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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암호화를 사용하는 영상 워터마킹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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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암호화를 사용하여 영상에 소유권 정보인 워터마크를 영상 픽셀의 LSB에 안전하게 은

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워터마킹 기법은 영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암호화된 워터마크를 은닉한 영상인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워터마크를 손실 없이 추출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한 결과 영상인

스테고 이미지의 화질은 51dB이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워터마크의 존재여부를 인식할 수 없으며, 워터마크가 공간

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의 보안성이 우수하다.

주요어 : 커버 이미지, 워터마크, 공간적 암호화, LSB

Abstract In this paper, a technique for securely concealing the watermark, which i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in the image pixel LSB using spatial encryption is proposed. The proposed watermarking technique 
can be effectively us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f images. The proposed technique can be used to extract 
watermark without loss from the stego-image, which is a hidden image of spatially encrypted watermark.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e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technique. As a result of performing watermarking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the image quality of the stego-image is higher than 51 dB, so humans cannot 
visually recognize the presence of a watermark. Due to the watermark is spatially encrypted, the security of the 
watermark is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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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미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지에 소유

권 정보인 워터마크(watermark)를 은닉하는 워터마킹

기법이 사용된다.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은닉하여 생성

된 스테고 이미지(stego-image)로부터 워터마크를 손

실 없이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스테고 이미지에 워터

마크가 은닉되어 있는지를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비인

지성을 만족하여야 한다[1,2]. 워터마킹 결과로 생성되

는 스테고 이미지의 품질을 우수하게 하여 커버 이미지

(cover image)와 스테고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인지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커버 이미지와 차이가 거의 없도록 스테

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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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픽셀의 LSB에 워터 마크 데이터 비트를 은

닉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3]. LSB에 워터 마크 데이터

비트가 내장되어 있으면,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워터 마

크 데이터를 쉽게 추출 할 수 있게 되어 워터마크의 보

안성이 크게 약화된다. LSB를 사용하여 워터 마크 데

이터를 임베딩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지만[4,5,6,7] 본

논문에서는 공간적 암호화를 사용하여 워터 마크 데이

터를 LSB에 은닉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LSB

에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은닉하는 기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 공간적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제안기법을 기

술한다. 실험결과를 4장에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LSB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법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의 각 픽셀은 8비트로 구성되

기 때문에 0∼255의 값을 갖는다. 8비트로 표현되는 픽

셀 값의 LSB에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은닉한다. 픽

셀의 값이 238인 경우, 8비트로 표시되는 픽셀 값은

11101110 이다. 이 픽셀 값의 LSB에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 1을 은닉하는 경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SB의 값이 워터마크 데이터 비

트로 대체 되었으므로 은닉 결과 픽셀 값이 239가 되어

1만큼의 값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픽셀이 조금 더 밝

게 된다. 그리고 픽셀 값이 238인 경우, 워터마크 데이

터 비트가 0이면 은닉 결과 픽셀 값은 변하지 않는다.

MSB LSB

1 1 1 0 1 1 1 1

그림 1. 픽셀 값이 238인 픽셀에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

1을 은닉한 결과

Figure 1. Consequence of hiding watermark data bit 1 in

a pixel with a pixel value of 238

픽셀 값의 LSB가 1인 경우, 워터마크 데이터 비

트가 0이면 은닉 결과 픽셀 값이 1만큼 작아지고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은닉 결과

픽셀 값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원래의 픽셀 값과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은닉한 결과 픽셀 값과의

차의 절대치는 0이거나 1이 되어 평균은 0.5가 된

다. 원래의 픽셀 값과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은닉

한 결과 픽셀 값과의 차의 절대치는 평균적으로 0.5

의 값을 가지므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차이

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기술은 워터 마

크 데이터 비트를 매우 간단하게 숨길 수 있고, 워

터 마크 데이터를 은닉함으로써 생성 된 스테고 이

미지의 이미지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각 픽

셀의 LSB를 사용하여 워터 마크 데이터를 쉽게 추

출 할 수 있으므로 보안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

다.

Ⅲ. 제안기법

공간적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워터마크

를 은닉하기 위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5

개의 필드로 구성된 공간적 암호화 관련 정보를 정의한

다. 그림 3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림 2의 공간적 암호

화 정보는 커버 이미지의 최상위 행에 있는 픽셀들의

LSB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대로 저장된다.

Field

name

Starting

point

(X)

Starting

point

(Y)

Normal

em-

bedding

Inverse

em-

bedding

Em-

bedding

pattern

bit 10 10 10 10 W-40

그림 2. 공간적 암호화 정보 레코드

Figure 2. Spatial Encryption Information record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적 암호화 정보는 다

음과 같은 5가지의 정보로 구성된다. 공간적 암호화를

시작하는 위치 (x, y)의 값이 20비트로 표현된다. 따라서

시작위치는 (0,0)∼(1023, 1023)사이의 값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림 3에서 시작위치와 종료위치는 각각 (3, 5), (3,

4)이다.

Normal embedding은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반전시

키지 않은 그대로의 값을 LSB에 은닉하는 연속적인 워

터마크 데이터 비트의 개수 이다. 이 값이 0일 때는 모든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를 반전 없이 픽셀의 LSB에 은닉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Normal embedding과 Inverse

embedding의 값들이 모두 1023일 때는 처음 1023개의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는 반전 없이 은닉하고,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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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Lena
(cover image)

(a-2) Lena
(stego-image)

1023개의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는 반전시켜서 은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워터

마크 데이터 비트들을 픽셀의 LSB에 은닉한다.

그림 3. LSB를 사용하는 공간적 암호화

Figure 3. Spatial Encryption using LSB

Embedding pattern은 워터마크 데이터를 은닉하는 패

턴을 나타낸다. Embedding pattern은 이미지 폭(Width)

에서 40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512x512 크기를 갖는 이

미지의 경우에는 Embedding pattern은 472비트로 표현

된다. 따라서 Embedding pattern은 2
472
가지로 정의 될

수 있어 무수히 많은 형태로 워터마크 데이터를 커버 이

미지에 은닉할 수 있다. 실제 워터마킹에서, 그림 2에 있

는 공간적 암호화 정보 레코드의 필드 순서를 다양하게

적용하여보안성을높일 수있다. 또한공간적암호화정

보 레코드를 저장하는 위치와 임베딩 패턴을 다양하게

정의하면 보안성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

Ⅳ. 실험 및 결과

실험에 사용된 커버 이미지는 그림 4와 같이

512x512 크기를 갖는 Lena, Aya_matsuura, ship,

peppers, Yale 이다. 본 논문의 영문 초록을 ASCII코드

로 변환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워터마크 데이터로 사용

하여 커버 이미지에 은닉하였다.

그림 2의 공간적 암호화 정보 필드의 크기와 순서를

다양하게 정의 할 수 있고, 그림 3에서 공간적 암호화

정보 저장 위치와 임베딩 패턴을 다양하게 지정하여 보

안을 높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그림 2, 3과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시작 위치와

종료위치를 각각 (3, 5), (3, 4)로 하였고, Norma

embedding과 Inverse embedding을 각각 1로 설정하였

다. Embedding pattern은 2(W-40) 가지로 정의 될 수

있는데, 그림 3과 같은 embedding pattern을 W-40 비

트 모두가 0인 패턴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공간적 암

호화 정보 레코드에서 (0,8), (0, 9), (0, 17), (0, 19), (0,

29), (0, 39) 위치만 1이고 그 외의 위치는 모두 0이 된

다. 그림 3과 같이 공간적 암호화 정보 레코드를 커버

이미지의 최상위 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픽셀의 LSB

에 차례대로 은닉하였다. 워터마크 데이터들을 공간적

암호화 정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워터마크 데이터들

을 커버 이미지의 LSB에 은닉하였다.

그림 4는 실험에 사용된 커버 이미지와 워터마크가

은닉된 스테고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스테고 이미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커

버 이미지와 스테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림 4의 Lena, Aya_matsuura, ship,

peppers, Yale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은닉하여 생성된

각 스테고 이미지의 PSNR 값은 각각 51.154dB,

51.152dB, 51.143dB, 51.160dB, 51.137dB 이다. 스테고

이미지의 PSNR 값이 매우 높아 커버 이미지와 스테고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분 할 수 없고, 워터마크가 공

간적으로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의 안정성

과 보안성이 매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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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Aya_matsuura
(cover image)

(b-2) Aya_matsuura
(stego-image)

(c-1) ship
(cover image)

(c-2) ship
(stego-image)

(d-1) peppers
(cover image)

(d-2) peppers
(stego-image)

(d-1) Yale
(cover image)

(d-2) Yale
(stego-image)

그림 4. 커버 이미지와 스테고 이미지

Figure 4. Cover images & stego images

또한 제안기법에서는 스테고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 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공간적 워터마킹 정보

에 따라 워터마크를 손실 없이 추출 할 수 있다. 따라

서 제안된 기법은 영상의 소유권 정보를 공간적으로 암

호화하여 커버 이미지에 안전하게 은닉할 수 있는 매

우 효과적인 워터마킹 기법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워터마킹을 수

행하면, 소유권 관련 정보인 워터마크를 공간적 암호화

방법으로 커버 이미지에 안전하게 은닉할 수 있고, 커

버 이미지에 워터마크 데이터가 은닉되어 있는 스테고

이미지의 시각적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워터마크 데이

터가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없으며,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손실

없이 추출 할 수 있다.

그림 2의 공간적 암호화 정보의 필드순서를 다양하게

정의 하고, 공간적 암호화 정보의 저장위치를 다양하게

지정 하고, 그림 3의 Embedding pattern을 다양하게 정

의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은닉하면 워터마크 데이터의

보안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이

미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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