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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홀로그램(digital hologram, DH)은 2차원 데이터에 3차원의 정보를 포함하는 초고부가가치의 영상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 콘
텐츠의 유통을 위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최초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DH의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워터마크(watermark, WM)가 의 비가시성, 공격에 대한 강인성, WM 추출 시 호스트 정
보를 사용하지 않는 blind 워터마킹 방법이다.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호스트와 워터마크 각각의 전처리, WM 삽입, WM 추출의 네 부-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고주파 성분이 강한 DH의 특성을 감안하여 호스트 데이터를 축소하지 않고 WM 데이터를 확장
하여 호스트 데이터와 정합함으로써 WM를 삽입한다. 또한 이 네트워크의 학습에 있어서 DH의 데이터 분포특성에 따른 성능의 차이
를 확인하고, 모든 종류의 DH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는 학습 데이터 세트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법을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공격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보인다. 또한 이 방법이 호스트 DH의 해상도와 WM 데이터에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높은 실용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인다.     

Abstract

A digital hologram (DH) is an ultra-high value-added video content that includes 3D information in 2D data. Therefore,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protected for its distribution. For this, this paper proposes a watermarking method of DH using 
a deep neural network. This method is a watermark (WM) invisibility, attack robustness, and blind watermarking method that does 
not use host information in WM extraction. The proposed network consists of four sub-networks: pre-processing for each of the 
host and WM, WM embedding watermark, and WM extracting watermark. This network expand the WM data to the host instead 
of shrinking host data to WM and concatenate it to the host to insert the WM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DH having 
a strong high frequency component. In addition, in the training of this network,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data distribution property of DH is identified, and a method of selecting a training data set with the best performance in all types 
of DH is presented. The proposed method is tested for various types and strengths of attacks to show its performance. It also 
shows that this method has high practicality as it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resolution of the host DH and WM data.

Keyword : Digital hologram, digital watermark, deep neural network (DNN), training data set,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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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홀로그램은 기준이 되는 참조파와 물체에 반사된 물체파

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프린지 패턴을 기록한 것으로, 복소

평면(실수와 허수 또는 크기와 위상)의 2차원 데이터이지

만 3차원의 영상정보를 담고 있다. 이 홀로그램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것이 디지털 홀로그램(digital hologram, DH)이
다. DH의 생성방법은 간섭현상을 광학장치로 실현한 아날

로그 홀로그램을 디지털 촬영장치로 획득하거나 아날로그

홀로그램을 샘플링(sampling)하여 DH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파의 간섭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

여 연산하는 방식으로 DH를 생성(computer generated 
hologram, CGH)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따라서 디지털 홀로그램은 초고부가기치의 콘텐츠이고, 

이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변/복조, 위조 등

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최
근 그 방법으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2].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

자의 정보(워터마크(watermark, WM))를 삽입하고, 필요시

그 정보를 추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로, 주로 블라

인드(blind), 비가시성(invisibility), 및 강인성(robustness) 
워터마킹이 사용된다. 블라인드 특성은 WM를 추출할 때

원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비가시성은

워터마크 삽입여부를 은닉하여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강인성은 콘텐츠의 유통이나 저장을 위해 필

수적인 압축, 데이터 형식 변환 등의 비악의적(nonmali-
cious) 공격과 삽입된 워터마크를 약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악의적(malicious) 공격에도 워터마크 정보가 소실되지 않

도록 하는 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블라인드, 비가시

성, 강인성 특성의 워터마킹을 다룬다.  
DH 신호에 대한 신호처리적 연구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

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DH의 워터마킹에 대한 연구도 거

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DH의 워터마킹은 지금까지 알고리

즘 기반의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3D 객체 호스트 영상과

3D 객체 은닉 영상을 모두 홀로그램으로 생성하여 삽입한

후 이중 위상 인코딩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연구가 발표되

었다[3]. 워터마크 삽입 후 복원한 영상과 원본 영상간의

MSE(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WM 
삽입 강도를 찾는 연구를 발표하였다[4]. DH에 WM를 삽입

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주파수 영역에서 WM를 삽입하는

기술로, 5-레벨 Mallat-tree 방식 이산 웨이블릿 변환

(discrete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해 홀로그램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그 중 한 부대역의 한 비트평면과 WM 
데이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이

발표된 바 있다[5]. 홀로그램에 블록 이산 코사인 변환(block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취하고 에지 맵을 추출하여 워

터마크를 삽입할 위치를 찾는 연구가 발표되었다[6]. Fresnel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홀로그램을 2D 영상 형태의 회절

패턴으로 만들고 Fresnel 변환의 거리에 따른 집중현상을

이용하여 원 영상정보와 겹치지 않도록 WM를 삽입하는

방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7]. 최근에는 홀로그램 비디오를

타겟으로 공간적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연속성을 같이 사용

하여 시공간적 에지(edge)를 찾아 WM를 삽입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8]. 
한편, 디지털 워터마킹의 최근 기술경향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하는 것이다. DH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기술이 없으나 2D 영상의 디지털 워터마킹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이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J. Zhu는 1차원

적인 WM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복제하여 전역적으로 WM
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9]. 이 방법은 WM를 삽입

하는 인코더 네트워크, 악의적/비악의적 공격을 위한 노이

즈 계층을 거친 워터마킹된 영상에서 WM를 추출하는 디

코더 네트워크, 그리고 steganographic 분석을 위한 adver-
sarial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기 학습된 DCT 변환 네

트워크를 사용하여 원본영상을 주파수영역으로 바꾸고 주

파수 영역에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도 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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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0]. 이 방법에서는 워터마크 데이터를 전역적으로 분

포하도록 원형(circular) 컨볼루션을 수행하였다. 원 영상을

워터마크 데이터의 해상도로 낮추는 대신 WM 데이터를

원영상 해상도로 확대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도 제

안되었는데[11], 이 방법은 간단한 컨볼루션 층만으로 네트

워크를 구성하였고, 또한 네트워크 내에 호스트(host)의 해

상도 종속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상도 적응적

인 워터마킹 네트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DH에 대한 딥러닝 기술은 현재까지 DH을 생성하

는 기술만 발표되었다[12][13].
본 논문은 딥러닝으로 DH의 워터마킹을 수행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deep neural network, DNN)와 홀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홀로그램 특성은 홀

로그램 데이터의 분포특성이며, 이 특성에 따라 학습결과

가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제

시한다. 제안한 네트워크는 원 DH와 WM 각각의 전처리

부-네트워크(sub-network), WM 삽입 부-네트워크, 공격

시뮬레이션, 그리고 WM 추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방법은 WM의 해상도를 호스트 DH의 해상도로 키워 처

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이 방법은 네트워크에 전연

결층(fully-connect layer, FC layer)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써 DH의 해상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WM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WM 데이터에 적응적인

특징을 갖는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네트워크가 기존 알

고리즘적 방법들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임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홀로그램 데이터인 JPEG Pleno의 홀로그램

데이터에 대해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네트워크의

세부적인 구조를 설명한다. IV장에서는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구성방식과 학습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IV장의 실험결과

를 바탕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JPEG Pleno 데이터 세트

JPEG Pleno는 texture-plus-depth, light field, point cloud, 
hologram 등새로운영상 표현형식에 대한 표준 framework

를 연구하는 기구이다[14]. 여기에는 이 연구목적을 위해 다

양한 학술 기관및 회사에서 제공한 데이터들로 데이터베

이스(database)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JPEG Pleno에
서 제공하는 홀로그램은 제작한 기관과 제작기술에 따라

크게 ERC, B-com, UBI 데이터 세트의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 WUT 컬러 디지털 홀로그램이 추가되었다. 
표 1은 JPEG Pleno 데이터 세트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UT를 제외한 세 세트를 사용한다. 

JPEG Plen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본 논문에서 사용

하는 세 분류(ERC, B-com, UBI)에는 46종류의 홀로그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들을 실수부와 허수부

그리고컬러 영상의 R, G, B 채널을 모두개별적인 홀로그

램 패턴으로 간주하여총 172개의 홀로그램 패턴을 본 논문

에서 사용한다.
DH는 생성방법, 해상도, 등의 생성조건에 따라 각 회소

의 분포가 많이 달라지며, 표 1의 DH도 최고 100에서 108 
단위의 값까지 갖는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co-
variate shift가 커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사용하는데[15], 
본 논문에서도 [-1, 1]로 정규화하여 사용한다. 그림 1은 정

규화된 JPEG Pleno의 각 DH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표

준편차 구간별로 통계를 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정규화를 수행했음에도 표준편차의 크기가큰차이를 보이

고 있다. DH의 표준편차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에 대해서

IV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Class Subdivision Number Reference 

ERC6

Interfere-Ⅰ 5 [16]

Interfere-Ⅱ 12 [17]

Interfere-Ⅲ 7 [18]

Interfere-Ⅳ 8 [19]

B-com None 32 [20][21]

UBI

EmergImg-
HoloGrail-v1 4

[22]
EmergImg-

HoloGrail-v2 6

WUT None 2 [23]

표 1. JPEG Pleno 데이터 세트의 구성
Table 1. Structure of the JPEG Pleno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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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1] 정규화한 홀로그램의 표준편차에 따른 통계 그래프
Fig. 1. Statistical graph of [-1, 1] normalized histograms according to 
their standard deviations

Ⅲ.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 홀로그램 워터마킹
방법

1. 홀로그램 워터마킹 방법

그림 2에 제안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방법의 WM 삽입

과정(a)과 추출과정(b)을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먼저 WM 
삽입과정(a)의 호스트 데이터는 DH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지 않고 각 DH를 [-1. 1]로 정규화하여 사용한다. 한

편WM 삽입과정에서의 또 다른 입력인 WM 데이터는 1과
–1값만을 갖는 이진 데이터를 사용하며, 이 데이터는 보안

을 위해 키(key)로 scrambling하여 사용한다. 호스트 데이

터와 WM 데이터 각각은 전처리 부-네트워크을 거치며, 그
결과는 strength factor를곱하여 전처리된 호스트 데이터와

정합(concatenation)된다. 정합된 데이터가 WM 삽입 부-네
트워크를 거친 뒤 역정규화(de-normalization)되어 WM가

삽입된 DH이 생성된다. 
WM 추출과정(b)의 입력은 워터마킹된 홀로그램에 악의

적/비악의적 공격이 가해진 홀로그램이다. 삽입과정과 마

찬가지로 정규화를 수행하며, 그결과가 WM 추출 부-네트

워크를 거쳐WM 정보가 추출된다. 이결과는 다시 역정규

화되어 –1과 1값만을 갖는 이진수들로 변환되며, WM 삽
입시 사용한키를 사용하여 de-scrambling하면 최종 추출된

워터마크가 된다.

2. 홀로그램 워터마킹 네트워크의 세부 구조

그림 2의 블록들 중 회색 블록들은 네트워크 외부에서

수행되며, 흰색 블록들만 네트워크로 구현된다. 이 네트워

크의 구조를 각 부-네트워크 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모든 네트워크는 3×3 CNN(convolutional 

그림 2. 제안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방법; (a) WM 삽입 과정, (b) WM 추출 과정
Fig. 2. The proposed hologram watermarking scheme; (a) WM embedding procedure, (b) WM extra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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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work Stride Conv, 
Kernel BN Act. Pooling

Host pre-processing 
sub-network 1 (3×3)64 × × ×

WM pre-processing 
sub-network

1/2 (3×3)512 ◯ ReLU Average

1/2 (3×3)128 ◯ ReLU Average

1/2 (3×3)64 ◯ ReLU Average

1/2 (3×3)1 × × Average

WM embedding 
sub-network

1 (3×3)64 ◯ ReLU ×

1 (3×3)64 ◯ ReLU ×

1 (3×3)64 ◯ ReLU ×

1 (3×3)64 ◯ ReLU ×

1 (3×3)1 × tanh ×

WM extraction 
sub-network

2 (3×3)128 ◯ ReLU ×

2 (3×3)256 ◯ ReLU ×

2 (3×3)512 ◯ ReLU ×

2 (3×3)1 × tanh ×

표 2. 그림 2의 각 부-네트워크의 구조
Table 2. Structure of each sub-network in Figure 2 

neural network) 블록으로만 구성된다. 표의 conv. kernel 
행에서 ×은 × 커널을 사용하여  채널의 출력

을 생성함을 뜻하며, BN은 배치 정규화(batch normal-
ization), Act.는 사용한 활성함수를 각각 나타낸다.  
먼저 호스트 전처리 부-네트워크(Host pre-processing 

sub-network)는 컨볼루션 층 하나만으로 구성되며, 해상도

는 호스트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채널을 64개로 늘린다. 
WM 전처리 부-네트워크(WM pre-processing sub-network)
는총 4개의 CNN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에서 해상도

가 4배씩증가하여 출력은 호스트와같은 해상도를 갖도록

한다. 앞의 세 블록은 CONV-BN-ReLU(activation)-AP 
(average pooling)으로 구성되며, 마지막블록은 CONV-AP
로 구성된다. 여기서 AP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수값을 사용

하는 호스트 데이터와는 달리 WM 데이터가 이진값을 갖

기 때문에 AP으로 두 데이터의 차이를완화하기 위함이다. 
WM 삽입 부-네트워크(WM embedding sub-network)는
총 5개의 CNN 블록으로 구성되며, 입력된 호스트의 해상

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부-네트워크에서는 풀링을 사용

하지 않으며, 앞의 네 블록은 CONV–BN–ReLU로 구성

되고, 마지막 블록은 CONV-tanh으로 구성된다. 마지막블

록의 활성화 함수로 tanh을 사용하는 것은 이 출력이 호스

트 데이터와 같이 [-1, 1] 범위의값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다. 
일반적인 유통과정에서는 WM 삽입 부-네트워크의 출력

인 WM된 홀로그램이 유통되며, 소유권 주장이 필요한 경

우에만 WM 추출 부-네트워크(WM extraction sub-net-
work)로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WM 삽입 부-네트워크의손

실함수(loss function) 은 식 (1)과같이 원 호스트 데이터

()와 WM된 호스트 데이터()간 MSE(mean square 
error)로 설정한다. 여기서 ×은 호스트 데이터의 해상

도이다.

 


  




 



  
 (1)

WM 추출 부-네트워크는 4개의 CNN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에서 해상도를 1/4씩 줄여 마지막 블록의 출력은

WM의 해상도를 갖도록 한다. 이 부-네트워크의앞세 블록

은 CONV-BN-ReLU로 구성되고, 마지막 블록은 출력이

[-1, 1]의 이진값을 갖도록 CONV-tanh을 사용하며, 그결
과의 실수값이 [0, 1]이면 1, [-1, 0]이면 –1값을 갖도록 한

다. 이 부-네트워크의 손실함수 는 식 (2)와 같이 WM 
전처리 부-네트워크의 입력인 원 워터마크()와 WM 
추출 부-네트워크에서 추출된 워터마크() 간 MAE 
(mean absolute error)로설정한다. 이식에서 ×는 워터

마크의 해상도이다.

 


 




  



   (2)

  식 (2)에서 MAE를 사용한 것은 식 (1)과는달리 식 (2)
의 대상 데이터가 이진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결

과 WM 데이터에 대해 MAE를 사용하는 것이 MSE를 사용

하는 것보다 학습효율이 높고 성능이 향상되었다.  
  표 2에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본 논문의 네트워크는 학

습과정에서 WM된 영상에 공격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WM 추출 부-네트워크에 입력한다. 이 공격 시뮬레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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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한다. 이 네트워크의 특징

은 전연결(fully connected)층과같은 해상도-종속적인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의 수용도(capacity) 유지하면 호스트의 해상도에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워터마크 삽입과 추출의 손실함수

일반적으로 삽입된 WM의 비가시성과 공격 강인성은 상

보적인관계를 갖는다. 즉, 그림 2(a)의 strength factor를 작

게 하여 WM를 약하게 삽입하면 비가시성은 높아지지만

강인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strength factor를 크게 하여

WM를 강하게 삽입하면 비가시성은떨어지고 강인성은 높

아진다. 일반적인 워터마킹에서는 비가시성과 강인성을 모

두 추구하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3)과같이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손실함수 를 식 (1)과 식 (2)의 손실함수를 조합하여

사용하며, 워터마크 추출을 위한손실함수 는 식 (4)와
같이 WM 추출 부-네트워크의 손실함수만을 사용한다.

  (3)

  (4)

식 (3)과 (4)의 , , 는 하이퍼-파라미터(hyper-pa-
rameter)이며, 실험적으로 결정한다.

Ⅳ. 실험 및 결과

1. 홀로그램 워터마킹 네트워크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성

DH 워터마킹을 위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

기 위해서는충분한 수의 DH 데이터가 필요하다. 원본 DH 
데이터로는 Ⅱ장에서설명한 JPEG Pleno의 172 종류의 데

이터 세트를 용도별로 표 3과 같이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정규화된 DH의 표준편차의 차이가 매우

커서 작은 표준편차(low_std), 큰 표준편차(high_std), 중간

표준편차(mid_std), 그리고 전체 표준편차(global_std)로 나

누고, 각 표준편차 종류에 중복되지 않는 18 종류의 DH를

추출하여 따로 학습에 사용하였다. 또한 검증(verification)
을 위해 학습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는 30 종류를 전 표준편

차 구간에서 균등하게 선택하였고, 학습데이터나 검증 데

이터와 중복되지 않는 30 종류를 전 구간에서균등하게 선

택하여 시험(test)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DH는 128×128 크
기의 패치(patch)로 잘라서 무직위로 균등하게 선택한

5,000장의 패치로 각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동일

한 방식으로 검증 데이터와 와 시험 데이터 세트를 각각

1,000장의 패치들로 구성하였다.
WM 데이터는 각 DH에 대해 8×8의 1과 –1로만으로 구

성된 2진 데이터를 무직위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Data set Sub-set # of DHs

Training

low-std 18

high_std 18

middle_std 18

global_std 18

Verification - 30

Test - 30

표 3. 용도별 사용한 DH 수
Table 3. Number of DHs and usage 

2. 실험환경 및 성능 평가 방법

2.1 실험 환경 및 하이퍼 파라미터
본 연구의 학습과 테스트의 구현 환경은 Python과

Tensorflow이고 홀로그램을 복원에는 Matlab을 사용하였

다. 사용한 PC는 Intel(R) Xeon(R) Gold 5120 CPU @ 
2.20GHz와 180GB RAM을 갖고 있으며 64비트 운영체제

이다. GPU는 NVIDIA Tesla V100-SXM2-32GB를 사용하

였다. 학습은 100개의 DH 패치를 mini-batch로 사용하였으

며, 4000 epoch까지 학습을 수행하였고,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1로 설정하였으며, 학습에 2~3일 정도의 시간

이 소요되었다. 최적화는    ,   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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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고, 식 (3)과 (4)의  ,  , 
는 실험에 의해 45, 0.2, 20으로 각각 정하였다.   

2.2 성능 평가 방법
워터마킹의 성능은 비가시성, 강인성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가시성은 PSNR(Peak Signal 
Noise Ratio), 강인성은 BER(Bit Error Ratio)로 평가한다. 
비가시성은 원본 DH과 워터마크가 삽입된 DH간의 PSNR
을 측정하고 이들을 각각 복원한 이후의 객체 평면에서의

4가지(실수부, 허수부, 진폭, 위상) 영상에 대해 PSNR을측
정하여 평가한다. 다양한 공격을 가한 이후에 추출된 워터

마크와 원본 워터마크간의 BER을측정하여 강인성을 평가

한다. 워터마크 수용력(Capacity)은 0.0039(1/256)로 고정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3.1 표준편차에 따른 학습결과
그림 3에서설명한 표준편차에 따른 4가지 학습데이터를

각각 학습한 결과의 비가시성과 워터마크된 DH에 공격을

가하지 않고 추출한 WM 추출률을 그림 3 (a)와 (b)에 각각

보이고 있다. 그림 3(a)의 비가시성 실험결과를 보면 전체

적으로 표준편차가 작은쪽의 DH이 높은 비가시성을 보이

는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준편차가큰 DH에서 작은

DH로 갈수록 low_std로 학습한 경우 가장 큰 성능편차를

보였고, high_std로 학습한 경우가 가장 작은 편차를 보였

다. 그림 3(b)의 WM 추출 실험은 공격에 영향을받지 않은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을 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추출률역시 표준편차가 작은 DH일수록 추출률이

(a)

(b)
그림 3. 워터마크된 DH의 비가시성과 공격을 가하지 않은 워터마크된 DH의 워터마크 추출률; (a) 비가시성, (b) 워터마크 추출률
Fig. 3. Invisibility of the watermarked DH and WM extraction rate of the unattacked watermarked DH; (a) invisibility, (b) WM extra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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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을볼 수 있으며, 이 현상은 low_std로 학습한경우

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 두 그래프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결과 global_std로

학습한경우가 전 DH을 모두 고려할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DH으로 DNN을 학습할 때 DH의 표

준편차가골고루포함되도록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성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본

논문의 실험은 global_std로 학습한 네트워크만을 대상으로

한다.  
   
3.2 비가시성 실험 결과
표 4와 표 5는 global_std로 학습한 네트워크로 워터마킹

한 결과 홀로그램 평면과 객체평면 각각에서의 비가시성

실험 결과를 수치적으로 보이고 있다. 홀로그램 평면에서

는 예상과 같이 검증결과가 학습결과에 비해, 시험결과는

검증결과보다 각각낮은값을 보였으며, 모두 42dB보다큰

높은 값을 보였다. 객체 평면에서도 실수와 허수부 모두

45dB를 넘는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를 크기와 위상으로

변환하였을 때 위상은 14dB의 낮은 값을 보였다. 이것은

위상이 [0, 2π] 구간의값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더욱 크

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Dataset PSNR[dB]

Training 43.10

Validation 42.51

Test 42.38

표 4. 홀로그램 평면에서의 비가시성
Table 4. Invisibility in th hologram plane

Part PSNR[dB]

Real 46.76

Imaginary 45.96

Amplitude 43.74

Phase 14.11

표 5. 객체 평면에서의 비가시성
Table 5. Invisibility in the object plane

3.3 공격 강인성 실험결과
워터마킹된 DH에 다양한 공격과 강도를 가한 후 워터마

크를 추출하는 강인성 실험에서는 화소값 변경 공격과 기

하학적 공격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
에 각각 보이고 있다. 먼저 화소값변경공격에 대한 표 5의
경우 일부 강한 공격(σ=2.5, 3.5의 Gaussian blurring 공격과

quality 10과 20의 JPEG 압축 공격)을 제외한 모든 공격에

서 높은 강인성을 보였다. 
표 7의 기하학적 공격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면 rotation공

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격에서 공격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추출률이급격히떨어지는 것을볼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DNN은 일반적인 기하학적 공격에는 그리 강한 강인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ttack Strength
BER(%)

Random
WM

Logo
1

Logo
2

Gaussian 
blurring

σ=0.5 0.5744 0.5690 0.5565

σ=1.5 1.5812 1.5239 1.5320

σ=2.5 12.219 11.8244 11.8573

σ=3.5 24.8650 24.3445 24.5752

Median
filtering

3x3 0.3844 0.3944 0.3725

5x5 1.8232 1.8489 1.7667

Average
filtering

3x3 1.3408 1.2609 1.2990

5x5 2.9038 2.9205 2.8138

JPEG

90 0.3445 0.3348 0.3338

70 0.9648 0.9508 0.9348

50 1.7927 1.7338 1.7376

30 4.5703 4.2239 4.4471

10 26.7589 25.5289 26.7311

Sharpening
center=5 0.3978 0.4349 0.3855

center=9 0.5668 0.5817 0.5492

Salt
& 

Pepper

p=0.02 0.4193 0.4264 0.4066

p=0.04 0.7038 0.6963 0.6823

p=0.06 1.0827 1.0996 1.0506

p=0.08 1.6641 1.6751 1.6142

p=0.1 2.3702 2.3320 2.3007

Gaussian
additive noise

σ=0.01 0.2524 0.2469 0.2446

σ=0.03 0.3152 0.3212 0.3058

σ=0.05 0.9909 0.9954 0.9699

σ=0.08 4.6567 4.6070 4.5964

σ=0.1 8.1928 8.1611 8.1152

표 6. 화소값 변경 공격에 대한 강인성 실험결과
Table 6. Robustness experimental results for pixel-value change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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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 Strength

BER(%)

Random
WM

Logo
1

Logo
2

Cropout

0.1 3.3195 3.1745 3.2244

0.3 11.8554 11.1181 11.7764

0.5 20.5694 19.3218 20.4175

0.7 28.7800 27.9224 28.7511

0.9 36.2320 36.4693 35.9333

Crop

0.9 2.8371 2.4865 2.7505

0.7 11.8204 11.0429 11.6752

0.5 24.4233 21.6635 24.3336

0.3 36.4564 32.0790 36.2044

0.1 49.4448 43.3405 49.4557

Rotation

15° 4.4172 3.8700 4.3378

30° 8.6114 7.0827 8.4807

45° 9.7353 7.7006 9.6333

60° 9.2472 7.1231 9.0836

75° 4.2453 3.9130 4.1930

Dropout

0.9 0.5482 0.5422 0.5311

0.7 4.1357 4.1165 4.0098

0.5 13.4495 13.4539 13.1729

0.3 24.9777 25.0712 24.5583

0.1 36.9223 36.8196 36.4012

표 7. 기하적인 공격에 대한 강인성 실험결과
Table 7. Robustness experimental results for geometric attacks

3.4 워터마크 적응성에 대한 실험결과
표 6과 7의 우측 두 행에는 무작위 패턴이 아닌 로고

(logo) 영상 두개를 WM 데이터로 사용하여 실험한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표에서 보듯이 로고영상을 WM로 사용한

경우들도 무작위 패턴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화소값 변경

공격과 기하학적 공격 모두에서 공격 강인성의 차이가 거

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어떠한

WM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작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소유

권자가 선택한임의의 WM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범용성

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5 해상도 적응성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한 DNN은 해상도 종속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

기 때문에 수용력을 유지하면 어떤 해상도의 호스트를 사

용해도무방하다. 본 논문에서 DNN을 학습할 때 128× 128 
패치를 사용하였는데, 그 학습결과의 DNN 에 호스트 DH
의 해상도를증가시켜시험한결과를 표 8과 그림 4에 각각

보이고 있다. 이 표와 그림에서 ‘full resolution’은 JPEG 
Pleno에서 제공하는 해상도를 그대로 시험한결과이다. 표
8의 비가시성 시험결과에 보듯이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가시성은큰변화가 없었다. 그림 4의 강인성 시험결과에

서 해상도에 따른범례는 (l)에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해상도가증가함에 따라 강인성이 약간 증가 또는 감소

하거나 해상도 증가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해상도 변화에 따른 강인성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호스트 DH의

해상도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Host DH resolution PSNR [dB]
128×128 42.39
256×256 42.49
512×512 42.27

Full resolution 41.65

표 8. 호스트 DH의 해상도에 따른 비기시성 실험 결과
Table 8. Invisibility experimental results for resolutions of host DH

Ⅴ.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으로 DH의 워터마킹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DNN은 DH의 고주파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DH의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호스트

전처리 부-네트워크, WM 전처리 부-네트워크, WM 삽입

부-네트워크, WM 추출 부-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DH의

데이터 분포특성으로 정규화한 데이터의 표준편차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여 학습하였으며, 그결과 학습데이터

의 구성이 워터마킹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

며, 이 중 표준편차 분포의 전체에걸쳐학습데이터를 구성

한경우가 가장좋은 성능을 보여 워터마킹 실험은 이 네트

워크로 수행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대해 삽입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 실험결

과 PSNR이 43dB 이상의 높은 비가시성을 보였다.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화소값 변경 공격과 기하학적 공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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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강인성 실험을 수행한결과 제안한 방법은 화소값변

경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인성을 가지나, rotation공격

을 제외한 기하학적 공격에 대해서는 낮은 강인성을 보였

다. 또한 제안한 방법이 호스트 DH의 해상도와 WM 데이

터에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다양한 해상도의 DH에 적용할

수 있고 소유권자가 선택한 임의의 WM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우수한 실용성을 갖고 있다.
제안한 방법이 기하학적 공격에 더 높은 강인성을 갖는

다면 그 활용분야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가하학적

공격은 일부분의 호스트 데이터만으로 WM를 추출해야 하

는 공격이다. 따라서 호스트 각 부분에 WM의 모든 정보가

수록될 수 있는 입력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이것이 본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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