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이슬 외 2인: 특징점을 이용한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의 블라인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   785
(I-Seul Kang et al.: Blind Digital Watermarking Methods for Omni-directional Panorama Images using Feature Points)

특징점을 이용한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의 블라인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

강 이 슬a), 서 영 호b), 김 동 욱a)‡

Blind Digital Watermarking Methods for Omni-directional Panorama 
Images using Feature Points

I-Seul Kanga), Young-Ho Seob), and Dong-Wook Kima)‡

요 약

최근 가장 넓은 응용분야를 갖고 있는 영상매체 중 하나로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영상은 초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이 영상에 대한 블라인드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촬영된 원영상 각각의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 원영상에 서로 다른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고,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이 서비스되는 형태인 투영된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주
된 타겟 공격은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왜곡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스티칭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
의 SIFT 특징점들을 사용하며, 각 특징점 주위의 데이터에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한다.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데이터로 2차원 DWT 
계수와 공간영역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두 방법 모두 QIM방식으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한다. 실험을 통
하여 이 두 방법이 파노라마 영상 생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에 강인함을 보이며, 추가적으로 JPEG 압축 공격에도 충분한 강인성을
보인다.  

Abstract

One of the most widely used image media in recent years, omni-directional panorama images are attracting much attention. 
Since this image is ultra-high value-added,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is image must be prote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blind digital watermarking method for this image. In this paper, we assume that the owner of each original image may be 
different, insert different watermark data into each original image, and extract the watermark from the projected image, which is a 
form of service of omni- directional panorama image. Therefore, the main target attack in this paper is the image distortion which 
occurs in the process of the omni- directional panorama image. In this method, SIFT feature points of non-stitched areas are used, 
and watermark data is inserted into data around each feature point. We propose two methods of using two-dimensional DWT 
coefficients and spatial domain data as data for inserting watermark. Both methods insert watermark data by QIM method. Through 
experiments, these two methods show robustness against the distortion generated in the panorama image generation process, and 
additionally show sufficient robustness against JPEG compression attack.

Keyword : digital watermarking, omni-directional panorama image, SIFT, feature point, blind water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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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영상미디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미디어중하나가전방위파노라마(Omni-Directional Pano- 
rama, ODP) 영상이다. 이것은전방위의장면을다수의 2차
원 고해상도 카메라로 획득하고, 이를 서로 연결(스티칭
(stitching))하여 얻는다[1]. 최근 여기에 사용되는 각 2차원
영상의해상도는 4k×3k 이상이며, 어안(魚眼, fisheyes)렌즈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최소 6장의 영상이 사용된다. 따
라서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은 현재 상용화된 영상 중에는

가장 고부가가치의 영상이다. 
ODP영상의 가장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이다. 즉, 시청자가 직접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을 사용하는 분야가 VR[2]이

다. 이와 같이 ODP영상은 단순히 다수의 2차원영상 이상
의 부가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ODP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디지털영상 콘텐
츠의 저작권/소유권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디지
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DW)[3]이가장 널리연

구되고 있다.
앞서설명한바와 같이, ODP영상은스티칭과정으로 여
러영상들을연결한다. 이과정은인접한두영상에서동일
한점들을정합(matching)시켜두영상을연결하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서 획득한 두 영상에서의 동일한 점들의 위치

와 거리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연결되는 영상부분은 기하
학적 왜곡(geometrical distortion)이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두 카메라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영상을 획득하였으므로

정합되는 부분과 그 주위의 화소 값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두영상을연결하는과정에서화소값의왜곡
도발생할수있다[4]. 뿐만아니라 ODP영상을전송하기위
해서는 압축부호화를수행하여야하는데, 현존의압축부호
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DP영상을 2차원영상으로
투영(projection)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등장방형
도법(equirectangular projection)과 입방체도법(cubic pro-
jection)이사용되고있는데, 이과정은구영상의전부또는
일부를 2차원영상으로 투영하는 것이므로 영상의 기하학
적 왜곡이 발생한다[5].    
이 왜곡들은 DW 측면에서 보면 영상에 대한 공격이며, 

ODP영상의 생성 및 전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
이므로 비악의적(non-malicious) 공격[3]에 해당한다. 따라
서 ODP 영상에대한 DW는이공격에대한강인성을갖는
것이우선적으로만족되어야한다. 본논문역시이공격을
타겟으로 하는 DW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
지는 이 공격에 강인한 DW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발표
되지않고있어본 논문에서타겟으로하는기술의기존연

구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겟으로 하는
공격의대부분이기하학적 공격에해당하므로, 2차원 또는
3차원영상에 대한 기하학적 공격을 타겟으로 하는 기존연
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ODP영상을 제작할 때 스티칭 과정에서 두 영상의
정합을위해서특징점(feature point)들을사용하는데, 이특
징점들을 2차원영상의 DW에사용한기술이발표되었다[6]. 
이 연구는 회전(rotation), 스케일링, 변환(transform), 크로
핑(cropping) 같은 전역적인 어파인 변환(global affine 
transform) 공격을 타겟으로 하며, 특징점으로는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의 특징점들을 이용하
였다. 특징점 주위의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블록(block)
을 1-레벨 2차원 이산웨이블릿 변환(2-Dimensional Dis- 
crete Wavelet Transform, 2DDWT)하고, 저주파 부대역을
4×4 블록으로나눈 후각 블록을 SVD(Singular Value De- 
composition)하여최대의 singular 값에워터마크비트를삽
입하였다. 
디지털 영상 DW의 최근기술들은 대부분 DWT를 사용
하였다. 2차원영상의 DW[7-9] 중 [7]은 [6]과 같이 2DDWT
와 SVD를 사용하였으나, 첫 번째 singular 값을 기저값
(ground level)에 따라 양자화 스텝의 크기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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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M(Quantization Index Modu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Ouyang 등은 QDFT(Quaternion Discrete Fourier Trans- 
form)결과에 실제 워터마크(watermark, WM) 데이터를 삽
입하고, 그 결과를 IULPM(Improved Uniform Log-Polar 
Mapping)하여 재동기화를 위한 WM를 삽입하는 2중 DW 
방법을 제안하였다[8]. 또한 이용석 등은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2DDWT 레벨을수행하고, 최저주파수의네부대역에
부대역의에너지에따라양자화스텝을결정하는 QIM방식
으로다중WM를삽입하였다[9]. 이들은기하학적공격으로
스케일링, 회전, 크로핑 공격을 고려하였다. 

3차원영상은 보통 수신측에서 임의의 시점을 렌더링

(rendering)하여 시청하는 자유시점 기술을 가정한다. 따라
서 이 경우 가장 큰 공격은 시점이동(viewpoint change)이
며, 일반적으로 DIBR(Depth Image-Based Rendering) 기술
을사용한다. 이또한비악의적공격에해당한다. 이공격을
기본 공격으로 하여,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영
역에서기준시점영상과최대의시점이동을한좌, 우영상
각각에 WM를 삽입하는 기술이 발표되었다[10]. 여기서는
DCT 블록의 크기에따라 성능이 달라진다는것을보였다. 
Kim 등은 2DDWT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 고주파 부대역
을실수부와허수부로사용하여 6개의방향성부대역을형
성하는 DT-CWT(Dual-Tree Complex Wavelet Transform)
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영상을 주어진 크기로
분할하여 각 블록을 3-레벨 DT-CWT하고, 비슷한 방향의
두부대역을 한쌍으로 하여 양자화방식으로 WM를삽입
하였다. DIBR을 타겟으로 하여 SIFT의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12]. 이 방법은 특징점 주위의 화소블록
을대상으로 DCT를수행하고, 그결과의대각선계수들에
WM를 삽입하였다. 또한 2차원영상과 해당하는 깊이영상
이주어졌다고가정하고, 깊이영상으로 DIBR에강인한 영
역을찾기위한깊이변위지도(Depth Variation Map, DVM)
를 생성하여 사용한 방법도 제안되었다[13]. 이들은 DIBR 
공격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여 실험하였는데, 
[10~12]는 스케일링과 회전 공격을, [13]은 여기에 매트릭
스(matrix) 어파인 공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W 측면에서 ODP영상 제작과정에서의
영상왜곡을 분석하고, 이 왜곡을 타겟으로 하는 DW 방법
들을제안한다. 본논문에서는 ODP영상이제작되기전, 즉

카메라로획득된각영상에WM를삽입한다. 또한본논문
에서는WM가삽입된영상들이스티칭되고투영되어전송
되는 것을 가정하여 투영된 영상에서 WM를 추출하는 것
으로 한다. ODP영상에서의 영상왜곡은 제작의 각 과정에
서 발생하는 왜곡을 분석하고, 이 왜곡들이 기존의 DW방
법에서얼마나강한공격으로영향을미치는지를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ODP영상 제작과정에서의 왜곡에 강인한
DW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스티칭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의 특징점들을 사용하며, 각 특징점들 주위의 데이터
들을 DW 위치로한다. 본논문에서는WM가삽입되는데
이터의 도메인을 DCT, DWT, 공간영역의 세 방법을 고려
하며, 각 방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ODP영상의
제작과정을간략히소개하고, 3절에서는각과정에서 발생
하는영상왜곡이 DW에얼마나강한공격으로작용하는지
를설명한다. 이것을참조하여 4절에서는 ODP영상에대한
공간영역에서의 DW방법을제안하고. 이방법에대한실험
결과를 5절에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6절에서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의 제작과정 및
영상왜곡

 본 절에서는 ODP영상의 제작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ODP영상의 제작과서비스과정은 그림 1의 흐름도로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1. 360도 전방향 영상 획득(Image capture for ODP)

파노라마 영상에는 가로방향으로만 360도 영상을 제공
하는 것과가로와 세로방향모두(전방위) 360도 영상을 제
공하는것이있으며, 본논문에서는후자를가정한다. 실사
영상은카메라로촬영하여획득하는데, 현재전방위의 360
도 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해야한다. 그 중, 
촬영자를중심으로 360x180도전방위에대한영상 정보를
일정 각도의 카메라 여러 대를 배치하여 획득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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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획득하는 영상들은 뒤에서 설명할 스티칭과정때
문에 어느 정도의 영상이 겹쳐지도록 획득하여야 한다.
또한, 180도이상의 화각을가지는어안(魚眼, fisheye)렌
즈를 2~3개 사용하여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
수의렌즈혹은카메라를사용하는장점이있는반면, 고해
상도의 ODP영상을 얻을 수 없고, 한 어안렌즈가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180도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획
득된 영상 자체가 왜곡을 내포하고 있다. 고해상도나 최소
한의왜곡을 가진 영상이필요한경우에는평면카메라여

러 대를 사용한다. 이때는 카메라 대수에 맞는 리그(rig)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동일
한 수의 카메라를 사용한다. 많은 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고해상도영상을얻을수있지만, 스티칭등의제
작과정에더많은시간이소요된다. 즉, 카메라대수에따라
해상도와 제작과정의 간편성에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2. 영상 스티칭 및 후처리(Image stitching and 
spherical mapping)

카메라로획득한 2장이상의영상은서로연결하여야하
는데, 이과정을스티칭이라한다. 스티칭은두영상의서로
겹치는 부분을 정합시켜 이루어진다. 모든 카메라의 화각
(Field Of View, FOV)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개의 카메라가 배치되는 경우 개의 영상

이 스티칭되어야 하므로 겹쳐지는 부분이 개 필요하다. 
각 영상 좌우에인접영상과겹쳐지는 부분의크기가각영

상크기의     배로 동일하다면, 각 영상의 FOV 
는 식(1)과 같다.

  


(1)

예를들어 6개의카메라로전방위영상을촬영하는경우
가로와세로방향은각각 4대의카메라(두대의카메라는양
방향모두관여)가관여한다. 이경우스티칭을위해영상의
1/3 이상 겹쳐져야 한다면(일반적으로 1/3 이상 겹쳐져야
정확한스티칭을할수있다고간주함), 각카메라의화각은
약 135도 이상이어야 한다.
스티칭에 사용되는 정합을 위해서 현재는 각 영상의 특

징점들(feature points 또는 keypoints)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그특징점은 SIFT[14]를사용하

여찾는방법이가장많이사용되고있다. 뿐만아니라특징
점을찾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 SIFT의간략화된방법들
도 제안되었다[15][16].
두 영상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

점들을 비교하여 매칭되는 특징점들을 찾은 후 두 영상의

호모그래피(homography)를 추정하여 영상을 합성하고, 연
결부분의부자연스러움을후처리과정으로수정한다. 호모

Image capture
for ODP

Stitching and
post-processing

Projection
(Equirectagular)

Omni-
directional
Panoramic

image

imageimageimageimage
image

Encoding, 
transmission, 
and decoding

Viewport generation  
and display

Geometric and 
pixel-value 
distortion

Geometric and up-
sampling 
distortion

Pixel-value 
distortion

Geometric and 
down-sampling 

distortion

그림 1. 360도 VR 파노라마 영상 제작 및 서비스 과정
Fig. 1. Full process of 360 degree VR panoramic image production 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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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를 계산하는 과정은 시점이 다른 두 영상을 하나의

좌표계로일치시키는과정이다. 즉, 한영상을 기준으로두
영상의좌표가대응되도록하는좌표의관계를나타내는것

이호모그래피이다. 그방법으로는기준영상에서의특징점
 을 선택하고 그에 대응되는 대상영상의 특징점

′ ′′ 을식 (2)에적용하여호모그래피 를추정한다. 

′ 










′
′


































 (2)

이 추정과정을 대응되는 모든 특징점들에 대해 수행하

여, 추정된 호모그래피를 기준으로 대상영상을 어파인 변
환(affine transform)하여두영상을연결한다. 따라서이방
법으로 연결된 대상영상은 그 원영상에 비해 기하학적인

왜곡이가질수밖에없다. 그림 2 (c)는 (a), (b)의두원영상
을 (a)를기준영상으로하여스티칭한결과중 (b)에해당하
는 부분을 보인 것이다. (b)와 (c)를 비교하면 상당한 왜곡
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호모그래피를통한영상의합성은단순히영상의좌표만

을 변경하여 연결하였기 때문에 연결부분과 그 주위에 부

자연스러운 부분이 발생한다. 이것은 영상 간의밝기 등을
조절하여 영상 경계의 부자연스러움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을블렌딩(blending)이라하며, 이처리로인해화소값
에 대한 왜곡이 발생한다. 

3. 영상투영(Projection)

촬영된모든영상을스티칭한결과는카메라의위치에서

부터 전방위를 포괄하는 파노라마 영상이 된다. 이 영상
은 카메라의 위치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정보를 제외한 위

치정보와 각 위치에서의 화소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카메라 위치에서 일정한 반경을 갖는 구

(sphere)표면에 화소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즉,   의구좌표계(spherical coordinate system)에
서 반지름()이 고정된 구 표면에 고도각( )과 방위각()
의 3차원 좌표로 각 화소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  
스티칭된 영상을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영상데이터를 수

신측으로전송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영상 압축
부호화기술은모두 2차원의사각형영상을대상으로하므
로, 현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
을 2차원 사각형영상으로 투영하여야 한다. 구 표면 영상
을 2차원영상으로투영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으나, 현
재는 등장방형도법(equirectangular projection)과 입방체도
법(cubic projection)[17]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장방형도법은   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투영영

상의 가운데 가로축 화소들로 배치하고,   와 과

의화소를각각사각형의 윗변과아랫변으로늘리는

방식의 투영방법으로이를식으로나타내면식 (3)과같다. 

  cos×cos
  sin

(3)

입방체도법은 구의 중심에서 구에 외접하는 정육면체의

각면으로총 6개방향의정사각형으로투영하는방법이다. 
그림 3에 6대의 Gopro Hero4 Black 카메라[18]를 직육면체

모양의 Freedom 360 리그에장착하여촬영한 (a)의영상을

(a) (b) (c)

그림 2. 두 영상의 스티칭 예: (a) 기준 영상 (b) 대상 영상 (c) 스티칭 후의 (b)에 해당하는 부분
Fig. 2. Example of stitching: (a) base image  (b) target image (c) stitched part corresponding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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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r사의 Autopano Giga 4.2[19]로스티칭 한후 등장방

형도법과 입방체도법으로 투영한 결과를 (b)와 (c)에 각각
보였다. 이중등장방형투영한결과영상의가운데횡축화
소들은 구표면의   에 해당하는화소들을 모두 배

치하여 원 화소 값들을 갖지만, 두 극점의 화소로 갈수록
구 표면의 화소수보다 많은 수의 화소들이 투영된 영상에

서 필요하므로외삽(interpolation) 등의 방법으로 화소수를
늘려야 한다. 입방체 투영된 영상은 등장방형 투영만큼은
아니지만, 모서리 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더 발생한다. 이
왜곡들은 그림 3(a)의 각 영상과 해당하는 (b) 또는 (c)의
부분을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 부호화, 전송 및 복호화(Encoding, transmission, 
and decoding)

콘텐츠의 서비스를 위하여 2차원으로 투영된 영상데이
터를 부호화한 후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측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투영영상을 얻는다. 이 때 부호화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압축 부호화를 수행하며, 이경우 손실
(lossy)부호화를사용한다. 따라서이과정에서어느정도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 즉 화소 값의 왜곡이 발생한다.

  
5. 뷰포트 생성 및 디스플레이(Viewport generation 

and display)

인간의 눈이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할때는 시청자의 시점에 해당하는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여(뷰포트 생성, viewport 

generation) 디스플레이하여야 한다. 뷰포트는복호화된 투
영영상 데이터의해당부분을역투영하여 생성한다. 투영영
상은 상당부분 구 표면영상을 업-샘플링(up-sampling)(등
장방형투영은 양 극화소로 갈수록, 입방체 투영은모서리
로 갈수록 더 많이)하여 생성되므로, 역투영하면 이론적으
로는 원래의 구 표면 영상이 생성되어야 하나, 압축부호화
로 데이터의 값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생성된 뷰포트의 영

상은원영상과다소의차이를보이게된다. 즉, 뷰포트생성
과정에서도 화소 값의 왜곡이 발생한다. 

Ⅲ. 파노라마 영상 제작과정에서의 왜곡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킹

앞절에서 ODP 제작및서비스과정과각단계에서발생
하는영상의기하학적및화소값왜곡에대해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왜곡들 얼마나 강력한 비악의적 공격인지, 
또이로인해 DW을얼마나큰영향을미치는지를다루고
자 한다. 

1. 일반적인 DW 방법

그림 4는 일반적인 DW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 이 그
림은 WM 삽입(embedding)과정(위쪽회색블록)과WM 추
출(extraction)과정(아래쪽 회색블록)을 모두 보이고 있다. 
DW에서 가장 중요한 세 요소는 WM할 위치를 선정하는
것, 각 위치에 WM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WM 
데이터를 암호화(encryption 또는 scramble)하는 것이다. 

  

  

(a) (b) (c)

그림 3. 투영영상의 예[17]: (a) 원본영상들 (b) 등장방형도법 (c) 입방체도법
Fig. 3. Examples of projected image[17]: (a) original images (b) equirectangular projection (c) cubic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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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위치선정과WM 데이터삽입방법은WM의비가시성
(invisibility)와공격에 대한 강인성(robustness)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며, WM 데이터의 암호화는 추출된 WM 데이
터 그 자체에 대한 보안성에 관여된다.     

Finding
WM positions

Digital image
to be watermarked

Watermark 
data

Data embedding
in the positions

Data 
scrambling key

Watermarked image

Malicious and/or 
non-malicious 

attacks

Watermarked & attacked image

Finding
WM positions

Extracting  
embedded data

Data de-
scrambling

Watermark
embedding

Extracted 
watermark

Watermark
extraction

그림 4. WM 삽입 및 추출과정
Fig. 4. Procedure to embedding and extracting WM 

WM 삽입과정은, 먼저 대상영상에서 WM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암호화된 WM 데이터를 삽입한다. WM가 삽입
된 영상은 악의적/비악의적 공격을 받고, 그 결과 영상을
대상으로WM가추출된다. WM 추출과정은WM되고공격
받은영상에서WM 위치를찾고각 위치에서삽입된 데이
터를 추출하여 복호화하면 추출된 WM 데이터를 얻는다. 
WM를제대로추출하려면가장우선적으로WM되고공격
받은영상에서WM 위치를정확히찾아야하고, 또그데이
터에서 삽입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WM 위치선정과 WM 데이터 삽입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전역적인 위치를 WM 위치로 선
정하고, 소량의 WM데이터를 강하게 삽입하는 방법을 주

로 사용하였다. 

2. ODP 영상에 대한 DW

2.1 DW 방법
ODP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WM의 경우는 일반 영상의
경우와는다르다. 우선원영상이여러장이고, 제작및서비
스과정에서발생하는왜곡이전역적으로일률적이지않고

국부적으로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논문에
서는 다름과 같이 ODP영상의 DW 조건을 가정한다.

① DW 대상 영상은 원영상으로 하며, WM 추출 영상
은 투영된 영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DW을원본영
상에 수행하므로 ODP 영상도 촬영된 원본영상을 대
상으로하였다. 그림 1의과정중뷰포트생성및디스
플레이는해당시점에대해역투영하여디스플레이만

하는것이므로 디스플레이되는 영상부분은일반적으

로 특별히 저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WM 추출 대상
데이터를디코딩된후의데이터, 즉투영영상으로선
택했다. 특히본 논문에서는투영방법을등장방형투
영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수의 원영상 각각에 DW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는다수의카메라를동시에사용하여 ODP를위한영
상을 획득하지만, 최근 서로 다른 영상을 연결하여
ODP영상을 생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배경화면은 CG(Computer Graphic)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혹은각도에따라다른종류의영상이재생되는

경우이다. 이런경우각영상의소유권을모두보호하
는것이 필요하기때문에 영상 각각에 DW를수행하
는 것으로 하였다.

③국부적인 데이터를 DW에 사용할 경우 WM 위치는
특징점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DW 대상영상각각이
ODP영상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영상으로 전역
적 DW를수행할수없다. 따라서국부적 DW를수행
할수밖에없는데, 이때가장큰문제는투영영상에서
WM 위치를찾는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ODP 
제작과정에서사용되는특징점들을기준으로WM 위
치를 선정하는 것으로가정한다. 특히 본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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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 특징점들을 사용한다.

이상의조건들을기준으로본논문에서설정한 ODP영상
을위한 DW 방법을그림 5에WM 삽입과정(a)과추출과정
(b)을 따로 보이고 있다. 

2.1.1 WM 삽입
삽입과정에서의첫번째단계는각원영상에서 DW할영
상부분을선정하는것이다. 본논문에서는각영상중스티
칭에사용되지않는 부분을선택한다. 이것은 ODP를위한
영상을 촬영할 때 리그 등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가로
또는세로방향으로해상도 인 개의영상이동일한각도

간격으로 촬영되고, 각 카메라의 광각(FOV)이 이면, 각

영상에서 스티칭되지 않는 그 방향의 부분영상 크기 ′은
식 (4)와같다. 이중본논문에서는이중 80%에해당하는
영역 ″만사용한다(식 (5). 여기서 ⌊⌋는 를넘지않

는 최대의 정수). 

′ 


 (4)

″ ⌊′⌋ (5)

다음단계는위의조건 ③과같이식 (5)의영역에서특징
점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특징점의방향을계산하게
되는데[14], 이 방향이 수평방향이 되도록 방향을조절한다. 
그림 6에그림으로표시하였는데, 본논문에서는특징점주

Selecting DW regions 

Images captured for 
ODP image

Watermark 
data

Extracting feature 
points

Data 
scrambling key

Watermarked images

Finding orientation of 
each feature point 

Rotating image part 
around feature point

Transforming and/or 
taking blocks to be 

WMed

WM embedding by a 
QIM method

Restoring image

RGB → YCbCr

YCbCr → RGB

DWed and attacked 
projected image

Extracting feature 
points

Data de-
scrambling key

Finding orientation of 
each feature point 

Rotating image part 
around feature point

Transforming and/or 
taking blocks to be 

WMed

Extracting all WMs 
by a scanning method

Scrambled
WM

Final WM data by a 
statistical method

Extracted final WM

RGB → YCbCr

(a) (b)

그림 5. ODP영상의 DW 방법: (a) WM 삽입 (b) WM 추출
Fig. 5. The DW method for ODP image: (a) WM embedding (b) WM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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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point

Orientaion 

Radius of ROW
R

그림 6. DW 영역과 방향수정
Fig. 6. DW location and orientation adjustment 

위반경 의영역에내접하는(inscribed) 정사각형영역(그

림에서회색부분, 한변의길이는 ′   )을 DW 대
상영역으로한다. 각 SIFT 특징점은 방향(orientation)을갖
게 되는데, 방향과 무관한(orientation-invariant) WM 추출
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방향, 즉 수평방향이 되도록 대상영
상부분의 방향을 수정한다.   
다음단계는변환과실제WM를삽입할영역을선택하는
단계인데, 이단계는다음부절에서설명한다. 이단계까지
가 DW 위치를 찾는 과정이며, 다음 단계는 그 위치의 각
화소에WM 데이터를 삽입하는 단계이다. 이때 WM 데이
터는자체의 보안을위해암호화를 수행하여그결과데이

터를 삽입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기화 스트림 암호화

(synchronous stream cipher) 방법 중 하나인 A5/1[20]을 사

용하였다. 
이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을 한 화소 또는 변환계수에

하나의비트를 삽입하는데, 그방법은 QIM 방법을 사용한
다[21]. 즉, 화소값또는변환계수를일정한값(양자화스텝)
으로양자화하고, 삽입할데이터비트의값에따라원값에
가장 가까운 양자화 값으로 값을변경하는방법이다. 또한
본논문에서는한 영상에일정크기의WM를 한번삽입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반복해서삽입한다. 그결과를 역
변환하고, 그림 6의원래방향으로방향전환하면 DW를수
행한 결과영상이 된다.

2.1.2 WM 추출
그림 5(b)에서보듯이, WM 추출과정의대상영상이투영
영상이지만특징점추출부터변환또는WM될블록선정과
정까지는삽입과정과 같다. 그 다음 단계의 WM 추출과정

은 변환또는WM될 블록에서 QIM 방식으로WM 데이터
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투영영상이 원영상에 대하
여왜곡되어있으므로, 삽입된원WM 데이터(암호화된데
이터)를 스캔(scan)하면서 NCC(Normalized cross-correla-
tion)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미리 정한 문턱치( )보다

크면 그 데이터를 후보 데이터로 저장한다.  
WM 데이터가 여러번 삽입되었으므로, 삽입된 모든 후
보 데이터를추출한 후이들로 최종 추출한데이터를 판별

한다. 이것은 간단한 통계적 방법으로 수행되는데, 여기서
는후보데이터의각비트위치의값중빈도수가가장높은

값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추출 데이
터는 복호화하여 최종 추출된 WM가 된다. 

2.2 세 도메인에서의 DW 
본 논문에서는 기존 2또는 3차원영상에 대해 사용했던
다양한 영역(domain)에서 그림 5의 방법을 적용하여 DW 
방법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DCT와 DWT의 주파수 영역과 아무런 변환을 하지 않은
공간영역의세가지영역을사용한다. 각영역의 DW를위
해서는그림 5(a)와 (b)에회색으로표시한 ‘변환또는WM
될 블록 선정’ 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을 여기서 설
명한다.

2.2.1 DCT 영역
DCT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림 7에 나타내었는데, 

그림 6과같이방향을조정한 ′×′(′   ) 블록
을 ×(≤ ′) DCT블록으로 나누고 각 DCT 블록에
대해 2차원 × DCT를 수행한다. 그 결과 DCT 계수들
중 DC성분을제외한최저주파수의세계수를WM 삽입위
치로 사용한다. 그림 7의오른쪽에한 DCT 블록을 확대하
여 보이고있는데, WM 비트를 삽입할 계수들을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즉, 한 DCT 블록에 3 비트의 WM 데이터를
삽입한다.

2.2.2 DWT 영역
DWT는 그림 6의 블록을 2차원 Mallat-tree DWT[22]하
여사용한다. 그방법은 -레벨(level) DWT를수행한결과
부대역중최저주파수의네부대역가운데 LL 부대역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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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나머지 세부대역(LH, HL, HH)을사용한다. 이부대

역 각각은 ′×′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8에 이
스킴을 3-레벨 DWT의 예로 보였다.

Feature
point

Orientaion 

...

...

R'

R'

...
...

d

d

그림 7. DCT 방법
Fig. 7. DCT scheme 

  

Feature
point

Orientaion 

R'

R'

R'/23

R'/23

그림 8. DWT 스킴
Fig. 8. DWT scheme 

  

2.2.3 공간영역 방법
영역변환없이공간영역에WM를삽입하는방법은그림

9에나타내었다. 이방법은 ′×′의WM 영역 중네모

Feature
point

Orientaion 

R'

R'

a

b

그림 9. 공간영역 방법
Fig. 9. Spatial domain scheme

서리에서각각 ×   크기의화소들에 QIM 방식으로WM
를 삽입한다. 여기서 ×   블록의 크기는 WM 삽입에 의
한데이터의변화가WM 추출시특징점추출에미치는영
향, WM 삽입으로 인한영상의 왜곡정도, 한 특징점에삽
입되는 WM 데이터 비트수에 대한 다른 방법들과의 균형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IV. 실험 및 결과

본절에서는 3절에서설명한세가지 DW 방법을구현하
고실험하여, ODP영상제작과정에서발생하는왜곡이 DW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세 방법 중 이 왜곡의 영향이
가장 적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Item Value
camera species Gopro Hero 4 black

# of used cameras 6
Resolution of source 4,000×3,000

FOV 149.2￮ (Diagonal )
Rig type Freedom 360 

Tool for ODP Autopano Giga 4.2
Resolution of ODP 11900 X 5950

Number of sets 12

표 1. 사용한 카메라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used cameras 

(a) (b)

그림 11. WM의 예
Fig. 11. Example of WM 

1. 실험환경 및 실험에 사용한 영상

3장에서 설명한 세 방법은 Intel core i7-3770 CPU에
16GB RAM이 장착된 PC에서 Windows 10 Enterprise 환
경의 Microsoft Visual C/C++로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영상은 총 12 set의 영상으로 표 1에 사양을
나타내었다. 6대의카메라를리그에장착하여총 12개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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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두종류 모두
Kolor사의 Autopano Giga 4.2를 사용하여 스티칭과 투영
을실시하였다. 총 12 세트의영상중 4 세트는파라미터들
(parameters)을실험적으로구하는데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DW에 사용한WM는 24×12 이진로고(binary logo)를가
정하였으며, 여기서는 영문자 3자를 하나의 WM로사용하
였다. 그림 11 두 가지의 예를 보이고 있다. 

2. WM 데이터 삽입방법

테스트영상세트중 4 세트를사용하여 3장에서설명한
방법들에 사용할 파라미터들을 추출하였다. 먼저, 본 실험
에서는한 특징점에 8×6=48 WM 데이터비트를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그림 11의 한 WM의 1/6(그림에
나눠진한부분)에해당한다. 따라서한영상에서스캔으로
WM 후보 데이터를 추출할 때 6번을 스캔하여야 한다. 
이 WM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3절에서 설명한 세 방법
각각에서 삽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7, 8, 9
의 ′×′을 16×16으로 잡는다. DCT 방법에서는 16×16 
블록을 4×4(×  ×) 블록으로 나누어 DCT를 수행
하면 그림 7에 나타낸 계수의 합이 8×6=48가 된다. DWT 
방법은 16×16 블록을 2-레벨 2차원 DWT를 수행한다. 그
결과저주파대역의각부대역은 4×4의해상도를가지므로
DC 부대역을제외한나머지세부대역의계수들을합치면
48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공간영역 방법에서는 네 모서리
의WM 데이터삽입블록을 ×  ×으로하여총 48 
비트를 삽입하였다.

SIFT에서는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특징점을 추
출하는데, 각 단계를 옥타브(octave)라고한다. 일반적으로
옥타브는 –1에서 6 정도까지수행한다. 이때옥타브번호
가높을수록축소된영상을사용한결과가되고, 옥타브 –
1은영상을가로와세로로각각 2배씩확대한영상을가리
킨다. 옥타브별추출되는특징점들의특성을보면, 각옥타
브 영상의 특성에 의해 낮은 옥타브일수록 고주파 성분에

서특징점이추출되고옥타브가올라갈수록특징점이점점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추출된다. 이 특성과 지금까지 DW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옥타브 0, 1, 2에서 추출한

특징점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상마다 옥타브 1과 2에서 추출되는 특징점의
수가다르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한 영상에서 최대 204
개의 특징점들에 WM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WM 데이터를 삽입한 영상의 WM데이터에 대한
비가시성(invisibility) 및 공격에대한 강인성(robustness)과
관련되는데, 본논문에서는비가시성을 PSNR(Peak Signal- 
to-Noise Ratio) 48[dB] 정도로 맞추었다. 204개보다 많은
수의 특징점이 추출되는 경우는 특징점 벡터의 크기가 큰

순서로 204개를 사용하였다. 204개보다 적은 수의 특징점
이 추출되는 경우는 모든 특징점들을 사용하였다.

3. 파라미터 추출

본 실험에앞서파라미터추출용의네영상세트(총 24개
영상)로 필요한파라미터들을추출하였다. 먼저 QIM 방식
의 양자화스텝크기를 결정하였는데, 이 때 WM된 영상의
Y성분이WM 전영상의 성분에비해 PSNR 50[dB]정도를
갖도록 정하였다. 이것은 WM된 영상의 비가시성이 충분
히 확보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WM 데이터
를삽입한특징점수가 204개이상인영상만을사용하였다. 
그것은 실제의 경우 주어진 영상에 대하여 WM된 영상의
Y 성분 PSNR이 최소 약 50[dB]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각 방법에 대해 측정된 결과의 평균값들을 표 2에 보였
다. 세 방법 중 DWT 방법이 가장 작은, 공간영역 방법이
가장큰양자화스텝이필요하였다. 이것은한특징점에 48 
비트의WM 데이터를삽입하는데있어서공간영역방법은
48비트에만 영향을 주므로 각 비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이 필요한 반면, DCT와 DWT는 16×16 블록 전체에 영향
을 미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 DCT의 경우보다
DWT가 작은 양자화 스텝이필요한 것은 DWT의 세 부대
역이 DCT의세주파수계수보다넓은주파수대역을포함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WM 데이터를 추출에서 삽입한 원 데이터를 스
캔할때의 NCC값문턱치( )를결정하였다. 그림 12

에 표 2의 양자화 스텝을 사용하여 를 변화시킴에

따른최종추출된WM의원WM에대한 NCC값의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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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DCT DWT Spatial

Number of WMed 
keypoints 204 204 204

Quantization step 40 35 50

Y image PSNR[dB]  49.93 50.03 49.76

 RGB image 
PSNR[dB] 48.44 48.71 48.63

표 2. 양자화 스텝크기 결정 실험결과
Table 2. Results from experiments for quantization step size 

이실험에서는영상당추출되는특징점수와상관없이적용

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NCC값이 0.5이하는 2진 숫자를 무
작위로 선택하는 것과 확률이 비슷하므로 0.5 이상만 고려하
였다. DWT 방법과 공간영역 방법은 모두  에

서 가장 높은 추출률을 보였고 그 값도 0.9 이상이었다. 따
라서 이 두 방법의 를 0.57로 잡았다. 그러나 DCT 

방법은 0.5에서 추출률이 약 NCC=0.55의 추출률을 보였으
며, 그 이상의 에서 계속 하락하여     

이상에서는 WM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DCT 
방법은 ODP 영상의 DW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아 향후의

실험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12. 에 대한 실험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s for 

4. 실험결과

이상에서설명한방법과파라미터들을사용하여, 파라미
터추출에사용하지않은 8개의영상세트로실험을수행하
였다. 먼저 ODP 영상 제작과정에서의비악의적공격(스티
칭과 투영)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

다. 먼저, 영상 당 WM를 삽입한 평균 특징점 수는 138개
정도였는데, 이것은영상에서식 (5)의영역내에서특징점
수가 204개가되지않는영상이많이포함되어있음을보이
고 있다. 따라서 WM 데이터를 삽입한 후 각 ODP영상 세
트의 평균 PSNR(괄호 밖의 값은 Y성분, 괄호내의 값은
RGB영상)은 모두 50[dB]를 넘었다. WM 데이터 삽입, 스
티칭및투영후영상당WM 후보데이터가추출된특징점
수는, DWT 방법이 약 11개, 공간영역 방법이 약 35개로, 
DWT 방법에서 훨씬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 추출된
WM의 평균 추출률(괄호 밖의 값은 NCC값, 괄호 내의 값
은 BER(Bit Error Rate)을보면 DWT 방법이더욱높은것
을 볼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평균 추출률이 NCC>0.89 
(BER< 0.05)의높은추출률을 보이고있다. 특히 DWT 방
법은추출률이 NCC=0.9837 (BER=0.0134) 이상의높은추
출률을 보였다.
이두방법에대해서전통적인공격방법중하나인 JPEG 
압축공격을추가로가하였다. 즉, 스티칭및투영된영상을
JPEG으로 압축하고, 그결과에서WM 정보를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3에 보이고 있는데, JPEG 압축강도(압축
후의 화질을 100을 기준으로 나타냄)에 따른평균WM 데
이터추출률을 NCC값으로나타낸것이다. 예상과같이, 압
축강도가강할수록두 방법 모두 추출률이 떨어졌으며, 그
림 12와같이대체로 DWT 방법이공간영역방법보다높은
추출률을 보였다. 두 방법 모두 화질 30 이하에서 급격히

Method DWT Spatial

Number of DWed keypoints by each 
source image 138.31

PSNR after DM

Maximum 55.99 (54.68)

Minimum 52.41 (51.09)

Average 54.84 (53.53)

Number of keypoints extracting WM 11.15 35.31

Final 
extracting ratio

Maximum 1
(0)

0.9690
(0.0139)

Minimum 0.9509
(0.0417)

0.7857
(0.0972)

Average 0.9837
(0.0134)

0.8953
(0.0486)

표 3. 스티칭과 투영 공격에 대한 실험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for stitching and projection attack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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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률이 하락하였는데(화질 30으로 압축한 결과를 그림
14에보였음), 이것은화질 30 이하에서는원영상의훼손이
심하여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실험에서
한가지특이점은화질이 20 이하로떨어짐에따라공간영
역 방법의 추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 14에서보는바와같이, 압축률이높아짐에따라저주
파 성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공간영역의 데이터보다 DWT
의주파수영역의값에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3. JPEG 추가공격에 대한 실험결과
Fig. 13. Experimental results from additional JPEG attack

그림 14. 투영영상을 JPEG압축한 예(화질 30)
Fig. 14. Example of JPEG compressed projected image (quality 3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을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워터마킹의두방법을제안하였다. 이방법들은 360
도전방위에걸쳐촬영된원영상들의지적재산권을보호하

기 위하여 원영상 각각에 서로 다른 워터마크를삽입하고, 

전방위 파노라마 영상이 유통 또는 서비스되는 형태인 투

영된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 스티칭에 사용하는 SIFT 알고리즘에
서 스티칭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의 옥타브 0에서 2까지의
특징점들을사용하였으며, 이특징점들주위의 16×16 영역
에 워터마크를삽입하였다. DWT 영역을사용하는 방법은
2-레벨 2차원 DWT를수행하여최저주파수대역을제외한
레빌 2의세부대역을사용하였고, 공간영역데이터를사용
하는방법은네모서리에서각각 4×3 데이터를사용하였다. 
두 방법 모두 QIM방식으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였
다. 또한 이방법들은다중워터마크를삽입하고추출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최종의 워터마크를 추출하였다.
이 방법들의 파라미터들을 실험적으로 구한 후 그 파라

미터들로실험한결과, 두방법모두전방위파노라마영상
생성과정에서 가해지는 왜곡공격에 대해 추출된 워터마크

가 0.89 이상의높은 NCC값을가졌으며, 이공격에추가로
JPEG공격을 가한 실험에서도 JPEG화질 30 이상에서 약
0.8 이상의 NCC값을 갖는 높은 추출률을 보였다.  
삽입된WM를제거하거나약하게하는악의적인공격에
대한 실험을 충분히 해봐야겠지만,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
면 제안한두 방법 모두 전방위파노라마 영상 생성과정에

서의비악의적인공격을이겨낼좋은 DW 방법이라사료되
며, JPEG압축의 추가적인 공격에도충분한 강인성을 보임
으로서이영상의 DW방법으로충분한성능을갖고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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