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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디오 워터마킹 분야는 기존의 정지영상에 대한 워터마킹에 시간축이 추가된 형태로써 전체적인 비디오의 화질을 최소한으로 저하
시키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HEVC의 Random Access 
압축 방식에서 B 슬라이스가 I와 P 슬라이스의 블록을 참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I와 P 슬라이스에만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I, P, 및
B 슬라이스 모두에서 워터마크가 추출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영상의 전체적인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며, 직접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은 B슬라이스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Abstract

In the field of video watermarking, which adds a time axis to the watermarking of the existing still image, it is important to 
embed a watermark at a level that can claim copyright while minimizing the overall video quality.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fact that B slices refer to blocks of I and P slices in the Random Access compression method of HEVC. Therefore, We propose 
that watermark is embedded only in I and P slices and extracted in I, P, and B slices. This can minimize the decreases of the 
overall image quality of the image and protect the copyright of the B slice without directly embedding the wate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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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워터마킹분야는디지털영상의저작권을보호하

는 주요 방법이다. 워터마킹 방법에는 워터마크 추출과정
에서 원본영상이 필요한 논블라인드 방법과 추출과정에서

원본영상을사용하지않고워터마크가삽입된영상만사용

하는블라인드방식이있다. 이중삽입되는워터마크의성
격으로 강인성(robust) 워터마킹과 약성(fragile) 워터마킹
로구분한다한다. 비디오워터마크의경우원본영상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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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크기 때문에, 원본 영상을 저장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블라인드 워터마크 방법이 더욱 유리하다
[1][2]. 
비디오워터마킹 방법은 비디오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2차원의 정지영상
에 대한 워터마킹과 다르게 시간축이 추가되고, 시간축을
기준으로 일정한 단위로 영상들의 프레임을 묶은 후에 워

터마크를 분산시켜 삽입함으로써 화질 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어왔다[1]. 이는 단순히 워터마크 삽입 양
을 여러 프레임에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의비디오워
터마크방법은주로 I 슬라이스(slice)에워터마크를삽입하
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는 I 슬라이스만존재하는인트
라(intra) 압축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를가정하였으며, I 슬
라이스가 다른 B 혹은 P 슬라이스에 비해 낮은 압축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낮은 압축율일수록 영상에 가해지는 공
격이 약하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가정을기초로한다[3]. 비디오워터마킹에서일반적
으로워터마킹과정은비디오코딩과독립적으로수행된다. 
그러나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비디오 코딩 자

체에의해워터마크가보존될수있도록한다. 따라서일반
적으로 비디오 워터마킹에서 비디오 코딩 자체도 하나의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4]. 
Gaj는 I 프레임의 4x4 변환블록(transform block)을워터
마크삽입대상으로선정하여워터마크를삽입하는방법을

제안하였다[5]. 이는 I 프레임에만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LowDelay GOP4 환경에서적용하였다. 1,280×720 이하의
해상도 영상에 대해 실험하였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을

위한 압축 표준인 HEVC를 위한 워터마크 실험으로 적합
하지않을수있다. 또한, 블라인드워터마킹방법이라설명
하고 있지만, 워터마크 삽입과정에서워터마크삽입 위치
를 위치 지도(location map)로 저장하고 이를 워터마크 추
출과정에서 이용하므로 블라인드 워터마크 방법이라고 다

소 보기어렵다. 그리고 100비트의 비교적 적은용량의 워
터마크를삽입하였으며, QP16의 낮은압축율에 대해 실험
을수행한한계를갖는다. Alenizi는 FullHD인 1,920×1,080 
해상도의영상에대해서도실험하였지만, LowDelay GOP4 
환경에서만 실험하였으며, 99비트의 적은 워터마크와
QP20으로 낮은 압축율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하였다[6]. 

또한워터마크 추출 결과에대한정확한명시가 없어서비

교가 어렵다. 일반적인 영상 워터마크는 1024비트 이상의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HEVC에서는 All Intra, Low-delay, 
Random Access의 세 가지 압축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고
려하면, HEVC 워터마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많
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제안한워터
마크삽입및추출알고리즘에대해서설명하고 3장에서는
워터마크 삽입에대한강인성실험결과와 추출 결과를보

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한 비디오 워터마킹

본논문에서제안하는방식은단순히워터마크를프레임

에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Random Access 방식에서 B 
슬라이스가 참조블럭을이용하는방식에 착안하여, 워터마
크를 일정 단위로 나눠 블럭기반으로 반복해서 삽입한다. 
삽입된 워터마크 블럭은 B 슬라이스가 I 혹은 P 슬라이스
를 참조할 경우 워터마크도 같이 참조한다. 이를활용하면
실제로 삽입하지않았지만워터마크가 B 슬라이스에도삽
입되는 효과를 보이는 제안한다. 따라서 워터마킹의 강인
성이 HEVC 코딩과정중에서높아지는특성을보인다. 이
는 B슬라이스에 인위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식보
다 화질 열화를 최소화시키면서 B슬라이스에서도 워터마
크를 추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인트라 주기가 48인 50fps(frame per second) 
영상에서 I 슬라이스 1개와 P 슬라이스 6개에만 워터마크
를삽입하지만 49개의전체비디오프레임에서워터마크가
추출될 수 있다.
영상인코딩전에 I 슬라이스와 P 슬라이스가될 프레임
에워터마크를삽입하고 HEVC를이용하여비디오인코딩
을수행한다. 다음으로 HEVC를이용하여비디오디코딩한
이후에 복원된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워터마크 삽입 방법은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기반 방식으로, DWT 계수를 블럭 기반
으로 QIM방식을적용하였다[3]. 블럭기반으로하나의워터
마크 비트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워터마크 방식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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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블럭 기반으로 하나의 워터마크 전체를 삽입하

고, 그것을블럭마다반복해서삽입한다. 이렇게하여특정
부분에해당하는블럭이참조되더라도워터마크전체에대

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1. 워터마크 삽입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워터마크 삽입 절차를 그림 1에
나타냈다.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은 비디오 시퀀스 중에
서 I와 P 슬라이스의 Y 성분을 사용한다.

Convert to YCbCr format

n-level 2DDWT

Key

Original RGB video

Y channel

Deciding quantization step size 

Multiple WM embedding

Watermark
data

Data
scrambling

n-level inverse DWT

Convert to RGB format

Watermarked image

CbCr

I or P slice?

Video sequencing

Yes

No

그림 1. 워터마크 삽입 절차
Fig. 1. Watermark embedding procedure

비디오시퀀스에서 I와 P 슬라이스에 해당하면 RGB 색
차 포맷을 YCbCr 포맷으로 변형하고 2차원 DWT 변환
(2DDWT)을수행한다. DWT변환의 레벨 n은 입력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n레벨 2DDWT 변환을 수행한
이후에최저주파수대역의해상도가워터마크의해상도보

다 4배이상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워터마크의 최저
주파수를 갖는 부대역에 최소 16회 만큼 반복적으로 삽입

된다. 
다음과정은워터마크가삽입될각각의부대역에대해서

양자화단계인   (S = LL, LH, HL, HH)를결정하는것

이다. 제안하는워터마킹알고리즘은 2DDWT를통해서생
성된 부대역 내의 웨이블릿 계수들에 대해 양자화를 이용

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QIM 기법이다. 은 LH, HL, HH 부대역에대한에너지

값과 LL 부대역에대한에너지분산을고려하여결정된다. 
을 식 (1)에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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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과 는 각각 에너지 혹은 에너지

분산의임계값에대한상한및 하한값으로 이들 값은 실험

적으로결정된다. 에너지와 에너지 분산에 대한 정의를 식
(2)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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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부대역에서 i번째 웨이블릿계수값이고, 

 은 스케일링 성분이다. 이들 값도 마찬가지로 실험적

으로 결정된다. 
보안성을 위해 뒤섞는 과정을 거친 워터마크 데이터는

비트단위로 DWT 계수에삽입되기 때문에워터마크는적
어도 16번반복해서하나의슬라이스에삽입될수있다. 워
터마크 자체의 보안성은 논문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

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각 워터마크 비트는 그림 2
의 양자화기를 이용하여삽입한다. 그림 2의양자화기에서
는식 (1)에서정의하였다. 가로축은원래의 웨이블릿

계수  를 나타내고, 세로 축의  ′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웨이블릿계수를나타낸다. 그림 2의그래프위의 ‘0’과 ‘1’
의 숫자는 워터마크 비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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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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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aSn

2aSn

3aSn

0

-aSn

-2aSn

aSn 2aSn 3aSn

-aSn-2aSn-3aSn

그림 2. 워터마크 비트를 삽입하기 위한 양자화
Fig. 2. Quantizer to embed watermark bit 

그림 2의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양자화 방법을 식 (3)에
다시 수식으로 정의하였다. 식 (3)에서  ′는 워터마크의
i번째 비트를 나타내고, 는 정수이다. 

if  ≤   

 ′   if ′ 
 if ′ 

if  ≤   

 ′   if ′ 
 if ′ 

(3)

마지막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된웨이블릿 계수와 부대역

은역 2DDWT를거쳐서워터마크가삽입된슬라이스가되
어 워터마크 삽입 과정이 완료된다.

2. 워터마크 추출

비디오의소유권을증명하고자할경우에는비디오의슬

라이스에 삽입되어 있는 워터마크를 추출해야 한다. 그림
3에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절차를 나타내었는데, 워터마크
추출 절차는 워터마크 삽입 절차와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이논문의목적은워터마크가삽입되어있지 않은
B 슬라이스에서도 워터마크가 삽입된 슬라이스와 마찬가
지로워터마크를추출하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워터마크

를 삽입할 때에는 I와 P 슬라이스에만 워터마크를 삽입하
였지만추출할때에는모든슬라이스에대해서워터마크를

추출한다. 따라서 워터마크 추출 알고리즘에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없다.

Convert to YCbCr format

n-level 2DDWT

Key

Y channel

Deciding size of quantization step

Multiple WM  extraction

De-scrambling

Single WM formation

Extracted WM

Watermarked /attacked image

그림 3. 워터마크 추출 절차
Fig. 3. Watermark extraction procedure 

 
그림 3의 워터마크 추출 절차는 여러 단계가 워터마크
삽입 절차와 같이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

하고자한다. 입력된 RGB 형태의비디오는 YCbCr의컬러
포맷으로 변경되고 워터마크를 삽입할때와 동일한 레벨로

2DDWT를수행한다. 다음으로양자화단계를결정하는데, 
양자화 단계 ′는 2DDWT 이후에 얻어진 최저 주파수

대역의  ′′를이용하여 결정된다. 또한 은 식 (2)에서

 ′를  ′′로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과  , 

그리고  는 워터마크 삽입 때와 동일한 값을 이용한다. 

 ′′를 n 레벨 2DDWT 이후에얻어진최저 주파수대역에

서의 i번째계수라고 하고 추출하고자하는 워터마크 비트
를  ′′하고 한다면 워터마크 비트 추출은 식 (4)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mod (4)

추출된 워터마크 비트는 최소 16개의 세트를 포함한다. 
이를 × 크기의이진영상으로재배치한이후에삽입된
워터마크를추출할수 있다. 각위치별로추출된워터마크
비트들 중에서 빈도수를 구하여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값을

워터마크 비트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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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제안한방법의삽입한워터마크의비가시성과공격에대

한 강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크

기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제안한 방법은 C/C++로 구현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컴
퓨터는 PC로서 프로세서는 Intel® Core i7-2700K CPU @ 
3.50GHz이며, 16GB RAM을갖고있고, 64 비트를사용하
는Windows 7 Ultimate K 운영체제를사용하였다. 테스트
에사용한비디오시퀀스는 JCT[7]의비디오세트를이용하

였다. 양자화 단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부대역
별 파라미터를 표 1에 나타냈다.

Subband LL LH HL HH
  1.5 2.0 2.0 2.0
 2.5 8.0 8.0 8.0
  0.04 0.2 0.2 0.28

표 1. 각 부대역을 위한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 values for each subband

 

본 실험에 사용한 워터마크 데이터는 그림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  ×인 2진 로고영상이다. 즉, 호스
트 영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워터마

크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2DDWT 레벨 수 n은 호스트
영상의 크기에 따라 식 (1)에 의해 결정하였다.

그림 4. 워터마크 데이터
Fig. 4. Watermark data

표 2는일반적인영상처리공격을가한결과의평균값들
을 나열하였다. 이 표에는 대표적으로 화질은 PSNR, 공격
에대한워터마킹의강인성은 NCC로나타내었다. 먼저제
안한 방법의 비가시성은 영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평균

43dB 정도의특성을보였다. 영상의종횡비가동일한영상
보다 동일하지 않은 영상의 화질이 약간나빴는데, 이것은
종횡비가동일하지않은영상에삽입된워터마크의데이터

양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DDWT 레벨의 증가와 무관하
게 비가시성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소값 변
경공격에서는 화질 40/100 이상의 JPEG 압축, 5×5 가우시
안 블러링, 평균필터링, 히스토그램 평활화, 3% 가우시안
잡음공격결과공격여부를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을정

도로 화질이 많이 열화되기 때문에 워터마크 추출에 대한

특성이좋지않다. 특히히스토그램평활화공격은원영상
의 전역에서 값의 변화가 있으므로 화질의 열화가 심하다. 
기하학적 공격의 경우 공격의 특성상 확대와 축소공격을

제외하고는 화질의 열화가 심하다.

Attacks
Robustness

PSNR NCC
Only watermarked 42.94 1.00

JPEG quality to 100

100 46.21 1.00
80 36.30 1.00
60 33.92 0.98
40 32.31 0.88

Gaussian noise
0.005 50.19 1.00
0.01 39.01 1.00
0.02 34.27 0.96

Salt&pepper noise 1% 41.43 1.00

Median filtering
3×3 34.14 0.99
5×5 30.32 0.91
7×7 28.48 0.79

Average filtering
3×3 32.93 0.98
5×5 29.34 0.87

Gaussian filtering 3×3 35.07 1.00
Sharpening 34.28 1.00

Histogram equalization 15.62 0.60
Contrast (-20) 27.18 1.00

Scaling to

2 47.14 1.00
1.8 47.35 1.00
1.5 47.20 1.00
0.8 39.93 1.00
0.5 34.02 1.00
0.25 29.12 0.85

Cropping 25% 12.71 0.81

Rotation

90° 19.33 0.77
60° 17.49 0.85
45° 13.86 0.88
30° 14.51 0.92

Rotation 0.1° 26.53 0.91
(unrestored) 0.2° 25.68 0.74

Average 31.99 0.89

표 2. 영상종류별 실험결과: 워터마크 삽입후의 화질(PSNR[dB])과 추출한
워터마크의 NCC값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for each kind of images: image quality 
after watermark embedding (PSNR[dB]) and NCC value of extracted 
wate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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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 공격에 사용된 영상은 Full HD(1,920×1,080) 해
상도의 500 프레임 50fps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50fps영상의 intra period는 48이다. I 및 P 프레임에만워터
마크를삽입하고 QP22, 27, 32 및 37로인코딩과디코딩을
거친영상에서워터마크를추출하였다. 그림 5에워터마크
를 삽입한 이후에 HEVC 인코딩과 디코딩을 거친 결과영
상을나타냈다. 앞서설명한것과같이 HEVC의 low-delay 
모드로 압축할 경우에 I 슬라이스에만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였다. 하지만 I 슬라이스 뿐만 아니라 P 슬라이스에
서도 워터마크를 추출하였다.

(a) (b)

(c) (d)

(e) (f)

그림 5. 워터마크가삽입된후에 HEVC 공격결과 (a) 원본, (b) QP=1, (c) 
QP=22, (d) QP=27, (e) QP=32, (f) QP=37
Fig. 5. HEVC attack result after watermark embedding (a) original, 
attacks with (b) QP=1, (c) QP=22, (d) QP=27, (e) QP=32, (f) QP=37

워터마크삽입한영상압축후화질열화정도를표 3에
나타내었다.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은 원본 영상의 압축
후화질 열화정도는 QP별로인코딩디코딩한영상을 압축
하지 않은 영상과 PSNR 수치로 나타내었다. 워터마크 삽
입 후 영상의 압축 후 화질 열화정도는 QP별로 인코딩 디
코딩한영상을압축하지않은영상과 PSNR 수치로나타내
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워터마크를 삽입했음에도 압
축 후 화질 저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그림 6. 워터마크가삽입된이후에 (QP=22, HEVC 인코딩) HEVC 디코딩
결과 영상 (a) 0, (b) 2, (c) 4, (d) 6, (e) 8, (f) 10번째 프레임
Fig. 6. HEVC decoding result after watermark embedding (QP=22, 
HEVC Encoding) (a) 0th, (b) 2nd, (c) 4th, (d) 6th, (e) 8th, (f) 10th 
frame

QP Compression 
Ratio

Original
PSNR[dB]

Watermarked
PSNR[dB]

22 142:1 32.83 32.77
27 428:1 31.70 31.64
32 922:1 30.50 30.42
37 1817:1 29.22 29.14

표 3. HEVC 압축 공격에 대한 PSNR 결과
Table 3. PSNR results for HEVC compression attack

그림 7에서는한 GOP 내에서 I, P, B 슬라이스별워터마
크 추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I와 P슬라이스에만 워터
마크를 삽입 했지만 B슬라이스에서도 워터마크가 검출되
며, QP가 높으면 B슬라이스 검출율이높을 가능성이크기
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은하나의 GOP 내의 9개프레임을종합하여워터
마크를추출한 결과이다. 이는 각 슬라이스에서 추출된 워
터마크를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하나의 워터마크로 만드는

방법으로, 압축률 922:1에 해당하는 QP32에서도 NC값
0.9182의 높은 추출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9에는 추출된
워터마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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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전 연구중에서 Gaj결과[5]와본 논문의 결과

를비교하고자한다. Gaj의연구에서사용된 QP의값은본
논문에서 사용된 것과 다소 달라서 정확한 차이를 비교하

기는어렵지만 유사한 QP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경향성
은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 두 논문에서 Basketball 시퀀스
에대한결과를비교하고자한다. Gaj의논문에서는 20, 24, 
28, 32 및 36의 QP를사용하였고, HEVC 압축공격에대해
서 추출된 워터마크는 0.8199, 0.7396, 0.7189, 0.7071 및
0.6715의 NC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22, 27, 32 및 37의
QP를사용하였고, 각각 1, 0.97, 0.63 및 0.07의 NC를보였
다. 두결과를 분석해보면저압축율에서는 본논문에서제
안한 결과가 우수하였고, 32 QP 이상의 고압축에서는 Gaj
의 결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추출된 워터마크의 비율
Fig. 7. Ratio of extracted watermark

그림 8. 하나의 GOP에서 추출된 최종 워터마크
Fig. 8. Extracted final watermark from one GOP group

(a) (b) (c) (d)

그림 9. 각슬라이스에서추출된워터마크의예시 (a) I 슬라이스, (b) B 슬라이
스, (c) P 슬라이스, (d) 통계적으로 종합한 최종 워터마크
Fig. 9. Example of watermarks extracted from each slice, (a) I slice, 
(b) B slice, (c) P slice, (d) Statistically summarized final watermark

  IV. 결 론

비디오워터마크방법에서 Intra 압축만을위한방법이주
로연구되었는데, 이에더나아가 Random Access 압축을위
한워터마크방법을제안하였다. 이는일반적으로쓰이는고
압축영상에도워터마크를삽입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것

이다. 실험결과를 볼때 전체적인화질 열화가거의 없었으
며, 고압축에서도전반적인프레임에서워터마크를추출할
수 있었다. 이런 워터마크 방법으로 더 연구한다면 비디오
워터마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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