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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3D-DCT 

block, imag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mages with motion and textures, images with high 

textures and little motion, images with little textures 

and little mo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watermarking method using these 

characteristics of each 3D-DCT block. and the 

human visual system. The proposed method 

classifies patterns of 3D-DCT blocks based on the 

motion and texture information, and classifies the 

image typ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se patterns. 

The watermark is inserted proportional to the 

3D-DCT coefficients by using pattern adaptive JND, 

which. makes the proposed watermarking robust by 

inserting watermarks in as many blocks as possibl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invisibility 

and robustness than the previous method.

I. 서론 

  DVD-R 같은 고 도 장장치의 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의 발 에 따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

(Contents)에 한 작권 문제가 두되고 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디지털 데이터 내부에 

정보를 은닉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워터마킹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워터마킹 방법은 크게 압축 역과 비압축 역으로 

나  수 있다. 압축 역에서의 워터마킹 방법은 동 상

의 압축 포멧이 알고리즘이 제시된 압축 포멧과 일치하

지 않을 경우 용하기 힘들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일

반 으로 비디오 워터마킹 분야에서는 상의 텍스쳐가 

복잡하고 움직임이 많을수록 상의 왜곡에 하여 인간

이 시각 으로 인지하기 힘들다는 인간 시각 시스템

HVS(Human Visual System)의 특징을 자주 이용한다

[2][3]. 

상은 3D-DCT(Three Dimensional Discrete Cosine 

Transform) 블록별 패턴의 특성에 따라 움직임과 텍스쳐

가 모두 있는 상, 움직임은 거의 없고 텍스쳐가 많은 

상, 움직임과 텍스쳐가 거의 없는 상등으로 분류가 

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과 HVS

를 이용한 비압축 역에서 3D-DCT 기반의 응 인 워

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움직임과 텍스쳐를 고려하여 3D-DCT 

블록별 패턴을 분류하고 그 패턴 비율에 따라 상의 타

입을 분류한다. 워터마크는 블록의 간 역 계수를 두 

집합으로 나 고 계수 차를 이용하여 패턴에 응 인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와 3D-DCT 계수에 비

례 으로 삽입된다.

  

II. 상특성을 이용한 패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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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록별 패턴 분류를 통한 결과 (a) 원 상, (b) 

블록 패턴의 분류 결과

      (a)               (b)              (c)

그림 3. 워터마크 삽입 흐름도 

2.1. 3D-DCT 블록별 패턴 분류

3D-DCT는 8*8*8 블록단 로 수행이 되며 블록의 

계수는 512개의 기  함수의 특성을 나타낸다[4]. 따라

서, 3D-DCT변환을 거친 AC계수들의 분포를 u,v,w의 

순서 로 정렬하여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상의 특

성에 따라 계수값이 다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상특성에 따른 3D-DCT 계수값의 분포 (a) 

움직임과 텍스쳐가 거의 없는 블록 (b) 움직임은 없고 

텍스쳐만 있는 블록 (c) 움직임과 텍스쳐가 모두 있는 

블록

그림 1의 (a)는 움직임과 텍스쳐가 은 블록으로써 

계수값이 거의 없다. (b)는 움직임은 고 텍스쳐가 많

은 블록으로써 1번째부터 64번째 계수값들의 평균과 

분산이 높게 나온다. (c)는 움직임과 텍스쳐가 모두 있

는 블록으로써 65번째부터 512번째 계수값들의 평균과 

분산이 높게 나온다. 따라서, 이런 계수값들의 분포 특

성을 이용하여 블록 패턴을 3가지로 정의한다. 그림 2

는 이러한 블록별 패턴 분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여 다. ① 블록은 그림 1의 (c), ② 블록은 그림 1

의 (b), ③ 블록은 그림 1의 (a)의 블록 패턴을 나타낸

다.

2.2. 블록 패턴 비율을 이용한 상 타입 분류

입력된 상은 그 특성에 따라 블록들이 차지하는 비

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체 상의 반 이

상을 차지하는 블록 패턴의 종류에 따라 상의 타입을 

3가지 타입으로 정의한다. 3가지 상 타입은 움직임과 

텍스쳐가 모두 있는 상, 움직임은 거의 없고 텍스쳐가 

많은 상, 움직임과 텍스쳐가 거의 없는 상등으로 정

의된다. 어느 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은 움직임과 

텍스쳐가 모두 있는 경우로 분류한다. 상 타입을 분류

하는 이유는 기존 방법에서 텍스쳐나 움직임이 거의 없

는 경우 은양의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것을 보완하기 

함이다.

III. 워터마크 삽입과 검출

3.1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

제안된 워터마크 삽입은 그림 3과 같이 상들을 8 

임 당 8*8*8 블록단 로 3D-DCT를 하는 단계, 블록별 

패턴 분류 단계, 블록별 패턴 비율에 따른 상 타입 분

류 단계, 간 역 계수를 이용한 워터마크 삽입 단계등 

총 4단계로 나 어진다. 

워터마크 삽입 시에는 3D-DCT의 양자화 계수로부

터 얻어진 민감도를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움직

임 정보와 텍스쳐 정보를 고려한 민감도를 JND로 사

용한다[3]. 식 (1)은 움직임이 고려된 JND, 식 (2)는 텍

스쳐가 고려된 JND를 나타내며, 는 3D-DCT 계

수, 는 삽입되는 계수들의 분산, n은 블록의 인덱스, 

k는 3D-DCT 계수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 

  



           (1)

  × 

  



              (2)

블록별 패턴에 따라 그림 1의 (a) 패턴은 식 (3), 그

림 1의 (b) 패턴은 식 (4), 그림 1의 (c) 패턴은 식 (5)

를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3D-DCT 계수, 는 비례상수, p는 블록 패턴, 

t는 상 타입, W는 워터마크를 나타낸다. 

    

⋅                     (3)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175

그림 5. 실험 상들 (a)미스 아메리카 (b)탁구 

(c)포어맨 (d)풋볼

(a) (b)

(c) (d)

그림 4. 워터마크 검출 흐름도

       

⋅⋅            (4)  

      

⋅ ⋅⋅    (5)

워터마크의 삽입은 3D-DCT 계수  간 계수 

역을 뽑아 두 그룹으로 나 어 계수차를 만드는 방법

을 이용한다[2]. 간 역 계수는 식 (6)을 이용하여 

체 3D-DCT 계수 에서 선택된다. Rk는 간 역 

계수들을 나타내고 Fk(u,v,w)는 3D-DCT의 계수를 나

타낸다. 

 (6)

선택된 간 역 계수들은 계수 순서에 따라 정렬

하고 홀수 치이면 그룹 A로 짝수 치이면 그룹 B 

로 나 다. 그룹 A의 계수와 그룹 B의 계수에 식 (7)

과 같이 워터마크 비트에 따라 상수를 더해주고 빼

으로써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7)

와 는 각각 n번째 블록에서 간 역에서 

뽑은 두 그룹의 k번째 계수들이고 는 상수를 나타낸

다. 이 과정을  임에 걸쳐 수행하면서 워터마크

를 삽입한다.

3.2 상의 특성을 이용한 비례상수의 학습

비례상수   값이 상의 타입과 블록별 패턴에 따

라 상의 특성을 잘 반 한 최 의 값을 갖도록 학습

을 수행한다. 는 여러개의 샘  상으로부터 기

치를 1로 하여 삽입한 후 PSNR 측정과 검출률 검토

를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써 학습을 시킨다[5]. 워터마

크의 삽입양을 최 로 하기 해서, 많은 역을 차지

하는 블록 패턴에 해선 값을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블록 패턴에 해선 하향 조정함으로써 9개의   값을 

결정한다.

3.3 워터마크 검출 알고리즘

워터마크 검출은 그림 4와 같이 상들을 8 임 

당 8*8*8 블록 단 로 3D-DCT 변환 후 간계수 

역에서 두 그룹을 뽑아 그 차를 구하여 워터마크 비트

를 검출한다[2].

I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비압축 역에서 3D-DCT를 이용하

는 기존의 방법[2][3]과 비교하여 실험을 하 다. 다양

한 상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 실험 상 4개

를 그림 5에 나열하 으며 정 인 상부터 복잡한 

상순으로 정렬하 다. 실험은 watermark capacity, 

invisibility, robustness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일 

임, 동일 워터마크를 사용하 다.

4.1 Watermark Capacity Test

그림 6은 watermark capacity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텍스쳐 정보가 효율 으로 고려되지 못한 기존

방법보다 더 많은 양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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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스

아 메리 카
탁구 포 어 맨 풋볼

평 균

 PSN R
4 4 .8 4 4 2 .4 2 4 4 .4 8 4 2 .32

포 어 맨 풋볼

기 존 방 법 제 안 된 방 법 기 존 방 법 제 안 된 방 법

5 Mbps 9 7 .4 9 % 9 9 .9 6 % 9 4 .4 4 % 9 9 .1 7 %

2 Mbps 8 4 .39 % 9 6 .9 0% 7 8 .37 % 8 8 .4 5 %

미 스  아 메리 카 탁구

기 존 방 법 제 안 된 방 법 기 존 방 법 제 안 된 방 법

5 Mbps 9 9 .9 9 % 1 00% 9 5 .8 3% 9 9 .4 0%

2 Mbps 9 7 .5 5 % 9 9 .8 8 % 9 2 .9 5 % 9 3.8 1 %

       (a)             (b)              (c)

그림 6. Capacity 실험결과 (a)워터마크가 삽입 된 

임 (b)기존방법의 삽입된 워터마크 (c)제안된 

방법의 삽입된 워터마크

4.2 Invisibility Test

표 1은 watermark invisibility 실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PSNR은 50dB가 원 상을 나타내며, 40dB 

이상이면 화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상의  임에서 최소 PSNR이 40dB 이상이 나

왔으며, 평균 PSNR도 각 상에 해서 42~45dB의 

결과를 보인다.

표 1. 각 실험 상에 한 평균 PSNR(dB)

 표 2. MPEG압축 공격에 한 평균 검출률

4.3 Robustness Test

표 2는 watermark robustness 실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압축 인코딩  디코딩은 MPEG-2를 사용하

고, bit rate 5Mps, 2Mbps로 나 어 실험하 다. 제

안된 방법이 움직임과 텍스쳐에 많이 삽입되면서 상

에 응 으로 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이 복잡할 

수록 검출률이 떨어지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우수

한 성능을 보인다.

V. 결론

본 논문은 HVS에 따라 움직임과 텍스쳐가 존재하

는 역을 최 한 이용하기 하여 상 타입을 분류

하고 3D-DCT 블록별 패턴을 분류하여 응 으로 워

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블록별 최 의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서 기존 방법보다 capacity, 

invisibiliy, robustness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

며, 복잡한 상에 해서도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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