 GCST를 수행하면 그림 1과 같이 주파수 성분에 따른 

16x16 블록이 형성되며, 각 블록의 크기는 32x32이다. 블록 

1은 전체 영상의 직류 성분에 해당하고, 블록 2는 가장 낮

은 수직 교류 대역이고. 블록 17는 가장 낮은 수평 교류 

대역이다. 우측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성분을 나

타낸다.

실험에서는 주파수 성분이 가장 낮은 교류 대역의 하나

에서만 워터마크를 삽입하였으므로, 워터마크의 크기는 

32x32 영상이다. 여러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려면 주파수 대역 크기와 동일한 워터마크 영상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 종류의 블록과 다른 크기 요소  값

을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많은 실험을 수행한 결

과로부터 블록 2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교류 수직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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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좋은 워터마킹 성능을 

보여주었다. 블록 1인 직류 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전체 영상의 밝기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PSNR을 매우 낮게 

만든다.

GCST 변환의 워터마킹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격 종류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5 종류의 공격 분

야에 대해서 이루어진 전체 공격은 15가지이며, 공격 종류

는 다음과 같다: 1) 잡음 첨가(분산이 0.005인 정규분포 잡

음, 밀도가 0.05인 salt and pepper 잡음, 분산이 0.04인 

speckle 잡음), 2) 공간 변형(크기 1/4 축소 후 확대, 상하 

수평 1/10 절단, 좌우 수직 1/10 절단), 3) 밝기 조절(gamma 

0.8로 수정, 히스토그램 균등화, -20 명암 조절), 4) 필터링

([5 5]의 평균 필터, [3 3] 표준편차 2인 정규분포 필터, [5 

5]인 중앙값 필터, [5 5] Wiener 필터), 5) 압축(JPEG 품질 

20과 품질 70)이다.

표 1은 입력영상이 Lena인 경우, 15가지 공격에 대한 

Agarwal 방법과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방법에 대한 상

관값의 성능 비교를 보여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교류 블

록 2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결과이며, GCST-SVD에서 

 와 크기요소   을 사용하였고, 이때 워터마크

가 삽입된 영상의 PSNR은 약 36.89dB로 계산되었다.

GCST-SVD 방법의 계산된 상관값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0.9 이상 값을 갖고 있으므로 공격당한 영상으로부터 추출

된 워터마크가 삽입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공간 변형 중에서 수직 절단의 공격에 대한 상관값

이 적게 나왔다. 이것은 수직 주파수 성분들이 블록 2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입력 영상의 20%가 제거되는 심각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 균등

화 공격에 조금 낮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Agarwal의 방법으로 워터마킹을 수행한 상관값들을 표 1

의 첫번째 열에 나타내었다. 워터마킹된 영상의 PSNR이 약 

35dB가 되도록 크기 요소 를 선택하여 계산한 것이다(사

용 변수   이고, PSNR은 35.10dB). 수직 절단 공격

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수직 교류대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

였으므로 Agarwal 방법이 더 큰 상관값을 보여준다. 다른 

모든 공격에서는 제안한 방법이 Agarwal 방법보다 상관값

들이 크므로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Agarwal 방

법은 공간영역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므로 주파수 영역보

다 훨씬 더 공격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a)는 원래 Lena 표지(cover) 영상이고, (b)는 

Lena 영상에 GCST와 SVD 변환을 수행한 후, 제안한 방법

으로 대역 2에 워터마크를 삽입한 영상으로, 아무런 공격

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32x32 카메라맨 영상이 워터마크

로 사용되었으며 그림 2 (c)에 보여준다.

15가지 공격 중에서 대표적인 공격받은 영상의 다섯 종

류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 보여준 공격은 (a) 정

규분포 잡음(공격 1), (b) 수평 절단(공격 5), (c) 히스토그램 

균등화(공격 8), (d) 중앙값 필터(공격 12), (e) JPEG 20(공격 

14)이다. 수평 절단과 히스토그램 균등화의 공격이 그림 3

에서 확연히 눈에 띄게 나타난다.

입력 영상에 GCST를 수행하고, 가장 낮은 수직 주파수 

대역인 블록 2에 SVD를 적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 후, 

그림 3과 같은 공격이 가해진 영상으로부터 워터마크 영상

을 추출하면, 그 결과 영상이 원래 삽입한 워터마크인지를 

시각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추출된 워터마크 영상은 앞에

서 계산된 상관값보다 더 높은 신뢰도로 소유권 보호 또는 

원본 증명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한 GCST-SVD를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으

로 추출한 2차원 워터마크 영상을 보여준다. 공격 6의 수

직절단과 공격 8의 히스토그램 균등화에서 추출된 워터마

크로부터 카메라맨의 윤곽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공격에서는 워터마크의 큰 특징인 카메라맨의 윤곽을 

전반적으로 잘 인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Agarwal 방법에서 결과가 좋은 수직 절단과 JPEG 70 공격

에 대해서 추출한 워터마크 영상이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1 2 3 ⋯ 16

17 18 19 32

33 34 35 48

⋮ ⋱

241 242 256

  

그림 1. 512x512 영상에서 GCST 주파수 계수의 블록 표현
Fig. 1. Block number representation of GCST coefficients 

for 512x512 image

V. 결론

16개의 기저함수를 사용하여 표지 영상을 GCST 변환하

고, 변환된 주파수 계수 블록에 SVD를 적용하고, SVD로부

터 얻은 왼쪽 특이 벡터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추출

하는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표지 영

상은 512x512 크기이며, 워터마크는 표지 영상보다 훨씬 

작은 32x32 8비트 영상을 대역 2에 삽입하였다. 알고리즘

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공격 종류는 잡음 첨가, 공간 

변형, 밝기 조절, 필터링, 압축 분야에서 전체 15가지이다. 

동일한 특이벡터를 이용한 Agarwal 방법과 성능을 비교하

였다. 객관적 평가로 삽입한 워터마크와의 상관값을 계산

하여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였으며, 또한 주관적 평가를 위

하여 추출된 워터마크 영상으로부터 워터마크의 특징을 시

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거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상관값이 0.9 이상이고, 추출된 

워터마크 영상으로부터 원래 워터마크의 특징을 시각적으

로 확연히 인지할 수 있으므로 추출된 워터마크가 삽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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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므로, GCST-SVD의 

특이 벡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비교 

대상인 Agarwal 방법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

표 1. 다양한 공격에 대한 상관값
Table 1. Correlation values for various attacks

공격 종류

상관값

Agarwal 

방법

제안한

 방법

잡음 첨가

1. 정규분포 0.7321 0.9951

2. salt and
   pepper

0.6977 0.9700

3. speckle 0.7150 0.9930

공간 변형

4. 크기 변환 0.8341 0.9952

5. 수평 절단 0.4550 0.8850

6. 수직 절단 0.8423 0.5887

밝기 조절

7. gamma 수정 0.8999 0.9922

8. 히스토그램
   균등화

0.8407 0.9006

9. 명암 조절 0.0539 0.9971

필터링

10. 평균 필터 0.7628 0.9837

11. 정규분포 필터 0.8548 0.9983

12. 중앙값 필터 0.8383 0.9978

13. Wiener 필터 0.8689 0.9965

압축
14. JPEG 20 0.8506 0.9977

15. JPEG 70 0.9450 0.9999

   

(a)

 

        (b)

 
(c)

  그림 2. (a) 원래 영상, (b) 워터마크를 삽입한 영상,

            (c) 원래 워터마크

  Fig. 2. (a) Original image, (b) watermarked image,

            (c) original watermark

(a)

 

(b)

 

(c)

(d)

 

(e)

그림 3. 공격받은 영상, (a) 공격 1, (b) 공격 5, (c) 공격 8, 

(d) 공격 12, (e) 공격 14

Fig. 3. attacked images, (a) attack 1, (b) attack 5,

 (c) attack 8, (d) attack 12, (e) attack 14

공격 1
 

공격 2
 

공격 3
 

공격 4
 

공격 5

공격 6
 

공격 7
 

공격 8
 

공격 9
 

공격 10

공격 11
 

공격 12
 

공격 13
 

공격 14
 

공격 15

그림 4.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추출된 워터마크

Fig. 4. Extracted watermarks from various attacks

공격 6

 

공격 15

그림 5. Agarwal 방법으로부터 추출된 워터마크

Fig. 5. Extracted watermarks from Agarwal'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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