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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 시스템의 활용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바이오정보 영상(얼
굴,지문,홍채 등)이 가지는 신뢰도를 입증하려는 연구 주제가 중요해지
고 있다.바이오정보 영상은 대신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다.이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바이오인식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오정보 영상의 보안 문제
가 매우 심각하다.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정보 영상의 인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바이오정보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제
안한다.바이오정보 영상의 인증은 가역워터마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동
시에 악의적인 조작을 찾을 수 있다.실질적으로 소개된 모든 워터마킹
체계를 통하면 원형의 바이오정보 영상에 적은 양의 비가역적인 변형이
삽입된다.그러나 이 방법은 가역적이다.따라서 데이터가 인증된 후 원
형의 바이오정보 영상이 필요하다면 인증을 위한 변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이 기술에서 영상의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쉬 함수와 같은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다.또한 바이오정보 영상이 조작되었다면 의도적인
조작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의 바이오정보 인
증은 바이오인식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의도적인 혹은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또한 바이오인식에서 하나의 큰
문제점인 바이오정보의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워터마킹
기법을 사용하여 바이오정보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였다.바이오정보는
개인의 얼굴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
오정보가 유출되었는 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출의 경로를 파악하거나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본 논문에서
는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에도 강인하며 충분한 저작권 정보를 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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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핵심이 되는 말 :바이오인식,바이오정보 보호,바이오정보 보안,
워터마킹,영상 인증,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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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서서서론론론
21세기 정보의 시대는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분석 및 가공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타인에 의해 쉽게 도용되거나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이로 인해 개인의 정보만이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보와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도 동시에 손실되
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따라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스워드 또
는 PIN(PersonalIdentificationNumber)만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으
로는 개인,산업,그리고 국가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
보인 신체적 또는 행동학적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바이
오 메트릭(biometric)즉,바이오 인식기술이 대두되고 있다.바이오정보는
개인의 고유 정보인 지문,홍채,음성,얼굴 모양,손의 형태,서명,손등
의 정맥분포 등 아주 다양하다.이것은 신체의 일부이거나,개개인의 행
동 특성을 반영하여 잊어버리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도난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보안을 위한 새로운 분야로 활성화되고 있다.[1]
이러한 바이오인식 기술이 활성화된 가장 큰 원인은 보안성과 편리성

이라고 볼 수 있다.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존의 열쇠나 출입카드는 도용,
분실,복제 등의 여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이 낮고,반드시 휴대해야
만 한다.비밀번호와 같은 경우는 외워야 한다는 점과 잊어버릴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이에 반하여 바이오인식 기술의 경우 인간이 가지
는 바이오정보를 이용하므로 시스템의 신뢰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되는 탁월한 보안성과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나 비밀번호 등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
다.
그러나 바이오정보 역시 개인의 주요정보이면서 프라이버시(privacy)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 혹은 인식을 위하여 저장된 바이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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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에게 도용이 된다면 패스워드나 PIN과 달리 변경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특히 얼굴과 같은 정보는 유출되었을 때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워터마킹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이는 바이오
정보에 부가정보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바이오 정보에 대한 인증 및 위‧
변조를 검출할 수 있다.또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
정보가 불법적인 유출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문
제의 책임여부를 가리는 일과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워터마킹 기술은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더

불어 음악,정지영상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고품질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들의 보안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다.디지털화된 콘
텐츠들은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와는
다르게 대량으로 복사시에도 콘텐츠의 풀질 열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복사본을 만들 수 있고 다시 그것을 제 3자가 쉽게
배포가 가능하다.또한 비전문가들 역시 고급 장비 등의 도움없이 조작이
나 편집이 가능하다.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을 통하여 영
리를 추구하는 제작자나 배포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들이 불법적
으로 사용되거나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워터마킹 기술이 많이 사용
된다.
이러한 워터마킹 기술을 바이오정보에 적용할 경우 바이오정보의 사용

시에 문제될 수 있는 불법적인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바
이오정보 조작에 따른 오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즉,바이오정보가
타인에게 도용되었을 경우 워터마킹 기법에 의해 인증 및 위‧변조 여부
를 판단하여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인증을 요구한 바이오정보에 대하여
이를 수용 및 거부할 수 있다.또한 바이오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에 따른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그 유출의 경로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정보 보안의 한 해결방안으로 워터마킹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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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연구하였으며,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정보의 무결성을 판단하는
인증 기술과 바이오정보에 저작권 정보나 사용자정보를 삽입하여 다양한
영상처리적 공격에 강인한 워터마킹 기술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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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바바바이이이오오오정정정보보보 보보보호호호와와와 디디디지지지털털털 워워워터터터마마마킹킹킹

222...111...바바바이이이오오오인인인식식식에에에서서서의의의 정정정보보보보보보호호호
그림 2-1은 이러한 전형적인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가능한 공격 포인트

를 나타낸 것이다.[2]이와 같이 여러 공격 포인트가 존재하며 또한 이러
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예를 들어,공격 포
인트 1의 경우 인증을 요구한 생체정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허위가
아니고 실제 사용자 자신의 저장된 생체정보 인지를 판단하는 liveness
검출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또한 공격 포인트 2,3,4,그리고 5의 경
우 센서,특징 추출,그리고 정합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견고하
게 설계함으로써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공격 포인트 6과 7의 경우 워터마
킹 기법을 이용한 인증 및 위‧변조 검출을 통하여 방어할 수 있다.마지
막으로 공격 포인트 8의 경우 암호화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이러한
공격 포인트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그 중 일반
적인 예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본 논문에서는 여러 대처방
안 중 워터마킹을 이용한 생체정보의 인증 및 위‧변조 검출 기법에 대하
여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센서 특징 추출 정합

중앙 DB

1

6

7

2 3 4 5 8

그림 2-1. 생체인식 시스템에서 가능한 공격 포인트



---555---

표 2-1생체인식 시스템의 공격 포인트 내용 및 대처방안

공격 

포인트
공격 내용 대처방안

1
 센서에 가짜 지문이나 복사한 서명, 얼굴 마

스크를 이용하는 경우

Liveness 

검출

2
 미리 저장해 둔 생체 신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통합시스템 

설계

(센서 + 

특징추출 + 

정합과정)

3
 침입자가 원하는 특징을 생성하도록 특징 추

출단을 변경하는 경우

4

 생체인식 시스템의 인식 알고리듬을 알고 있

을 때 이를 침입자가 원하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5
 미리 선택된 정합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공격하는 경우

6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템플릿을 변경하는 

경우
워터마크 

사용
7

 채널에서 전송 중인 템플릿을 수정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정합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8  최종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암호화

222...222...디디디지지지털털털 워워워터터터마마마킹킹킹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문서,정지영상,음성 데이터 및 동영상과 같

은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 및 기타 여러 정보들을 콘텐츠내에 시청각적
으로 인지되어지지 않게 직접 삽입하여 그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및 여러 응용을 위해 개발되어진 기술이다.좀더 정확하게 워터마킹이라
는 용어를 정의하자면 “워터마킹이란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저작권 또는
기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원본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게
변경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분명히 디지털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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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킹이라는 기술이 나타나기 전에 과거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디지털 콘텐츠를 특정한 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허가
받은 사용자만이 인증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이는 불법적인 사용을 비밀키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
다.그러나 이런 암호화 방법에는 문제점이 있다.일단 비밀키를 사용하
여 한번 복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즉 정당한 키를 가지고 복호화한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
적으로 복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들을 허가 받지 않은 제 3의 사용자에게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의 보완책으로서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과 배포
가 자유로우나 불법적인 사용이 있을 경우 적발하여 그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워터마킹 기술의 보이지 않게 디지
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는 특성이 사용자들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다.암호화 기술과
병행해서 사용했을 경우 암호화 기술은 합법적인 사용자까지의 안전한
채널을 제공하고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사용을 시
작한 시점에서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
지털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콘텐츠에 대한 좀더 신뢰성 있는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종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종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

술은 1282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타났다.종이에 가느다란 와이어 패턴
을 더함으로써 특정 마크를 삽입하였는데 마크가 삽입된 영역은 좀더 투
명하게 보인다.처음의 워터마크의 목적과 의미는 분명하지 못했다.상표
처럼 종이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단순히 장식
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18세기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이에 대
한 워터마크는 좀더 실용적인 면을 보여주었는데 분명히 상표로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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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제조년원일을 파악하고 원래의 종이의 크기를 지시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대략 이쯤에 지폐에 대한 위조 방지를 위해 워터마
크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대략 18세 말에 워터마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지지 않았나 짐작되어지고 있다.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의 의미와
가장 유사하게 워터마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54년에 Muzak사의
EmilHembrooke가 음악을 워터마킹하는 특허를 작성했는데 음성의 약
1kHz대역에 Notch필터를 적용함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삽입하
였다.이 방법은 모스 코드 체계를 사용하여 정보를 삽입한 방법이었는데
1984년까지 사용되어졌었다.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이 언제부터 논의 쟁점이 되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
이다.1979년에 Szepanski[3]는 위조를 검출하기 위해 문서에 기계가 검지
할 수 있는 패턴을 삽입하였던 기술이 등장하였고 9년후에 Holtetal.[4]
는 음성 신호에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러나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88년에 Komatsu와
Tominaga[5]였다.그렇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은 1990년대 초반
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논의 쟁점이 되었다 할 수 있다.그리고 1995년 경
부터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이 학계나 엔지니어들에 의해 관심이
집중되어져 연구활동이 활발해졌고 1996년에 개최된 InformationHiding
Workshop에서 주요 주제로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런 90년대 후반들어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월
드 와이드 웹(www)라는 통신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이런 네크워크 망을 통해 유통되어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어떤 식별을 위한 데이터를 삽입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느끼게 된것이라 할 수 있겠다.90년대 말에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설립되어졌고 많은 디지털 워
터마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들이 생겨났다.그리고 학계와 그들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처음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말 그
래도 “기술”로서 개발이 되어졌다.지금은 암호화뿐만 아니라 통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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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학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4][6]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의 응용분야

는 다음과 같다.[7]
-저작권 보호(CopyrightProtection):IPR(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주는 데이터 안에 저작권 정보를 표현하는 워터마크를 삽입
하고 이 워터마크가 법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Transaction Tracking):불법적인 복사본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콘텐츠의 소유주는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다.사용자에게 배포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개개의 사용자 식별자
를 삽입함으로써 불법적인 배포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경로
를 통해서 불법적인 콘텐츠가 배포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제 방지(CopyProtection):복사제어를 위해 워터마크 정보를 이용해
서 바로 디지털 기록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이 경우 기록 장치에 있는
워터마크 검출기가 워터마크를 검출하면 검출된 워터마크의 정보를 이용
해 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방송 모니터링(BroadcastMonitoring):상업적인 광고 방송에 워터마크
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워터마크
를 이용해서 식별자 및 광고 방송 시간 등의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삽입
하고 또 워터마크가 삽입된 광고를 다시 무결성 인증을 함으로서 방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동화 할 수 있다.
-데이터 인증(DataAuthentication):데이터 인증을 위해 조그만 공격에
도 쉽게 깨지는(Fragile)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데이터가 중간에 누
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변경되어졌는가를 판단하고
또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변경된 위치까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 은닉(DataHiding):콘텐츠 내에 비밀을 보장받아야 되는 개인적
인 정보를 표현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미디어와 같이 전송하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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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과 검출기를 가진 사용자만이 해당 워터마크를 검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응용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발달과 네
트워크의 발전이 앞으로 훨씬 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한 응용 범위를 넓
혀 갈 것이다.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각 응용분야 별로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다음과 같
은 조건들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각 응용분야에 이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

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비인지성(PerceptualTransparency,Invisibility,Imperceptibility):대부
분의 디지털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반드시 대상 컨텐츠에 시작적으로 또
는 청각적으로 인지되어지지 않게 워터마크가 삽입되어져야 한다.즉,콘
텐츠를 사용하는 인간이 원래 데이터와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를 구
별할 수 없는 경우 비인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페이로드(Payload):워터마크를 삽입할 대상 콘텐츠에 얼마나 많은 정
보를 삽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즉,워터마크로서 삽입되어질 수 있
는 정보의 양을 말하는데 전적으로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응용에 따라 달
라진다.소유권 주장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경우
는 1비트의 워터마크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 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는 식별자(Identifier),제작년도 및 그 콘텐츠에 대한 권
한등의 데이터를 삽입해야 하므로 약 60~70비트정도의 정보 삽입이 필
요하다.동영상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경우 정보량 삽입이 약 초당 60~70
비트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강인성(Robustness):강인성이란 삽입되어진 워터마크에 대한 의도적이
든 비의도적이든간에 어떤 공격이 이루어진 후 얼마나 검출되어지는 가
에 대한 척도이다.인증이나 무결성을 위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같은 경우
는 높은 강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소유권 주장에서와 같은 응용에
서는 강인성에 대한 요구는 절대적이라 하겠다.일반적으로 무결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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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또는 위변조 추적등과 같은 응용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디지
털 워터마킹 응용이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강인성이 필요로 되어진다.
-보안성(Security):워터마킹 기법의 보안성에 대한 문제는 암호화 기법
의 보안성 문제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워터마킹 기법의 보
안성은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공개나 비공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리즘에서 삽입하고 검출하는데 사용되어진 비밀키의 선
택에 의해서 확보되어져야 한다.(Kerchhoff'sAssumption)
-계산 복잡도(ComputationalComplexity):상기 요구조건에 대한 동등
한 특성을 가진다면 일단 계산 복잡도가 낮은 알고리즘이 요구되어진다.
알고리즘의 H/W,S/W적인 구현 측면에서 구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
제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삽입 및 검출이 이루
어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요
구조건 외에도 응용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또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에 대한 요구조건들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비인지성,페이로드,강인성의 경
우는 서로 간에 Trade-off관계에 있으며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
다.예를 들면 강인한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래 데이터의 변경
하는 정도를 높여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원래 데이터에 대해 큰 값을
변경하게 된다면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는 눈에 띄일 정도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결국 비인지성이라는 다른 조건이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동일한 알고리즘에서 페이로드를 늘리기 위해 샘
플당 삽입되어지는 정보수를 늘릴 경우 그만큼 강인성이 떨어지게 된다.
역으로 강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삽입해야 하는
데 결국 페이로드가 줄어든다.페이로드와 비인지성간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응용에 따른 적절한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다.[8-10]
워터마크의 기본 개념은 워터마크 신호를 원데이터에 보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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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지워지지 않게 삽입하는 것이다.그림 2-2,그림 2-3는 일반적인 워
터마킹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림 2-2에서 워터마킹 시스템의
입력으로 워터마크와 원영상,그리고 공개키나 비밀키가 사용되어진다.
워터마킹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설계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사항들이 있
다.[7]

      (2)

-원영상 와 워터마크 신호 의 결합 방법에 대한 설계:워터마크 신
호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원영상 로 삽입되어져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 를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DigitalDigitalDigitalDigital    

WatermarkingWatermarkingWatermarkingWatermarking    

WatermarkWatermarkWatermarkWatermark    

DataDataDataData    

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    

WatermarkWatermarkWatermarkWatermarkedededed    

DataDataDataData    

그림 2-2일반적인 워터마킹 개념도

 

WatermarkWatermarkWatermarkWatermark    

RecoveryRecoveryRecoveryRecovery    

WatermarkWatermarkWatermarkWatermark and/or and/or and/or and/or    

Original ImageOriginal ImageOriginal ImageOriginal Image    

Test Test Test Test DataDataDataData    

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Secret/Public Key    

WatermarkWatermarkWatermarkWatermarkedededed    

OOOOrrrr    

CCCConfidence onfidence onfidence onfidence 

MeasureMeasureMeasureMeasure    

그림 2-3일반적인 워터마크 복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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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삽입 방법에 따른 워터마크 추출 방법에 관한 설계:

   or    (4)

이상에서 디지털 워터마킹의 개념과 종류,갖추어야 할 조건 그리고
설계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이러한 워터마크 중 바이오정보 보안
에 필요한 워터마크를 선별하고 그 워터마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은 3장과 4장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222...333...바바바이이이오오오인인인식식식에에에서서서의의의 디디디지지지털털털 워워워터터터마마마킹킹킹
바이오인식에서의 워터마킹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

다.대표적인 바이오인식에서의 워터마킹은 일종의 데이터 하이딩(Data
Hiding)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얼굴의 특징점 정보인 PCA 계수를 지문
영상에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여 삽입한 논문이 있다.이 논문에서는 또
한 지문의 특징점이 Minutiae를 역시 지문 영상에 숨긴 방법도 제시하였
다[11].
그보다 앞서 지문 인식에서 깨지기 쉬운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Verification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예도 있다[12]. 또한 Zernike
Moments를 이용하여 얼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인한 워터마크를
제안하여 다양한 필터링과 JPEG 압축,작은각도의 회전,스케일링,플립
핑,크롭핑 등의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도 있
고[13] 최근에는 웨이블렛 기본의 워터마킹 방법을 이용하여 지문의
Minutiae정보를 지문에 삽입하여 통신 채널에서의 전송에서 지문 정보
를 보호하는 알고리즘도 제안되었다[14].
그 외에도 지문 영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지문과 얼

굴에서 워터마크 키를 이용하여 워터마킹 된 영상에서의 추정한 키와 실
제 삽입한 키와의 비교를 통한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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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의 지문을 이용한 저작권 보호 방법,네트워크 환경에서 얼굴
영상의 인증을 위해서 워터마크를 이용하는 방법,Multimodal바이오인
식에서의 워터마킹 기술 등이 제안되었다.[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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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바바바이이이오오오정정정보보보 인인인증증증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디디디지지지털털털 워워워터터터마마마킹킹킹
일반적인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서 바이오정보를 중앙 DB(Database)에

저장하고,사용자가 인증을 요구할 경우 중앙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인
증 시스템으로 전송한 후,인증을 요구한 사용자의 바이오정보와 비교하
여 이를 인증하는 형식이다.따라서 전송할시에 사용되는 바이오정보나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정보 등을 임의적으로 변형,혹은 합성 등을 하게
되면 인증 시스템의 오인식을 일으킬 수 있다.이러한 바이오정보를 사용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바이오정보에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
하여 인증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부가정보 삽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정보의 인증 및 위‧변조 검출 단계는 그림 2와 같다.우선
침입자에 의한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단계이다[20].다음은 침입자에
의해서 바이오정보가 조작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이 조작되었는지 검출하
는 단계이다[21].마지막으로 워터마크의 특성상 부가정보를 삽입할 경우
원본 바이오정보의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의 변경
이 필수적이다.이러한 변경은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있어서 인식률 저하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만약 바이오정보가 인증이 되
었다면 삽입된 워터마크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원본 데이터로의 복원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였다.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다음 절에
상세히 설명한다.본 고에서 언급하는 바이오정보란 정합단계에서 사용되
는 특징 벡터가 아닌 얼굴,지문 및 홍채 영상 또는 음성 등의 로우(raw)
데이터를 의미한다.다음 그림 2-4는 그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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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생체정보

아니오 인증
알고리듬

원본 복원
알고리듬

조작 검출/정정
알고리듬

예

그림 2-4바이오정보 인증의 흐름도

333...111...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손실 영상압축을 통하여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인증 및 변형 위치 검출을 위한 데
이터를 삽입하는 것이다.다음 그림 3-1는 그 개념도이다.
3.1.1.워터마크 생성
Jessica의 논문에서는 압축된 공간을 블록기반으로 심볼화하여 생성된

심볼을 바탕으로 생성해냈다.[20]블록에서 심볼을 생성하기 위해 분별함
수를 정의하고 정의된 분별함수를 이용하였다.f(x)를 분별함수로 하고 블

그림 3-1인증을 위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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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포함된 픽셀들의 집합을 라 하면,분별함수는 다음

과 같다.

    
  



   (5)

가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가역함수를 G(x)라 정의하고,워터마크의 강
도를 “A”,픽셀의 값을 x라 정의하면,

   



      
    (6)

블록의 심볼을 결정짓는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블록을
정의하고, 정해질 블록을 R(Regular groups), S(Singular groups),
U(Unusablegroups),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정의된다.





 ∊         
 ∊         
 ∊         

(7)

이렇게 정의된 심볼을 바탕으로 R 또는 S블록에 “0”또는 “1”을 각
각 부여하여 비트스트림을 생성하여 비트스트림을 바탕으로 워터마킹을
한다.
Jessica의 방법은 U 그룹에 의해 패이로드가 많이 감소된다.또한 복잡

한 텍스쳐 영상에서는 패이로드의 감소와 맞물려서 워터마킹이 잘 안되
는 단점이 존재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알고리즘은 제안하였다.[22]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구성은 가역성(invertibility)를 부여,인증을 하기

위한 해쉬(Hash)함수 결과 생성,변형 위치 검출을 위한 패리티비트
(parity bit)의 생성,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압축,정보의 재구성,그리고
워터마크의 삽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리즘에 가역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역함수를 이용한다.가역함수

를 라고 정의하면 이 함수의 특성은    라는 특성을 가진
다.
우선 영상을 다음과 같은 2x2블록 단위로 나누어 각 블록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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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의된 분별함수 를 적용하여 그 블록의 분별함수값을 구한다.
블록의 픽셀을 그림 6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고 블록을 “L"이라 정의하면
  와 같다.이 때의 분별함수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여기에서 가역함수는 픽셀값의 상호교환 방식을 사용하였다.우선 가
역적인 변환은 결정지어질 심볼의 영향을 받는다. 심볼은 E(Even),
O(Odd)의 두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여기에서 우리는 픽셀값들이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주기 “T"를 결정한다.앞서 구한 분별함수값을 이
용하여 블록의 분별함수값이 주기 ”T"를 기준으로 0~T 사이에 위치하면
우리는 Odd형태로 정의하고,T~2T사이에 위치하면 Even형태로 정의
한다.가역적인 변환은 이 두가지 타입이 서로 변환되어 생성된다.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x(1) x(2)

x(3) x(4)

그림 3-2블록의 구성개념도

0 T 2T 3T 4T 5T

O(Odd) E(Even) O E

6T

EO

그림 3-3심볼의 비트 Assign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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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체적인 변환식은 다음 그림 3-4와 같다.
이렇게 심볼이 결정되면 Even심볼에 “0”을 Odd 심볼에 “1”을 부여

하고 모든 영상에서의 블록을 지그재그 스캔 방식을 이어 붙이면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얻을 수 있다.
해쉬함수는 입력된 데이터를 변환하여 128비트의 결과를 생성한다.

즉,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서는 128비트의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며,다
른 데이터끼리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1/ 과 같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원본 영상의 해쉬값을 생성하
면 우리는 128비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의 인증만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128비트의 공간
을 확보할 수 있는 압축률을 보여야 한다.

그림 3-4블록의 가역변환 공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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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티비트는 압축된 비트스트림 + 해쉬를 15비트 간격으로 나눈다.
그리고 15비트의 합과 패리티비트의 합의 LSB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그리고 원본영상 사이즈에 맞도록 남는 블록 공간을 패딩해준다.
이렇게 하여 생성된 워터마크는 원본영상의 사이즈를 MxN이라고 가

정할 때 


×




사이즈의 “0”과 “1”로 이루어진 심볼로 매핑된 행렬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블록을 심볼화 하게 되면 텍스쳐 영상의 경

우 “0”과 “1”의 심볼이 나타날 확률이 비슷하다.즉,“0”의 비중과 “1”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비트스트림을 이용한 무손실 압
축을 실행하시에 압축률이 좋지 못하게 된다.따라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분별함수를 통하여 짝수 혹은 홀수 심볼타입을 결정할 시에 앞선 방법

에서는 0~2T의 주기만을 살펴 보았을 때 전반부(0~T)에 위치할 경우 홀
수 타입으로 “1”을 부여하였으며 후반부(T~2T)에 위치할 경우 짝수 타입
으로 “0”을 부여하였다.실제 영상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 각각
의 주기 별로 전반부 혹은 후반부에 분별함수 값들이 위치하는 히스토그
램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주기는 전반부가 또 어떤 주기에는 후반부에
더 많은 블록들이 매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따라서 전반부에 “1”후
반부에 “0”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러
한 비규칙적인 분포도의 영향으로 “0”과 “1”의 출현빈도가 비슷하게 된
다.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압축률에 영향을 주게 되고,그것은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페이로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주기별로 전반부와 후반

부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더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쪽에 “0”을 부여
하고 그 반대쪽에 “1”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0”의 출현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두개의 심볼
이 사용될 때 하나의 심볼이 다른 심볼보다 출현빈도가 높다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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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압축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에 “0”과 “1”을 부여하는 룰을 지정하는 정보를 워

터마크에 삽입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컨버팅 룰이라고 하겠다.컨버팅 룰
의 생성은 기준을 하나 정하면 된다.즉,첫 번째 주기부터 확인하여 전
반부가 “0”으로 결정된다면 “0”이라는 비트를 생성하고 후반부가 “0”으로
결정된다면 “1”이라는 비트를 생성한다.모든 주기를 살펴보고 나서 컨버
팅 룰의 정보를 보면 주기의 전체갯수만큼의 비트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워터마크의 개념은 다음 그림 3-6과 같다.

그림 3-5심볼의 비트 Assign시의 컨버팅 룰
예제

그림 3-6워터마크 정보 생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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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워터마크 삽입
생성된 워터마크를 바이오정보 영상에 삽입하는 방법은 가역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가역함수를 사용하며 생성된 워터마크를 그대로 원본 바이
오정보 영상에 씌우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한 픽셀이  만큼 값이 변
하게 되며,인접하는 픽셀 역시 그만큼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만큼의 픽셀값이 변하게 된다.그리고 값이 변하거나 혹은 변하
지 않을 확률은 전체 영상으로 살펴볼 때 랜덤하기 때문에 약 50% 수준
으로 볼 수 있다.
워터마크의 삽입을 한 마디로 말하게 되면 심볼의 대치라고 볼 수 있

다.앞서서 블록을 “0”혹은 “1”로 심볼을 부여하는 방법을 정의하였는데
원본 영상의 어느 특정 위치에 있는 블록의 심볼은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과정에 의해서 그 값을 유지할 수 도 바뀔수도 있는 것이다.즉,원본 영
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가역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원본 정보를 비손실
압축 방식으로 유지하고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본 바이오정보 영
상의 해쉬값을 넣고 혹시 변형이 가해질 시에 변형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원본영상의 지역정보인 패리티 비트를 삽입하며,또한 패이로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컨버팅 룰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원본 영상의 블록
과 동일한 사이즈의 워터마킹 행렬을 생성하게 되면 기존의 블록 정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터마킹의 삽입은 원본 바이오정보 영상의 블록정보를 생성된

워터마킹 행렬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것이다.다음 그림 3-7은 그 예를 보
여준 것이다.그리고 그림 3-8은 앞선 워터마크의 생성과 삽입을 표현한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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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워터마크 삽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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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al biometric image

Di vide image into
no n-overlapping

block s to extract group
Hash function

C ompute feature
vecto r to obtain biased

bit-stream

Com press the biased
bit-stream losslessly

Replace o riginal bit-stream with
the con catenated bit-stream

W ate rmarked biometric
image

For the a uthentication and
invertibility  of biometric image For the detection of biometric

im age manipulations

Hash bit-stream

Local  information bit-stream

Divide image into
non-overlapping

manipulation blocks

Compute
Local Information

(Parity bits)

C oncatenate two
bit-streams

Pu t parity bit into
th e concatenated

bit-streams

그림 3-8워터마크 생성 및 삽입 단계의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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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워터마크 추출
워터마크의 추출은 워터마크의 생성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마찬

가지로 2x2블록으로 구분하며 우선 컨버팅 룰이 있는 정보를 분리한다.
그리고 컨버팅 룰을 분석하여 각 주기마다 “0”과 “1”의 위치가 전반부인
지 후반부인지를 결정한다.이어서 전체영역에 걸쳐 블록마다 “0”또는
“1”의 심볼을 결정지으면 워터마크의 추출이 끝난다.

3.1.4.워터마크 분석
워터마크의 추출이 끝나면 워터마크를 분석하는 일이 남아있다.우선

워터마크에 섞여있는 원본 데이터 압축된 정보,해쉬 정보,로컬 정보(패
리티 정보)를 분리한다.
정보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첫째로 영상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상의 무결성을 판단하는 것은 압축된 원본 데이터 정보와 해쉬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압축된 원본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원본 바이
오정보 영상을 복원한다.복원하는 과정은 압축된 정보를 다시 무손실 압
축기법을 이용하여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고 복원하게 되면 전체 영상의
블록 사이즈와 동일한 정보가 생긴다.이 정보를 이용하여 워터마크를 삽
입했던 방법을 사용하여 워터마크된 영상을 원본영상으로 복원한다.그리
고 복원된 영상의 해쉬 함수값과 워터마크 안에 담겨진 해쉬 함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일치하면 변형이 없는 것이며,값이 일치하지 않다면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영상이 인증되었다면 그것으로 워터마킹을 통한 인증 시스템의 동작이

끝나게 된다.그리고 나서 원영상으로 복원하여 그 영상으로 바이오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면 된다.그러나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나아가 변형된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로컬 정보,즉 패리티비트를 이용한다.워터마크 생성 단계에서

패리티비트를 생성했던 방법을 다시 가져와 보면,패리티비트는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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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스트림을 15비트단위로 끊고 그 15비트와 패리티비트를 더한 값의
LSB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바꾸어 말하면 15비트 단위로 끊어진
비트스트림과 패리티비트까지의 총 16비트 안에 “1”심볼의 개수를 짝수
로 만들도록 패리티비트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15비트의 비트스트림 안
에 “1”심볼이 짝수개 있다면 패리티 비트는 “0”이 되며,홀수개 있다면
“1”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8x8블록 사이즈로 영상이 변형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총 16비트의 정보의 변형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은 4x4블록과 같다.그러나 그 안에 2x2블록이 들어가 있으므로 총
8x8블록 사이즈의 변형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16비트의 심볼에서 “1”의 개수는 짝수로 정해져 있다.그러나 변형이

가해졌다면 이 법칙이 깨질것이다.따라서 그러한 짝수 법칙이 깨져 있는
부분은 변형이 가해진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패리티비트는 단순히 “1”이 짝수나 홀수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형에 다라 하나의 값만이 변했다면 그 변형을 찾을 수 있다.
즉,짝수에서 홀수로 바뀌기 때문이다.그러나 두개 이상의 블록에서 변
형이 이루어진다면 1“의 개수는 여전히 짝수이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는
변형 사실을 찾을 수 없다.따라서 1개의 패리티비트를 가지고는  확
률로 변형 유무를 찾아낼 수 있다.이같은 성능을 올리고 싶으면 패리티
비트의 개수를 늘리면 된다.즉,2비트의 패리티비트를 사용한다면 미검
출율이  로 줄어드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페이로드와 트레이드오프
(Trade-off)관계에 있다.즉,변형의 미검출율을 줄이면 페이로드가 그만
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적절한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플로우 차트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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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워터마크 추출 및 분석 단계의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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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다음 그림 3-11은 대표적인 바이오정보인 얼굴,지문,홍채영상을 바탕

으로 제안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이다.실제로 원본영상과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육안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실제로 영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PSNR(PeakSignaltoNoiseRatio)
를 이용하여 측정하여도 그 값이 약 40dB~50dB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
을 볼 수 있다.PSNR의 결과는 표 3-1을 참조한다.
인증이 된 경우는 원본 영상에서 워터마크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원본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이렇게 원본 영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내는 것
은 워터마크가 실제 인식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바이오인식에서 양
질의 데이터를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만약 영상이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패리티비트를 이용하여 영상에

서 변형이 가해진 영역을 찾게 된다.그림 3-12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에
서의 눈과 같은 중요한 특징을 다른 사람과 바꾼다거나 지문과 같은 경
우는 아예 영상을 통째로 바꾸는 행위,또는 눈에서 홍채 부분을 다른 사
람의 것으로 바꾸게 되면 바이오인식 시스템에서 오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바이오인식 시스템 보안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따라서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바이오정보 보안을 위한 인증 워터마
크를 사용하며 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인식 시스템을 종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인식을 막을 수 있다.또한 인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변형이
가해진 영역을 다음 그림 3-13과 같이 추척할 수 있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얼굴에서 눈이 변형된 영역을 찾고,지문 전체적으로 변형이 가해짐
을 알 수 있으며 홍채 영역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패리티
비트를 1비트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검출률(Falsealarm)이 약 이
되어 8X8블록 단위로 찾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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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얼굴 (b)지문 (c)홍채
그림 3-10원본 바이오 정보 영상

            

          

(a)얼굴 (b)지문 (c)홍채
그림 3-11워터마크가 삽입된 바이오 정보 영상

            

      

            

         (a)얼굴 (b)지문 (c)홍채
그림 3-12변형된 바이오 정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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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얼굴 (b)지문 (c)홍채
그림 3-13변형된 위치를 검출한 결과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얼굴,지문,홍채 각각 100장 영상을
사용하여 통계를 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얼굴은 Yale
University Database로 640x480 사이즈이며,지문은 Nist Database로
832x768사이즈,홍채는 BERC Database로 640x480사이즈를 사용하였다.
그 샘플은 다음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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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샘플
(좌상부터 YaleUniversityDatabase,NistDatabase,BERC Database)

표 3-1실험결과 테이블

얼굴 지문 홍채
Jessica Proposed Jessica Proposed Jessica Proposed

데이터길이 76800 76800 159744 159744 76800 76800

PSNR(dB) 44.0722 41.8536 41.6014 38.7396 43.8799 41.4873
패이로드
(bits)

6510.52 19204.78 9242.80 46473.26 5918.69 9996.52

패이로드비율
(%)

8.47 25.00 5.78 29.09 7.7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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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Jessica의 방법이 제안된 방법보다 PSNR
이 약 2~3dB정도 더 좋게 나왔다.그러나 PSNR의 분포가 약 40dB전후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PSNR이 약간 더 좋은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
지지 못한다.반면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인 패이로드의 경우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전체의 데이터 길이와 압축이 된 후 생성된 공간의
비율을 살펴 보면 Jessica방법의 경우 5~10% 내외의 분포를 가진다.반
면 제안된 방법의 경우는 적게는 13% 많게는 약 30% 정도의 패이로드를
보이고 있다.즉,약간의 PSNR 손실을 바탕으로 훨씬 높은 패이로드를
보이는 것이다.
워터마킹에서 패이로드는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따

라서 높은 패이로드를 가지는 알고리즘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삽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알고리즘이 더욱 정교해지며 더욱 다양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한다.

Jessica방식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기본적
으로 영상을 블록화하여 심볼을 부여하고 부여된 심볼을 바탕으로 무손
실 압축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삽입할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골격은 같
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심볼을 생성하는 과정과 생성된 심볼에서의 차
이가 생긴다.또한 심볼에 비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일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주기에서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Adaptive하게 비트를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압축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Jessica방법에서는 R,S,U 세가지의 심볼을 생성한다.여기에서 U 심

볼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능한 비트스트림의 길
이를 단축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것은 패이로드의 감소를 일으킨다.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의 경우는 홀수 /짝수 두가지 패턴의 심볼을 생성
하고 모두 의미있는 심볼로 사용되기 때문에 패이로드의 손실이 적게 된
다.
또한 심볼에 비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시카 방식에서는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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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인 대소 비교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랜덤적으로 비트
가 부여되므로 일정한 법칙을 찾기 어렵다.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분별
함수 값에 의해 주기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영역에서 더욱 많
은 압축률을 보이는 일정한 법칙을 보여준다.나아가 히스토그램을 이용
하여 Adaptive하게 비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더욱 높은 패이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

이같은 비교를 통하여 볼 때 바이오정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바이
오정보가 원본이냐 아니면 변형이 가해진 영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
이오인식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바이오
정보 보안이라는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워터마킹 테크
닉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도 제안된 알고리즘은 인증을 위한 워터마킹으
로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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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바바바이이이오오오정정정보보보 저저저작작작권권권 보보보호호호를를를 위위위한한한 디디디지지지털털털 워워워
터터터마마마킹킹킹

444...111...알알알고고고리리리즘즘즘
알고리즘은 인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부분과 삽

입하는 부분 그리고 검출하는 부분으로 나뉜다.워터마크의 생성은 가능
한 영상처리적 공격에 강인하도록 싱크 비트,에러 정정 코드,그리고 실
제 저작권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다.워터마크의 삽입은 원본 바이오정보
에 생성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다.그리고 검출은 가능한 영상처리
적 공격을 평가하여 그 공격에 따라 워터마크를 평가하여 저작권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4.1.1.워터마크 생성
생성될 워터마크는 크게 3가지 부분을 결합한 형태이다.각각의 정보

는 워터마크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싱크 비트와 외부의 공격
에 따라 손상된 워터마크 정보를 보정해 주는 에러 정정 코드,그리고 실
제적인 저작권 정보가 있다.
생성될 워터마크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4x64사이즈의 블록 형태이

다.이 블록은 총 4096비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256비트를
구성된 한 슬롯(Slot)단위로 정보를 생성한다.
4096비트의 워터마크는 총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중

4개의 슬롯(1024비트)은 싱크 비트로 할당한다.그리고 4개의 슬롯은 손
상된 워터마크 정보를 복구 시키는 에러 정정 코드로 생성되며,8개의 슬
롯은 1개의 슬롯 당 1바이트(Byte)의 정보 즉,총 8바이트,8캐릭터
(Character)로 저작권 정보로 생성된다.
이 중에서 싱크 비트와 저작권 정보는 M-시퀀스(Sequence)로 생성된



---333444---

다.M-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     ≦ ≦ , s:seed  ≤  ≤  (10)

즉,“-1”또는 “1”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시퀀스의 길이를 “L"
이라고 하고,"s"는 시퀀스를 생성하는 시드(Seed)가 된다.특정 시드로 생
성된 M-시퀀스는   

      

   의 값을 가진다.즉,시퀀스 전

체의 평균은 ”0“이 되며,시퀀스에서의 분산은 ”1“이 된다.또한




  ⊕


     



   
 ≠  (11)

즉,시퀀스의 오토코릴레이션(Auto-Correlation)은 시퀀스의 길이와 같
고,크로스코릴레이션(Cross-Correlation)은 “0”이 된다.즉 다음 그림 4-1
과 같은 코릴레이션 분포를 가진다.
싱크비트는 미리 약속된 시드를 가지고 L=1024즉,길이가 1024인 시

퀀스를 생성하여 사용한다.그리고 저작권 정보는 L=256인 시쿼스를 생
성한다.L=256이면 총 시드에 따라 256가지의 서로 다른 시퀀스를 생성할

그림 4-1M-시쿼스의 오토코릴레이션 결과



---333555---

수 있다.이것은 ASCII코드가 총 256가지가 있는데에서 착안한 사항이
다.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캐릭터는 ASCII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256가
지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가능한 외부의 공격이 심하다면

저작권 정보를 캐릭터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워터마크의 생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저작권 정
보를 담을 수 있는가와 얼마나 강인한 워터마크를 생성하느냐의 트레이
드오프 관계에 있는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4.1.2.워터마크 삽입
생성된 워터마크는 64x64사이즈를 가진다.이러한 워터마크를 영상에

하나만 삽입하게 된다면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즉,워터마크가 삽
입된 영역이 크롭핑과 같은 공격에 의하여 잘려나가 버리면 우리는 워터
마크 정보를 손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을 대비
하며 또한 워터마킹을 좀 더 강인하게 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패턴으로
삽입한다.그 개념도는 다음 그림 4-2,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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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삽입하는 것이며,또 다른 방법은 우리
가 관심이 있는 영역이나 복잡도가 존재하는 영역에 삽입하는 것이다.처

그림 4-2워터마킹을 반복적으로 삽입하는 개념도1

그림 4-3워터마킹을 반복적으로 삽입하는 개념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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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방법은 생성이 간편하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으며,두 번째 방법은 비가시성이 증가하며,의미 있는 영역에 해당하
므로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덜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본
실험에서는 첫 번째의 일반적인 반복 패턴을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삽입하는 방법은 워터마크가 “1”또는 “-1”으로 이루어진 마스크 형태

이므로 원본 바이오영상에 그대로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1.3.외부의 공격에 대한 평가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이 외부의 공격(크로핑,로테이션,스케일링,트

랜지션 등)을 받게 되면 정보가 변형된다.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은 이러한 외부의 공격에서도 저작권 정보를 잃지 않고 저작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따라서 가능한 외부의 공격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바꾸어 말하면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 또한 공격이
있었다면 어떤 공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그림 4-4공격이 없을 경우의 싱크비트와의 코릴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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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핑 공격은 워터마크에 삽입되어 있는 싱크비트를 사용한다.워터
마크가 영상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비트의 존재를 파
악하게 되면 영상에서 워터마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
다.즉,영상에서 크로핑이 된다면 크로핑이 된 영역은 워터마크의 정보
가 깨지기 때문에 싱크비트의 정보 역시 깨지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우
리는 워터마크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곳의 정보를 이용
하면 된다.그 예는 다음 그림 4-5와 같다.
위의 그림들은 256X256에 64X64의 워터마크를 삽입한 예이다.그림

4-4는 워터마크에 크로핑 공격이 없을 때의 싱크비트와 코릴레이션을 보
여준다.이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모두 온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1)픽
셀에서 피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은 크로핑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하고 그림 4-5의 경우는 (54,51)에서 피크가 뜬다.이 경우는 크로핑 공격
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우리는 이 픽셀을 기준으로 워터마크

그림 4-5크로핑 공격이 있을 경우 싱크비트와의 코릴레이션 결과



---333999---

를 추출하면 되는 것이다.
트랜지션 공격은 위의 크로핑 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찾는다.크로핑과

트랜지션은 같은 의미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크로핑은 영상의 잘라내
서 사용함으로써 잘려나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는 것으로 워터마
크의 싱크비트를 통하여 워터마크 정보가 온전히 남아있는 곳만을 이용
한다.트랜지션은 영상 정보의 손실은 없으나 시작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워터마크의 위치 역시 변화하게 된다.이 변화된 위치를 크로핑 때와 마
찬가지로 싱크비트와의 코릴레이션을 구하여 피크 포인트를 찾아 해결한
다.
크로핑과 트랜지션은 영상의 공간영역(Spatialdomain)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로테이션과 스케일링과 같은 경우는 공간영역에서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위의 공격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평가한다.
워터마크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전체 영상 반복적

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반복적으로 값
들이 존재한다.특히 위의 경우는 256x256사이즈의 영상에 64x64의 워터
마크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4픽셀 간격으로 값들이 존재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스케일링을 판단한다.즉,영상사이즈가 2배로 늘
어나게 되면 픽셀간격이 2로 줄어들게 되고 사이즈가 절반이 되면 픽셀
간격이 8로 늘어나게 된다.다음 그림 24는 예시의 경우에서 워터마크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한 결과로 피크포인트를 255로 설정하여 보기 좋
게 만든 결과이다.

로테이션의 경우는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영상이 회전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주파수 응답도 회전되어서 나오는 성질
이 있다.다음 그림 4-7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워터마크를 반시계 방향으
로 30도 회전 시킨후 주파수 응답을 본 그림이다.피크포인트가 잘 보이
도록 threshold를 통하여 값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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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살펴 보면 피크포인트들이 30도 정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주파수 응답의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의
회전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격들을 섞여있을 경우 그 평가는 일정한 순서에 맞춰서

진행된다.우선 로테이션 평가를 통하여 로테이션의 여부와 로테이션 각

그림 4-6워터마크의 주파수응답

그림 4-7로테이션 후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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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추정한다.그 후 평가된 회전각에 의하여 영상을 보정한 후 스케일
링에 대한 보정을 하고,트랜지션이나 크로핑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워터마
크의 위치를 파악한다.

4.1.4.워터마크 추출
워터마크의 파워는 “1”이다.따라서 영상의 정보와 비교를 해보면 일

종의 노이즈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기본적인 방법
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즉,워터마크를 추출하려는 영상
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후 이를 원래의 영상과의 차를 구한다.그렇게 하
면 노이즈 성분만이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이즈는 고주파성분이다.따라서 대부분 하이패스필터

(HighPassFilter)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뽑아낸다.여기에서 문제가 생기
는데 워터마크를 삽입할 영상에서의 고주파정보와 워터마크 정보가 섞이
게 된다.즉,단순한 하이패스필터만 가지고는 워터마크와 영상의 고주파
정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워터마크 추출에서의 목적은 영상에 비해 매주 작은 파워를 가지는 워

터마크를 영상과 분리해 해는 것이다.그러나 앞선 단락에서와 같이 영상
의 고주파 성분과 워터마크가 섞이게 되면 여전히 영상의 파워가 워터마
크의 파워를 압도하기 때문에 워터마크만을 온전히 추출하기 어렵다.
영상에서 고주파 성분은 주로 윤곽선과 같은 영역과 복잡한 영역에서

나타난다.이것은 그 영역내 픽셀들의 분산이 큰 영역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의 고주파정보에 의한 워터마크 추출의 어려움을 다
소 해결하기 위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분산값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준다.다음 그림과 같이 5x5마스크 내부의 픽셀들의 분산을 구
하여 그것을 한가운데의 위치한 픽셀의 복잡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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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자체를 가중치로 두면 값이 너무 커서 워터마크의 비가시성에 문
제가 생긴다.따라서 분산의 세제곱근 값 정도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기존
의 워터마크에 스케일링하여 사용한다.이렇게 하면 복잡도가 심한 윤곽
선 부근 등에서는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할 시에 영상의 고주파 성분과 정
보가 섞여도 워터마크 추출이 용이해진다.
외부의 공격을 판단하고 공격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는 것과 워터마크

를 분석하여 저작권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은 모두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찾아졌다는 가정하에 진행된다.따라서 영상에서 정확하게 워터마크를 분
석하여 분리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4-8마스크 내부의 분산을 계산하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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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실실실험험험결결결과과과
다음 그림 4-9는 바이오정보 중 얼굴에 적용한 실험 결과이다.영상은

256x256사이즈이며 앞선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워터마크는 64x64사이
즈로 저작권 정보,싱크비트 정보로 생성되어 있다.
워터마크를 삽입하기에 앞서 영상에서 워터마크 스케일 팩터를 구해보

면 다음 그림 4-10과 같다.스케일팩터는 픽셀의 분산값을 이용하였으며
5x5마스크를 이용하여 분산값을 구하였다.스케일팩터는 분산값의 세제
곱근을 사용하였다.영상의 경계 부분과 텍스쳐 부분등 변화가 심한 부분
에서 스케일팩터가 강하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은 다음 그림 4-11과 같은 영상의

PSNR은 39.9441dB로 원본 영상의 화질 열화는 심하지 않다.물론 균등하
게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되면 PSNR이 더욱 올라가게 되며 영상의 화질
열화 역시 현저하게 낮아진다.그러나 앞선 알고리즘 설명에서 언급했듯
이 균등하게 삽입된 워터마크는 경계면과 같은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 추
출이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분산 등을 통한 스케일링을 하여 삽입한
다.

그림 4-9실험 얼굴 영상
그림 4-10분산을 이용한
워터마크 스케일 팩터



---444444---

크로핑에 대한 공격은 싱크비트의 코릴레이션 피크를 통하여 평가한
다.즉,크로핑 공격이 있을 때는 싱크비트가 생기는 구간에서만 워터마
크를 평가하여 저작권 정보를 추출하면 된다 즉,워터마크를 알고리즘 설
명에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삽입하였기 때문에 싱크비트와의 코릴레이션
은 싱크가 정확하게 맞는 곳에서만 피크값이 존재하게 된다.다음 그림
4-12와 같은 크로핑(12~232,43~248영역으로 크로핑한 예)이 있을 때의
싱크비트 코릴레이션은 다음과 같다.크로핑 공격이 가해졌을 시에는 주
파수 응답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그것은 다음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1워터마크가 삽입된 바이오 정보 영상

그림 4-12크로핑 공격과 그 주파수 응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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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스케일링 공격이 있을 시에는 주파수 응답에서 반복적인 피크
점의 간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일반적인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은 다
음과 같다.영상이 256x256이며 워터마크가 64x64사이즈이기 때문에 주
파수 영역에서는 4픽셀 간격으로 피크가 존재하게 된다.여기에서 영상
을 다음과 같이 축소 혹은 확대하였을 때의 주파수 응답은 축소하였을
시에는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피크의 간격이 커지게 된다.즉,그림

4-15에서와 같이 


로 축소한 경우는 주파수 응답에서 피크점이 8픽셀

간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반면 확대를 한 경우는 피크의 간격이 작아지게
된다.그림 4-16에서와 같이 2배로 확대된 경우 주파수 응답에서의 피크
값들이 다음 그림 4-16과 같이 2픽셀 간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4-13크로핑 공격에 대한 싱크 비트와의 코릴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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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실험에서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그림 4-151/2축소 스케일 공격과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그림 4-162배 확대 스케일 공격에 따른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444777---

영상의 회전 공격에 대한 평가는 영상의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그 주파
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다음 그림 4-17는 영상에서의 삽입된 워터
마크를 추출하여 주파수 응답을 살펴본 결과이다.피크는 4픽셀 간격으
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중심부분은 저주파 영역으로 영상이 필
터링되어 정보를 상실한 상태이다.영상의 회전에 대한 평가는 주파수 응
답은 공간 도메인에서의 회전을 그대로 따라가기 성질을 이용한다.다음
그림 4-18과 같이 영상이 회전(시계방향으로 10도)되면 그림 4-18에서와
같이 주파수 응답 역시 회전하여 나타나게 된다.회전 정도를 판단하여
영상을 다시 원상태로 회전시켜주어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추출된 워터마
크를 바탕으로 저작권 정보를 판단하면 된다.

그림 4-17워터마킹된 영상과 평가된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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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로테이션 된 영상 및 평가된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그림 4-19회전 정보를 통해 복구한 영상 및 평가된 워터마크의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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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저작권 정보를 실제로 삽입하고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영상에 8 캐릭터의 정보를 삽입하여 캐릭터의 시드
(Seed)정보를 추정하였으며,여기에서 시드는 알고리즘 설명에서와 같이
255개의 캐릭터 정보를 M-시퀀스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키가 되는 것이
다.추정하는 방법은 가해진 공격을 평가하여 워터마크를 정확하게 추출
하고 추출된 워터마크를 보정하여 가능한 캐릭터인 255가지의 테이블과
의 코릴레이션을 통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시드로 선택한다.
8개의 캐릭터를 다음과 같은 시드로 생성하였다.


          (12)

우선 공격이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정한 시드와 코릴레이션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20과 같다.




          (13)
모두 정확하게 시드를 추정하였으며 이것은 완벽한 저작권 정보의 추

출을 의미한다.또한 코릴레이션 결과 역시 정확하게 하나의 피크점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격이 가해지지 않은 영상에서는 완벽한 알고리즘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공격이 가해진 영상에서 시드를 추정한 코릴레
이션 결과는 다음 그림 4-21과 같다.그리고 추정된 시드는 다음과 같다.




         

8개의 캐릭터 중 6개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추정하였으며 2개는 바로
근처의 캐릭터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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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공격이 없을 시의 평가된 각 시드별 코릴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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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공격받은 영상에서 평가된 각 시드별 코릴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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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이 없을 경우는 완벽하게 저작권 정보를 추출해
내었으며,코릴레이션 결과 역시 완전히 하나의 피크점들이 존재하므로
잘못된 추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 공격이 가했졌을
경우는 완벽하게 저작권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8
개의 캐릭터 중 6개의 캐릭터를 추출한 경우는 예를 들어 “BERC4749"와
같은 저작권 정보를 ”CERC4849"와 같이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어느
정도 저작권 정보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정교한 추정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코릴레이션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피
크가 생기지 않고 몇 개의 비슷한 크기의 피크점들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잘못 추정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또한 근처의 다른 캐릭터로 추정하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된다.
이런 결과는 공격이 가해져 워터마크 정보가 손실되었기 때문이며 손실
된 워터마크를 온전히 복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이것은 몇 가지 방법
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하나는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복원하는 과정에
서의 해결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에서 코딩을
통하여 비트를 수정해주는 법,또는 워터마크의 파워를 올리기 위하여 머
징이나 스케일팩터를 다시 추정하여 곱하여 주는 방법 등이 있다.또 다
른 하나는 저작권 정보의 양을 줄이고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복원하기 위
한 정보를 더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이 경우는 모두 패이로드와 견고성
의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다.저작권 정보를 캐릭터 형식으로 하지
않고 비트 정보로 대신한다면 반복적으로 비트를 8개 생성하게 되면 그
만큼 에러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즉,8개의 캐릭터 대신 8개의 비트
에 해당하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다.이렇게 삽입하게 된다면 1
개의 비트 정보를 8비트의 정보를 통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4개이상의
비트에서 에러가 생기지 않으면 온전히 저작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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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인인인식식식률률률저저저하하하 실실실험험험
영상에 부가적으로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게 되면 일종의 노이즈가 첨

가되기 때문에 인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제안된 알고리즘이 인식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MPEG7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315명 총 1575장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300명 1500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인식률 실험을 하였다.사용된
인식 알고리즘은 PCA,LDA,ICA이다.Verification방법으로 EER을 측정
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테이블을 살펴보면 PCA,LDA,ICA는 기존의 원본영상과
저작권 정보가 삽입된 영상과의 EER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PCA의 경우는 인식률이 약간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작
권 보호 알고리즘에서 variance를 이용한 weight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
선 부근에서 강조가 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Feature가 두드라지는 결과가
생겨 인식률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LDA와 ICA의 경
우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4-1EER비교 테이블

EER(%) PCA LDA ICA
Original 14.18 17.98 15.50
Copyright
Insertion

14.21 17.98 15.49

Difference +0.03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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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PCA,LDA,ICA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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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정보 보안을 위한 한 해결책으로 바이오 정보 영

상에 워터마킹 테크닉을 적용하였다.바이오정보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개
인 고유의 생물학적 형태적 특성의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
다.바이오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인식을 통하여 개인을 인증하거나 인식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임의적인 변형이나 도용,불법적인 유출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따라서 바이오정보에서 영상의 무결성을 판단하
기 위하여 워터마킹 인증을 적용하였으며,바이오정보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을 적용하였다.
바이오정보의 인증은 바이오정보의 임의적인 변형이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바이오정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공인된 바이오정보가 아닌 도용된 바이오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워터마크 정보의 부재로 인증이 되지 않는다.또한 변형된 바이오정
보의 경우는 기존의 워터마크 정보 역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위의 바이오정보 인증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오정보
의 임의적 불법적인 변형이나 도용을 막을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증 알고리즘과는 달리 원본영상으로 완벽

히 복원이 가능하며,또한 조작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것은 워터마크의 삽입 역시 그 수준이 미미하나 원본 바이오정보를 어
느 정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인식에 있어서 인식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다.변형이 가해졌을 경우 인증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 변형이
가해진 영역을 탐지하는 것은 기존의 워터마킹 기술을 진보 시킨 것이며
변형이 가해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분리하여 불법적인 변형을 발
견하였을 시에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안된 알고리즘은 높은 수준의 패이로드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부가적인 정보를 삽입할 수 있으며 더욱 정교한 변형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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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바이오정보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바이오정보의 소유권과 보유 책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정보가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사용으로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다거나,바이오정보를
보유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바이오정보가 뜻
하지 않게 유출이나 유포되었을 경우 바이오정보가 가지는 디지털 콘텐
츠의 성격상 그 유출 경로나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와 같은 상황은 바이오정보가 가지는 특성상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 된다.실제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
에서 바이오인식이 정식 개인 인증 기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제안된
바이오정보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위의 문제점
을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 결과 어느 정도 다양한 영상처리적 공격에 강

인한 워터마킹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공격에 대한 강인성은 패이로드와
의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패이로드를 줄이게 되면 더욱 강인한 워터
마킹이 가능하다.물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격에 의해 손상된 워터마크 정보를 완벽하게 추출 및
복원하는 부분이다.현재 저작권 정보 추출과정에서 생기는 에러의 대부
분은 위와 같은 워터마크 추출과정에서의 에러에 의해 발생한다.따라서
앞으로 더욱 정교하게 워터마크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한 손상된 워터마크를 복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바이오인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바이오인식 시장 규모 역시 성장할

것이다.바이오정보 보안은 이런 바이오인식 시장이 발전하기 위하여 선
행되어야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다.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바이오인식 시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향후에는 바이오정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터마킹 알
고리즘을 더욱 개선하여 더 강인하고 패이로드가 높은 알고리즘을 제작
할 예정이다.



---555777---

참참참고고고 문문문헌헌헌
[1]N.K.Ratha,J.H.Connell,andR.M.Bolle,"AnAnalysisofMinutiae
Matching Strength,"Proc.Third Int'l.Conf.Audio-and Video-Based
BiometricPersonAuthentication,pp.223-228,June2001.
[2] Anil K. Jain, Umut Uludag, “Hiding Biometric Data”,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VOL.25,NO.11,NOVEMBER2003
[3]W.Szepanski"A SignalTheroretic Method for Creating
Forgery-ProofDocuments for Automatic Verification",in J.S.
Jackson, editor, 1979 Carnhan Conference on Crime
Countermeasures,pp.101-109,1979
[4]L.Holt,B.G.Maufe,and A.Wiener,"Encoded Marking ofa
RecordingSignal",U.K.PatentGB219617A,1988
[5] N. Komatsu and H. Tominaga, "Authentication System Using
ConcealedImagesinTelematics",MemoirsoftheSchoolofScienceand
Engineering,WasedaUniversity,52:45-60,1988
[6]I.J.Cox,M.L.Miller,J.A.Bloom."DigitalWatermarking",Morgan
Kaufmann,2002
[7]G.C.Langelaar,I.Setyawan,R.L.Lagendijk“WatermarkingDigital
Imageand Video Data -A state-of-the-artOverview"in IEEE Signal
PrecessingMagazine,pp.20-46,2000
[8] F. Hartung, M. Kutter, "Multimedia Watermark Techniques",
ProceedingoftheIEEE,vol.87,No.7,pp1079-1107,1999
[9]J.S.Coron,"WhatIs Cryptography?"IEEE Security & Privacy
Magazine,Vol.4,Jan.pp.70-73,2006.
[10]B.Schneider,"AppliedCryptography,"Wiley,1996.
[11]AnilK.Jain,UmutUludag,Rein-Lien Hsu,"Hiding aFacein a



---555888---

FingerprintImage",InternationalConferenceonPatternRecognition,vol.
3,pp.756-759,QuebecCity,Quebec,Canada,.August11-15,2002
[12]S.Pankanti,M.M.Yeung,“Verification Watermarkson Fingerprint
RecognitionandRetrieval”,Proc.SPIE,vol.3657,pp.66-78,1999.
[13]Tzouveli,P.,Ntalianis,K.,Kollias,S.,“Human facewatermarking
based on zernike moments”, Signal Process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05. Proceedings of the Fifth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Dec.18-21,2005Page(s):399-404
[14]Zebbiche,K.,Ghouti,L.,Khelifi,F.,Bouridane,A.,“Protecting
Fingerprint Data Using Watermarking”, Adaptive Hardware and
Systems,2006.AHS2006.FirstNASA/ESA Conferenceon 15-18June
2006Page(s):451-456
[15]B.Gunsel,U.Uludag,andA.M.Tekalp,“RobustWatermarkingof
FingerprintImages”,PatternRecognition,vol.35,no.12,pp.2739-2747,
Dec.2002.
[16] S.Jain,“Digital Watermarking Techniques:A Case Study in
FingerprintsandFaces”,Proc.IndianConf.ComputerVision,Graphics,
andImageProcessing,pp.139-144,Dec.2000.
[17]Shang-Lin Hsieh,Hsuan-Chieh Huang,Tsai,I.-J;,“A Copyright
Protection Scheme forGray-LevelImagesUsing Human Fingerprint”,
Information Technology:New Generations,2006.ITNG 2006.Third
InternationalConferenceon10-12April2006Page(s):482-489
[18]Hashimoto,M.,Nakamura,O.,“Personalidentification based on
both facial images and watermarking techniques in network
environment”,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2004.Canadian
ConferenceonVolume2, 2-5May2004Page(s):1029-1033Vol.2
[19]Vatsa,M.,Singh,R.,Mitra,P.,Noore,A.,“Digitalwatermarking
based secure multimodal biometric system”, Systems, Man and



---555999---

Cybernetics,2004 IEEE InternationalConferenceon Volume3, 10-13
Oct.2004Page(s):2983-2987vol.3
[20]J.Fridrich,M.Goljan,R.Du,"Losslessdata embedding forall
imageformats,"Proc.SPIEPhotonicsWest,Vol.4675,ElectronicImaging
2002,Security and Watermarking ofMultimedia Contents,San Jose,
California,572-583,January,2002.
[21]Y.Shengsheng,andZ.Jingli, "Content-basedwatermarkingscheme
forimageauthentication,"Proc.ofICARCV 2004vol.2,pp.1083-1087,
6-9Dec.2004.
[22] J. Fridrich, M. Goljan, and R. Du, "Invertible authentication
watermark forJPEG images,"Proc.IEEE Int.Conf.on Information
Technology,LasVegas,NV,USA,pp.223-227,April2001.



---666000---

AAAbbbssstttrrraaacccttt
WWWaaattteeerrrmmmaaarrrkkkiiinnngggttteeeccchhhnnniiiqqquuueee

fffooorrrbbbiiiooommmeeetttrrriiiccciiimmmaaagggeeesssssseeecccuuurrriiitttyyy

With the presentwidespread utilization ofbiometricidentification
systems, establishing the confidence of biometric images (face,
fingerprint,iris,etc.)themselveshasemergedasanimportantresearch
topic.Combinedwiththeexistenceofseveraltypesofpossibleattacks
tobiometricsystems,thefactthatbiometricimagesarenotreplaceable
and are notsecretmakes the security/integrity issues ofbiometric
imagesextremelycritical.Inthispaper,wepresentanew methodfor
authentication and copyrightprotection ofbiometric images .Our
method usesan invertible watermark thatcan also detectmalicious
manipulations simultaneously. While virtually all watermarking
schemes introduce a small amount of non-invertible distortion in
originalbiometricimages,ournew method isinvertiblein thesense
that,ifthedataisdeemed authentic,distortionduetoauthentication
can be removed if it becomes necessary to obtain the original
biometricimage.Thistechniqueprovidescryptographicstrength when
verifying image integrity because the probability of making an
undetectable modification to the image can be directly related to a
secure cryptographicelement,such asa hash function.Also,ifthe
biometric image is manipulated, the positions of intentional
manipulation can be clearly identified. This can be solution of
protecting illegaland intentionalmanipulation.Also anotherserious
problem is copyrightprotection ofbiometric images.That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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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d with watermarking. Biometric images have characteristic
personalinformations like face,when outflowing itlead to serious
privacy problem.Thusunderthisstatement,can chaseto outflowing
and find outwho is responsible.In this paper,introduce robust
copyrightprotectionwatermarkingalgorithm inspiteofvariousimage
enhancementattack.

☔

Keyword :biometric,biometricimagessecurity,watermarking,image
authentication,copyright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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