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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에 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한 기술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

다. 본 논문에서는 웹상에서 실시간 워터마킹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열람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이미지에 기록하여 무단 복제, 불법 배포 등의 일이 발생하 을 경우 출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1. 서론

   오늘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이 활성화 되며 작권 

있는 많은 디지털 자료들이 무단 복제, 도용, 변형, 불법 

배포되어 작권을 가진 소유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에 한 소유권을 효율 으로 보호

하기 한 해결책으로 워터마킹 기술이 제시되었으며, 이 

기술의 특징은 정보 보호 목 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삽입이 가능하다.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자료의 워터마킹은 공간 역과 

주 수 역에 삽입할 수 있다. 주 수 역에서의 워터마

킹 기법은 공간 역에서의 워터마킹 보다 일반 인 상

처리나 비선형 필터링, 회 , 잘라내기, 이동, 축소, 압축과 

같은 공격에서 공간 역에서의 방법보다 검출율이 뛰어나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많

은 연산량이 요구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

간 워터마킹에는 합하지 않다.

   공개된 디지털 데이터의 불법 유출은 작권만을 표시

하는 경우 불법 배포 는 무단 복제의 출처를 찾는데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열람한 사용자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에 워터마킹하여 불법 배포  무단 복제되

었을 경우 출처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워터마킹을 해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는 주 수 역 신 공간 역에 별도의 변환 연

산이 필요 없는 RGB 색상을 변형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축소에도 검출되도록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여 WEB에서 

실시간 워터마킹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제안 알고리즘의 워터마크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2차원 바코드는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정사각형의 블록이며 회 시 검출을 해 

왼쪽 상단의 블록은 다른 블록과 다르게 표시하 다. 이 

바코드의 디자인은 최소 블록의 크기를 4x4(px)로 하여 

모두 동일한 블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필요 정보량에 따라 

그 크기는 가변 으로 표시 할 수 있다.

(그림 1) 2차원 바코드 형태

   다만 무 많은 정보량은 그만큼 손실의 험이 있고, 

검출율에 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정보를 넣는 것이 좋

다. 기본 으로 IP주소와 날짜 정보만 넣는 경우 7x7의 

사이즈 블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3. 워터마크 배치

   일반 인 2차원 바코드의 나열은 블록의 크기에 따라

서 다르지만 확  보다는 축소의 경우 검출율이 낮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과 같이 1, 1, 1, 0의 정보를 가진 2차원 

-  518  -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바코드를 하나의 바코드라고 할 때 가장 작은 바코드를 

다시 더 큰 바코드의 하나의 블록으로 하고 다시 그 바코

드를 더 큰 바코드의 블록으로 함으로써 축소 는 변형

에 한 검출을 높 다.

(그림 2) 2차원 바코드의 배치

   변형된 색상값은 R, G, B를 각각 n만큼 감소함으로써 

n의 값이 클 경우 으로 바코드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반 로 무 을 경우 변형에 약하게 된다. 그림 2의 검

은 은 n값을 그리고 회색 은 n/2 값을 더해주고 R, 

G, B의 값  하나라도 n을 더했을 경우 255가 넘게 되는 

경우는 255로 처리하 다. 한 노이즈에 한 검출을 높

이기 해 가장 앞의 1비트를 반  여부를 나타내도록 하

여 1/2이하의 블록이 마킹되는 경우 반 하여 항상 마킹 

되는 비트의 수가 1/2이 넘도록 하여 검출 확률을 높 다.

(그림 3) 원본 상

 

(그림 4) 워터마크 상

4. WEB에서의 구

   본 논문에서는 PHP를 이용하여 WEB에서 구 하 다. 

기본 인 알고리즘은 

 (1) IP와 날자 정보를 2차원 정보로 생성 한다. 

 (2) GD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 형식에 맞

게  imagecreatefromjpeg 함수 등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읽는다.

 (3) imagecolorallocate함수를 이용하여 바코드가 들어갈 

치에 색상정보를 읽는다.

 (4) imagesetpixel함수를 이용하여 RGB의 값을 읽어온 

후 각각의 값에 증가할 값을 더해주고 더한 값이 255이상

일 경우 255로 처리한다.

 (5) imagejpeg를 통해 출력되도록 한다.

  GD 라이 러리는 PHP를 기본 으로 설치했을 때 별도

의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웹 호스  서버에서

도 사용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웹 상에서 공개된 디지털 데이터에 

해 무분별한 불법 복제  배포가 일어나는 것에 한 

응의 일환으로 실시간 워터마킹에 하여 소개하 다. 본 

알고리즘은 주 수 역에 한 워터마킹에 비해서는 상

으로 검출율이 낮기 때문에 작권 정보는 주 수 도

메인에 미리 삽입하여 넣고 사용자에 한 정보는 공간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RGB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색상의 변환 없이 지원하는 함수 등을 통해 얻은 값을 그

로 사용하여 쓸 수 있지만 RGB의 특성상 JPEG의 압축

에 해서는 손실이 일어난다. 블록의 면 을 조정함으로

써 검출율을 높일 수 있지만 YCbCr로 변형하여 값을 조

정후 다시 RGB로 변환하여 기록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

   원 이미지와 워터마크 이미지를 상 로 n을 6으로 했

을 때 PSNR을 구했을 경우 체로 35dB좌우 다. 이미지 

사이즈는 1000x1000이하의 경우 일반 이미지보다 조  느

리게 나타나긴 하지만 사용에 불편함 없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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