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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lossless data hiding 

technique based on an integer wavelet transform 

where distortion due to data embedding can be 

completely removed from the watermarked image 

after the watermark has been extracted. This 

scheme utilizes characteristics of wavelet coefficients 

and modifies coefficients in the selected subbands. 

Subbands are selected based on experimental tests 

in order to offer the best compromise between 

invisibility and capacity.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embed a 

large amount of data while keeping high visual 

quality of test images.

I. 서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디지털 표 은 원본 컨텐츠와 동

일한 여러 복사본을 쉽고 리 배포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원본과 동일한 형태의 수많은 

복사본이 불법 으로 생산될 수 있으므로 음반, 화, 

도서, 그리고 소 트웨어 출  산업에 심각한 이 

된다[1]. 이러한 작권(copyright) 보호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디지털 컨텐츠 자체에 작권 정보와 

일련 번호(serial number)를 숨기는 정보은닉 기술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컨텐츠 내에 정보를 삽입하는 정보은닉 기술은 암

호화 서명처럼 따로 장할 필요가 없고, 삽입된 정보

가 컨텐츠에 용되는 동일한 변환 과정을 겪는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정보은닉 시스템은 정보삽입 과

정에서 발생되는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

고 있다. 일반 으로 이러한 왜곡은 양자화, 비트 교환

(bit-replacement), 화소값 0과 255에서의 잘림

(truncation) 등으로 인해 정보 신호를 검출한 뒤에도 

완 히 제거될 수 없다. 

   비록 왜곡이 매우 작을지라도, 의료 상이나 략

상 요성을 갖는 군사 상에서는 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2]. 따라서, 삽입된 정보를 검출한 뒤에도 원본 

컨텐츠를 왜곡없이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술을 무손실 정보은닉

(lossless data hiding) 기술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JPEG 2000 압축 역에서의 무손실 

정보은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JPEG 2000 표 은 기

존의 JPEG 표 의 문제 을 해결하고 더욱 향상된 

상압축 방법을 제공하며, 기존의 정지 상 뿐만 아니

라,  디지털 사진, 의료 상 등의 다양한 응용을 만족

시킨다. JPEG 2000 표 에서 달라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DCT를 웨이 렛 변환으로 체했다

는 것이다. 웨이 렛 변환 계수의 통계  특성을 이용

하여 엔트로피 부호화 방식에서도 산술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3]. 

   제안한 알고리즘은 JPEG 2000 표 의 무손실 모드

에서 사용되는 정수 웨이 렛 변환 계수의 통계  특

성을 기반으로 화소값을 소량 수정하여 정보를 삽입한

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무손실 정보은닉 알고리즘

들에 비해 정보 삽입으로 인한 왜곡이 고, 웨이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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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삽입

할 수 있다.

II. 제안한 무손실 정보은닉 방법

2.1 워터마크 삽입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워터마크 삽입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은 워터마크 

생성, 웨이 렛 계수 선택, 히스토그램 이동, 그리고 워

터마크 삽입을 한 히스토그램 조작의 주요 함수 블

록들로 구성되며, 입력 신호는 원본 상, 이진 로고 

상, 비 키(secret key) 값이다.

의사잡음 발생기사용자 키

XOR 히스토그램 조작이진 로고영상

히스토그램 이동

웨이브렛 계수 선택

양자화
Tier-1
인코더

Tier-2
인코더

비트율 제어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

선처리
순반향

요소간 변환
순방향

요소내 변환

원본 영상

의사잡음 발생기사용자 키

XOR 히스토그램 조작이진 로고영상

히스토그램 이동

웨이브렛 계수 선택

양자화
Tier-1
인코더

Tier-2
인코더

비트율 제어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

선처리
순반향

요소간 변환
순방향

요소내 변환

원본 영상

그림 1. 워터마크 삽입 알고리즘   

   이진 워터마크 시 스 을 생성하기 해, 

사용자 키를 이용하여 만든 이진 랜덤 시 스 과 

이진 로고 상 을 비트단  XOR을 이용하여 

조합한다. 

    ⊕            (1)

여기서 ⊕는 비트단  XOR 연산이다.

   ×  크기의 그 이 스 일 상  에 해, 

정수 DWT를 통하여 3 벨 분해 과정을 거친 후 워터

마크 신호를 삽입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DWT를 

해 JPEG 2000 Part 1 무손실 압축모드의 정수 (5,3) 

필터뱅크[4]를 사용한다. 해상도     에서 서 밴

드  에 속해 있는 웨이 렛 계수

를     라 하면, 워터마크 시 스는 선택된 서 밴

드에 속해 있는 웨이 렛 계수  
  를 조작하여 

삽입한다. 

   워터마크 삽입 과정에서 조작될 웨이 렛 계수의 

선택은 비지각성과 정보 수용량 사이에서 한 타

을 제공해주는 서 밴드를 조사하여 결정된다. 그림 

2는 3 벨 분해 구조와 정수 (5,3) 필터뱅크를 이용하

여 분해된 Lena 상을 보여 다.

LH1 HH1

HL1

LH2 HH2

HL2
LH3 HH3

HL3LL3

LH1 HH1

HL1

LH2 HH2

HL2
LH3 HH3

HL3LL3

  

   (a) 3 벨 분해 구조       (b) 분해된 Lena 상

그림 2. 3 벨 상 분해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해, 다음과 같은 히스토그

램 이동을 통해 웨이 렛 계수값 -2와 2를 비운다. 

  
   




 
      

  ≥
 
      

  ≤  
 
   

  (2)

여기서  ≦ ≤  이고  ≦  ≤   이다.

   히스토그램 조작 과정에서, 워터마크 시 스 

은 히스토그램이 이동된 웨이 렛 계수 

  
  에 다음과 같이 삽입된다.

 
 






 
       

 
   

   

 
 

(3)

   제안한 방법의 정보 수용량은 선택된 웨이 렛 계

수들  그 값이 -1과 1인 계수들의 개수와 같다. 고

주  서 밴드에 속해 있는 웨이 렛 계수들은 부분 

0값 주 에 분포하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2.2 워터마크 검출  복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워터마크 검출  복

원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워터마크 검출  복원 알

고리즘은 웨이 렛 계수 선택, 워터마크를 검출하기 

한 웨이 렛 계수 검사, 그리고 원본 상을 복원하

기 한 히스토그램 이동의 주요 함수 블록들로 구성

되며, 입력 신호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과 비

키 값이다.

   수신된 웨이 렛 계수      는 역양자화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 워터마크 시 스는 다음과 같이 워터

마크 삽입 과정에서 선택된 서 밴드에 속해 있는 웨

이 렛 계수   
  를 검사하여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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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잡음 발생기사용자 키

웨이브렛 계수 검사

검출된 이진 로고영상

XOR

히스토그램 이동

웨이브렛 계수 선택

Tier-2
디코더

Tier-1
디코더

역양자화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

역 요소간
변환

역 요소내
변환

후처리

복원된
영상

의사잡음 발생기사용자 키

웨이브렛 계수 검사

검출된 이진 로고영상

XOR

히스토그램 이동

웨이브렛 계수 선택

Tier-2
디코더

Tier-1
디코더

역양자화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

역 요소간
변환

역 요소내
변환

후처리

복원된
영상

그림 3. 워터마크 검출  복원 알고리즘

   




   
     

   
     

        (4)

   이진 로고 상  을 복원하기 해 사용자 

키를 이용하여 만든 이진 랜덤 시 스   과 검출

된 이진 워터마크 시 스 을 비트단  XOR

을 이용하여 조합한다.

       ⊕           (5)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 이동을 통해 워터마크가 

삽입된 웨이 렛 계수들을 원본 계수들로 복원시킨다. 

  
   




  
       

  ≥
  
       

  ≤
  
   

    (6)

이러한 방법으로 왜곡없이 원본 계수들을 복원할 수 

있다. 즉,

  
     

                 (7)

III. 실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무손실 정보은닉 알고리즘의 성능

을 평가하기 해, ×  ×   그 이스 일의 

상에 용한 후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의 PSNR 값

과 정보 수용량을 측정하 다. 그림 4는 실험을 통해 

삽입된  ×   크기의 이진 로고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7,168 bits의 이진 비트 시 스와 동일한 

크기이다.

그림 4. 이진 로고 상(× )

   그림 5는 원본 Lena 상과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을 보여 다. 이진 로고 상은 모든 서 밴드에 속

해 있는 웨이 렛 계수에 삽입되었다. 그림에서 보듯

이, 워터마크 삽입으로 인한 어떠한 왜곡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6은 6개의 다른 실험 상에 한 결과

를 보여 다.

  

      (a) 원본 상      (b)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

그림 5. Lena 상에 한 결과

  

      (a) Airplane               (b) Baboon

  

        (c) Blood               (d) Peppers

  

       (e) Sailboat               (f) Tiffany

그림 6. 워터마크가 삽입된 실험 상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웨이 렛 계수를 4가지로 나

어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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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서 밴드

2. 모든 고주  서 밴드

3.        

4.    

   표 1과 표 2는 각각 웨이 렛 계수를 선택하는 4가

지 경우에 해 PSNR 값과 정보 수용량을 비교하여 

보여 다. 워터마크가 삽입된 모든 상의 PSNR 값은 

40 dB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에서 보듯이, 

에 띄는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험 상
웨이 렛 계수 선택

1 2 3 4

Airplane

Baboon

Blood

Lena

Peppers

Sailboat

Tiffany

42.49

42.34

42.87

42.68

42.57

42.52

42.42

45.57

44.96

45.89

45.42

45.31

45.13

45.57

47.01

46.20

47.65

46.79

46.68

46.47

46.15

49.50

48.34

51.12

49.05

48.88

48.68

49.22

표 1. PSNR(dB) 비교

실험 상
웨이 렛 계수 선택

1 2 3 4

Airplane

Baboon

Blood

Lena

Peppers

Sailboat

Tiffany

72,471

20,922

81,731

57,839

47,392

39,639

62,670

71,973

20,702

81,544

57,470

47,009

39,356

62,147

69,809

20,014

80,071

55,238

45,062

37,978

59,058

59,027

16,981

70,024

45,410

35,671

30,711

49,456

표 2. 정보 수용량(bits) 비교

   제안된 방법의 정보 수용량은 ×  ×   크기

의 그 이스 일 실험 상에 해 17 kbits에서 82 

kbts의 범 를 갖는다. 이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

의 무손실 정보 은닉 방법에 비해 왜곡없이 많은 정보

를 삽입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한 구조를 갖는 Baboon과 같은 상은 

Airplane과 같이 간단한 구조를 갖는 상보다 상당히 

작은 정보 수용량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복

잡한 구조를 갖는 상의 경우, 0 근방의 웨이 렛 계

수값들의 개수가 으므로 그만큼 정보 수용량이 어

들게 된다.

   워터마크 삽입 과정에서 조작될 계수를 선택하기 

해, 비가시성과 정보 수용량 사이의 충 을 고려

해야 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주  서 밴드

보다 주  서 밴드가 더 작은 정보 수용량을 갖는

다.  표 1에서 보듯이, 고주  서 밴드와 비교하여 

주  서 밴드에서의 계수값 조작은 상당히 큰 왜곡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해서 주

 서 밴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효율 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간소화하기 해 -1과 1의 

계수값만을 사용하 다. 계수값 -1이나 1 신 계수값 

0을 사용한다면 실험 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워터마크

를 삽입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수 웨이 렛 변환을 기반으로 하는 

무손실 정보은닉 방법을 제안했다. 변환 역에서의 

워터마킹 방법에서는 워터마크가 삽입될 역을 효과

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선택된 서

밴드에 속해 있는 웨이 렛 계수들에 워터마크를 삽

입하 다.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조작될 계수

를 선택하기 해 비지각성과 정보 수용량 사이의 

한 타 을 고려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높은 화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정보

를 삽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워터마크를 검출

한 후 원본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가역성은 군사 

상과 의료 상과 같은 민감한 사한을 다루는 상에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무손실 정보은닉 방법

은 이러한 응용들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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