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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대한 양의 디지털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 추천,

영상 데이터베이스 관리, 저작권 보호 등을 빠르고 

신뢰성 있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검색 서비스의 필요

성이 커지고 있으며, 콘텐츠 식별 기술인 핑거프린팅

은 검색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1-3]. 콘텐츠 

식별은 생체 식별에서 사람의 지문, 홍채 등을 이용

하여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콘텐츠의 특징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특징을 핑거프린트(fingerprint) 또는 해

시(hash)라고 부른다. Fig. 1과 같이 인식하고자 하

는 영상들에서 핑거프린트를 추출하여 핑거프린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영상의 메타 정보와 연동시

키게 된다. 인식하고자 하는 미지의 영상에서 추출된 

핑거프린트로 미리 만들어둔 핑거프린트 데이터베

이스를 검색하고 최종 검증 과정을 거쳐 인식하게 

된다. 핑거프린팅을 이용한 영상 식별은 P2P/UCC

등을 통한 불법 파일 공유를 막는 필터링, 방송 모니

터링, 대용량 영상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태깅 

(tagging) 또는 인덱싱 (indexing) 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기존의 암호 기반 데이터 해싱 기법의 경우 데이

터가 조금만 변화해도 해시 값이 크게 변화하므로,

영상 신호와 같이 압축, 잡음처리,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등의 다양한 신호처리 과정에 

대한 강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콘

텐츠 식별에 사용되는 핑거프린트는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변환에 대한 강인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콘

텐츠에 대해 차별성을 줄 수 있어야한다 [1]. 따라서 

영상 핑거프린트 추출 및 정합은 간결성, 강인성, 차

별성을 두루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영상 핑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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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의 형태는 실수와 이진수 값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진수 형태의 핑거프린트만

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핑거프린트 추출 과정은 영

상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진화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핑거프린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영상 무작위 

블락들의 평균[4], 영상의 라돈 변환[1], 영상 블락의 

희소 코드[5], 영상 특징점들의 상대적 위치[2], 영상 

텐서 변환[6] 등의 특징들이 사용되었다. 특징 이진

화는 특징을 직접 양자화하거나 특징의 부호를 취하

는 등의 방법이 있다. 각각의 영상에서 얻어진 이진 

핑거프린트는 Fig. 1에 주어진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며, 검색 대상 미지의 영상으로부터 얻은 

핑거프린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핑거프린트 

간의 정합은 일반적으로 해밍 거리를 이용한다.

영상 핑거프린팅을 통해서 영상을 식별하기 위해

서는 원본 영상의 핑거프린트와 다양한 왜곡이 가해

진 영상으로부터 얻은 핑거프린트 간의 차이가 작아

야하며, 서로 다른 영상들에서 얻은 핑거프린트들 간

의 거리는 충분히 커야한다. 기존 연구들은 영상 식

별 성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핑거프린트 추출 

방법 개선에 관하여 다루었다. 하지만 핑거프린트를 

얻는 과정인 특징 추출과 이진화 등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진수 형태의 핑거프린

트만으로 영상 식별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핑거프린트 추출이 아닌 

정합 방법을 개선하여 식별 성능을 제고하는 방법들

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며, 파워 마스크 방법 

[7], 비대칭 정합 방법 [8, 9] 등이 제안되었다. 본 논

문은 오디오 핑거프린팅에 적용되었던 파워 마스크

를 영상 핑거프린트 정합 성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하여 다룬다. 파워 마스크는 원본 콘텐츠로부터 

핑거프린트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각 핑거프린트 비트의 예측 

강인도를 추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워 마스크 저

장에 소요되는 저장 공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추정한 예측 강인도를 이진화하여 강인한 비트와 연

약한 비트로 나누어 저장한다. Fig. 1의 영상 식별기

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미지의 입력 영상에서 핑거프

린트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핑거프린트

와 정합 시에 각 핑거프린트 비트의 파워 마스크 값

이 가중치로 사용된다. 파워 마스크는 정합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도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파워 마스크를 크기 순서에 따라 이진화하였다 

[7]. 하지만 파워 마스크를 이진화하더라도 파워 마

스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이 핑거프

린트 저장 공간의 크기와 같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인접 픽셀들 간의 상관도가 높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저장해야하는 파워 마스크의 크기를 줄이

는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된 영상 데이터셋에 다양한 

왜곡을 가한 후 핑거프린트 정합 실험을 수행하여,

파워 마스크를 통해서 오인식률을 1/3 이상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파워 마스크 기반 영상 핑거프린트 정

합에 관한 연구이다. 파워 마스크를 영상 핑거프린팅

에 적용하고, 파워 마스크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2장에서 영상 핑거프린트 및 파워 마스크 

추출 방법을 살펴보고, 파워 마스크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3장에서 파워 마스크 크기에 따른 

핑거프린트 정합 성능 향상 정도를 실험으로 확인하

고 분석한다.

2. 파워 마스크를 이용한 영상 핑거프린트 정합

핑거프린트와 핑거프린트의 강인도 정보인 파워 

마스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파워 마스크 크

기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2.1 영상 핑거프린트 및 파워 마스크 추출

파워 마스크를 이용한 핑거프린팅 시스템은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영상들로부터 이진 핑거

프린트와 파워 마스크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미지의 영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핑거프린

Fig. 1. Overview of fingerprint and power mask ex-

traction for imag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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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파워 마스

크가 정합 가중치로 활용된다. 파워 마스크기반 핑거

프린트 정합은 임의의 이진 핑거프린팅 방법에 적용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웨이블릿 변환 부

호 기반 이진 영상 핑거프린트[10]에 파워 마스크 방

법을 적용한다. 웨이블릿 변환의 상세계수(detail

coefficients)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며 독립 항등 

정규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Gaussian distribution)인 성질이 있다 [11]. 이를 활

용하여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영상을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분해한 후에 상세계수의 부호를 취하면 

0과 1의 분포가 균등한 핑거프린트를 얻게 된다. 먼

저 입력 영상 I를 512×512로 스케일링한 후에 5계층 

Haar 웨이블릿 변환하고, Fig. 2에 나온 바와 같이 

상세계수 중에서 대각 영역을 취하여 N×M 이차원 

신호 U를 얻는다. 다음과 같이 구한 신호 U의 부호

를 취하여 N×M 이진 핑거프린트 H를 얻는다.

   for  
 for ≤ 

(1)

5계층 Haar 웨이블릿 변환의 경우 512×512 영상

에 대해서 N=16, M=16으로 주어지므로 입력 영상에 

대해서 총 256비트 핑거프린트가 얻어진다. 일반적

으로 두 영상으로부터 각각 얻은 이진 핑거프린트 

H1과 H2간의 정합은 해밍 거리인 DH를 사용하며, 개

별 비트간 거리를 d[n,m]=XOR(H 1[n,m], H 2[n,m])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식(1)의 핑거프린트 추출 과정과 식(2)의 정합 과

정에서 U의 부호만을 취하고 U의 크기 값을 활용하

지 않았다. 따라서 U의 크기 정보는 손실되며, 이러

한 정보 손실을 정합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파워 마스

크가 제안되었다 [7]. 파워 마스크 방법은 U의 크기

가 클수록 부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변형을 가해

야한다고 가정하고, U의 크기 값을 예측 강인도로 

사용한다. 즉, 예측 강인도인 |U[n,m]|의 값들을 크기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크기순으로 큰 T개

의 값을 가지는 비트의 위치를 구한다. 그 T개 비트 

위치의 값을 1로, 나머지 NM-T개 비트 위치의 값을 

0으로 하면 N×M 이진 파워 마스크 P[n,m]이 얻어

진다. 파워 마스크 P[n,m] 값이 1인 T비트는 강인한 

비트로, P[n,m] 값이 0인 NM-T비트는 연약한 비트

가 된다. 이렇게 구한 파워 마스크 P[n,m]을 이용하

여, 두 핑거프린트 H 1과 H2 사이의 가중 해밍거리 

DM을 강인한 비트와 연약한 비트에 대해서 서로 다

른 가중치 α와 β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7]과 같이 α=0.5, β=1

사용하였다.

   


  




  





(3)




  




  





2.2 파워 마스크 부표본화와 핑거프린트 정합

핑거프린트와 파워 마스크를 사용하면 잡음 등에 

더 강인하게 핑거프린트 정합을 수행할 수 있으나,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핑거프린트 데이터베이스

와 파워 마스크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저장해야하므

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상 식별 서비스에 파워 마스크 개념을 실제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핑거프린트와 같은 크기의 저장 공간

을 필요로 하는 파워 마스크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들이 공간적 상관도(spatial

correlation)가 크다는 성질을 활용하여 파워 마스크

의 크기를 줄였다. 즉, 공간 영역에서 인접 픽셀들은 

비슷한 값을 가질 확률이 높다. 2.1장에서 Haar 웨이

블릿 변환을 통해서 얻은 U[n,m]은 상세계수의 대각

영역으로 영상의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변화도를 구

한 것이므로 영상의 에지 또는 텍스쳐에서 크기 값이 

크게 된다. 또한 영상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전

경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배경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경의 예측 강인도가 높게 되며,

파워 마스크 값도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배경 부분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즉, 어떤 영상에서 얻은 파워 

마스크의 1과 0의 값 분포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Fig. 2. Image fingerprint and power mask extraction 

based on the diagonal detail coefficients of the 

Haar wavelet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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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특정 영역(주로 전경 부분)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예측 강인도인 |U[n,m]|도 공간 

방향 상관도가 높게 된다. 이러한 파워 마스크 값의 

공간 방향 상관도를 이용하면 파워 마스크 크기를 

줄일 수 있다.

Fig. 2의 영상 핑거프린트 추출 과정에서 웨이블

릿 변환의 N×M 대각 성분인 U의 부호를 취하여 

핑거프린트 비트로 사용하고, U의 절대값은 예측 강

인도로 사용한다. 예측 강인도 크기 순서에 따라 이진

화를 수행하여 파워 마스크를 얻는다. 예측 강인도로 

사용하는 대각 성분의 크기 값은 공간 영역 상관도가 

높으므로 부표본화(subsampling)를 하더라도 정보

의 손실이 크지 않다. 따라서 예측 강인도인 |U[n,m]|

을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1/R로 부표본화하여 (N/R)

×(M/R) 크기의 예측 강인도를 얻고, 부표본화된 예

측 강인도를 크기 값 순서로 나열하고 크기가 큰 

T/R2 개는 파워 마스크 값을 1로, 나머지 위치인 

(NM-T)/R2 개는 파워 마스크 값을 0으로 하여 이진 

파워마스크를 구한다. 편의상 본 논문에서 N과 M은 

R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하면 N×M 파

워 마스크 P를 (N/R)×(M/R) 파워 마스크 PR로 바

꾸어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값

으로 2, 4, 8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고, 얻어진 

파워 마스크는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에서는 차

이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표본화된 PR을 원래의 

파워 마스크인 P크기로 업샘플링(upsampling)하여 

도시하였다. 부표본화된 파워 마스크를 사용하면 다

음 수식과 같이 R×R 블록별로 해밍거리를 구하고 

해당 블록의 파워 마스크값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합

을 구하여 두 핑거프린트 H1과 H2 사이의 가중 해밍

거리 DR을 구한다.

  


  

 


  



  
  




  








  




 



  
  




  





(4)

식 (3)과 (4)를 구현 시에 파워 마스크 P[n,m]과 

d[n,m]이 모두 1 또는 0의 값을 가지므로 경우의 수

는 4가지가 된다. 이중 d[n,m]이 0이면 P[n,m]에 상

관없이 0에 대응하고, d[n,m]이 1인 경우 P[n,m]이 

1이면 β에 대응하고 0이면 α에 대응시킨다. 이렇게 

핑거프린트 비교 결과를 0, α, β로 대응시키고 최종

적으로 더하기만 수행하도록 하면 곱하기 없이 구현 

가능하다.

3. 실험 결과

기존 해밍 거리 기반 영상 핑거프린트 정합 성능

과 파워 마스크를 이용한 가중 해밍 거리를 이용한 

정합 성능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정합 성능 비교

를 위해서 실내외, 운송수단, 사람, 풍경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포함하는 MIR Flickr-25K 영상 데이

터셋 중 5000개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2.1장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원본 실험 영상들을 512×512로 크기

를 조정하고 5계층 Haar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고,

상세계수 중에서 대각 영역을 취하여 16×16 크기의 

핑거프린트 비트를 얻고(N=16, M=16), 이 과정에서 

파워 마스크도 구한다. 이때 파워 마스크는 부표본화

율인 R값에 따라서 Fig.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16×16

(R=1), 8×8 (R=2), 4×4 (R=4), 2×2 (R=8)의 크기를 

가진다. 실험영상에서 추출한 핑거프린트와 파워 마

스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핑거프린트 정합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식별 시스템의 성능 비교에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이 이

용된다. ROC 곡선은 인식 시스템에 존재하는 두 가

지 형태의 오인식율인 false alarm rate (FAR)와 

false rejection rate (FRR)를 가로와 세로축으로 하

여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영상 핑거프린팅 시스템에

서 FAR은 서로 다른 영상을 같다고 판정할 확률이

며, FRR은 같은 영상을 다르다고 판정할 확률이다.

Fig. 3. Power mask of an image: (a) R=1 (16×16, without 

subsampling) (b) R=2 (8×8) (c) R=4 (4×4) (d) 

R=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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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밍 거리 DH,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 DM, 부표

본화된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 DR을 공정하게 비교

하기 위해서 각 영상으로부터 얻은 16×16 크기의 이

진 핑거프린트 (총 256비트)와 파워 마스크를 이용하

여 ROC 곡선을 구하였다. FAR을 구하기 위해서는 

5000개의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핑거프린트와 파워 

마스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임의로 2개의 핑

거프린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핑거프린트 쌍들 간의 

거리인 DH, DM, DR을 각각 구하였다. 영상 식별기의 

문턱값을 변화시켜가면서 문턱값 보다 작은 거리를 

가지는 핑거프린트 쌍의 비율을 구하였다. FRR을 구

하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에 왜곡을 가한 후 핑거프린

트를 추출하고 원본 핑거프린트와 비교해야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영상 변형들은 다음과 같다.

• WN: Adding Gaussian white noise with a

mean of zero and a standard deviation of 50.

• FT1: Applying the 5 by 5 median filter.

• FT2: Applying the 3 by 3 average filter.

• FT3: Applying the 3 by 3 unsharp contrast

enhancement filter H given by

 




  
  
  






• HQ: Histogram Equalization.

• DT: Dithering with MATLAB default

parameters.

• JPG: JPEG compression of the quality factor

75%.

본 논문에서 다루는 웨이블릿 변환 기반 핑거프린

트[10]는 기하적인 변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므

로 실험에서 기하적인 변형은 제외하였다. 하지만 제

안한 파워 마스크는 기하적인 변형을 고려하는 다른 

영상 핑거프린팅 방법[1]에 큰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영상 변형들을 4개의 집합으로 묶어서, 4종류

의 복합 영상 변형을 각 영상에 가하고 핑거프리트를 

추출한 후에 원본 영상의 핑거프린트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하여 DH, DM, DR을 각각 구하였다. 영상 식

별기의 문턱값을 변화시켜가면서 문턱값 보다 큰 거

리를 가지는 핑거프린트 쌍의 비율을 구하여 FRR을 

구하였다. Fig. 4는 파워 마스크 이진화 문턱값 T를 

바꿔가면서 얻은 ROC 곡선이다. 고려한 모든 영상 

변형들에 대해서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인 DM이 기

존 해밍 거리 DH에 비해서 핑거프린트 정합 성능을 

크게 개선함을 알 수 있다. 파워 마스크는 T개의 강

인한 비트와 NM-T개의 연약한 비트로 구성된다.

이진화 문턱값이 작으면 강인한 비트의 개수가 줄어

들어 신뢰도가 높은 소수의 강인한 비트들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진화 문턱값이 

크면 강인한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가

중치의 효과는 줄어든다. Fig. 4의 결과를 보면 영상

의 경우 T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하는 것이 FRR을 

줄여서 ROC 곡선 상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한 T값 모두에서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인 DM이 기존 해밍 거리인 DH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5는 파워 마스크의 크기를 가변

하면서 ROC 곡선을 구한 것이다. 이진화 문턱값 T는 

64로 고정하였다. 부표본화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ROC 곡선에서 성능 열화가 확인되지만, 부표본화 

정도를 R=8로 하여 크기를 1/8로 줄인 2X2 크기(즉,

영상 당 4비트)의 이진 파워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제안한 부표본화된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인 DR이 

기존 해밍 거리인 DH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제

안한 부표본화를 이용한 파워 마스크 압축이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Fig. 4. ROC curves of the Haar-wavelet fingerprint with 

the weighted Hamming distance based on the 

power mask of the binarization threshold T for 

four sets of distortions. (a) FT1+FT2+FT3+JPG2. 

(b) WN+JPG2. (c) HQ+JPG2. (d) DT+J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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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FAR을 10-6으로 고정하고, 각 영상변형 

별로 FRR을 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성능 비교를 위

해서 제안된 파워 마스크 기반 거리의 FRR을 기존 

해밍 거리의 FRR로 나눈 relative error rate (RER)

을 정의한다. 제안된 방법의 RER이 1이면 성능이 같

은 것이며, 1보다 크면 성능이 열화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성능이 개선된 것이다. 파워 마스크 기반 거

리인 DM을 사용할 경우 RER이 0.12에서 0.31 사이의 

값을 가졌고 평균값은 0.22였다. 즉, 실험에 사용한 

4종류의 복합 영상 변형들에 대해서 기존 DH를 사용

한 경우와 비교해서 오인식률이 평균 0.22배 수준으

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파워 마스크 방법은 이

렇게 오인식률을 크게 줄여주지만, 기존 해밍 거리 

기반 정합 방법에서는 256비트의 핑거프린트만 필요

한 것에 비해서 파워 마스크 기반 정합 방법에서는 

추가로 256비트의 파워 마스크도 저장해야하므로 영

상 하나당 데이터베이스에 512비트를 저장해야 한

다. 제안된 부표본화된 파워 마스크는 부표본화율 R

을 조정하여 파워 마스크 저장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줄인 것이다. 부표본화율 R을 크게 하면 파워 마스크 

저장을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은 줄어들지만 정합 

성능의 감소도 관찰되었다. 하지만 R=8을 사용하여 

최대로 크기를 줄인 파워 마스크를 이용한 DR도 DH
에 대비해서 RER이 0.48에서 0.73 사이의 값을 가졌

고, 평균값으로 0.63을 가졌다. 즉 오인식률을 0.63배 

수준으로 줄여줌을 알 수 있다. 영상 식별 시스템에 

파워 마스크를 실제 적용 시에는 저장 공간과 식별 

성능 간의 상충관계 (trade off)를 보고 R값을 정하게 

된다. 파워 마스크 방법은 변형에 강인할 것으로 예

상되는 비트들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강인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들에 대한 가중치는 줄인다.

실험 결과에 따라서 2장에서 가설한 영상을 변형시

키면 웨이브렛 변환 값이 바뀌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크기 값이 큰 웨이브렛 변환 계수의 부호가 바뀔 확

률이 작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 ROC curves of the Haar-wavelet fingerprint with 

the weighted Hamming distance based on the 

subsapmpled power mask of the subsampling 

ratio 1/R for four sets of distortions. (a) FT1+ 

FT2+FT3+JPG2. (b) WN+JPG2. (c) HQ+JPG2. (d) 

DT+JPG2. 

Table 1. FRR (%) of the fingerprint matching for FAR=10-6

Matching
method

Image distortions

FT1+FT2+FT3+JPG2 WN+JPG2 HQ+JPG2 DT+JPG2

Hamming DH
(256 bits)

FRR 2.90 45.56 1.52 23.78

RER 1 1 1 1

Weighted Hamming DM
with T=64, R=1 (512 bits)

FRR 0.34 14.08 0.28 6.12

RER 0.12 0.31 0.18 0.26

Weighted Hamming DR
with T=64, R=2 (320 bits)

FRR 0.64 19.40 0.36 8.70

RER 0.22 0.43 0.24 0.37

Weighted Hamming DR
with T=64, R=8 (260 bits)

FRR 1.40 33.38 0.94 16.46

RER 0.48 0.73 0.62 0.69

The number in the parentheses is the number of bits needed for storing fingerprint and power mask for each
image. RER refers to the relative error rate, which is defined by the FRR of the proposed weighted distance
divided by the FRR of the pervious Hamm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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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오디오 핑거프린팅에 사용되었던 파워 마스크 방

법을 영상 핑거프린팅에 적용하여 오인식률 개선 정

도를 확인하였다. 파워 마스크는 영상에서 추출한 핑

거프린트 비트의 예측 강인도를 이진화한 것이다. 파

워 마스크를 사용하면 고려한 모든 변형들에 대해서 

오인식률이 1/3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

워 마스크는 핑거프린트 추출 과정에서 구해지며, 이

진화하여 핑거프린트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파워 마스크를 위한 저장 공간

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의 공간적 상관도를 이용하여 

부표본화된 파워 마스크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다양한 영상 변형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파

워 마스크가 핑거프린트의 정합 성능을 제고함을 보

였고, 부표본화된 파워 마스크가 데이터베이스 저장

에 필요한 공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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