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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와 불가분으로 설정하면서 정보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할 수 있고,

변경이 없는 한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가 복원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미지 입력 유닛(201)에 의해 입력된 디지털 정보에 인증 정보가 삽입되는 경우, 해쉬값 계산 

유닛(202)은 그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하고, 암호화 유닛(203)은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인증 정보

를 암호화하며,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은 암호화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디지털 정보에 삽입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이미지 정보, 인증 정보, 저작권 보호, 암호화, 해쉬 함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는 컴퓨터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서명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인증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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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도 2에 도시된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의 세부를 도시한 블록 다이어그램.

도 5는 패치워크(patchwork) 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

도 6은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경우의 신뢰도 거리 d의 외관 주파수 분포를 도시한 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적용되는 정보 처리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이미지 복원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코드 시퀀스 w의 예를 도시한 도.

도 12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이미지 복원 장치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14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한 프로세스 내용을 도시한 도.

도 15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 내용을 도시한 도.

도 16은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예를 도시한 도.

도 17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경우에 원래의 데이터가 복원될 수 없는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시퀀스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1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원래 데이터 복원 시퀀스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2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코드 시퀀스 w의 예를 도시한 도.

도 2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코드 보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화소 분포의 예를 도시한 도.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201 : 이미지 입력 유닛

202 : 해쉬값 계산 유닛

203 : 암호화 유닛

204 :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

205 : 이미지 출력 유닛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정보를 서명하고 인증하기 위한 정보 처리 방법 및 장치, 및 저장 매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발전했고,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

의 디지털 정보가 가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는 가령 경년 변화에 의한 열화가 없으며, 완전한 상태로 영

구히 보존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쉽게 편집 및 처리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편집 및 처리한다는 것은 사

용자에게 유익한 점이 많다.

그러나, 사고 처리에서 증거 사진을 이용하는 보험 회사나 건설 현장의 진척 사항을 기록하는 건설 회사에 있어서, 디

지털 데이터의 신뢰성은 아날로그 데이터보다 낮고, 디지털 데이터는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디지털 데이터의 임의의 변경 및/또는 위조를 검출하기 위한 비디오 입력 장치 및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임의의 변경 및/또는 위조를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잘 알려져 있

다. 디지털 서명을 이하에 간단하게 설명한다.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전송측은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에 대응하는 서명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측은 서명

데이터를 검증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체크한다. 데이터의 신뢰성은 해쉬 함수(Hash function)와 공개키 암호법

을 이용하여 생성된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이하와 같이 체크된다.

Ks를 비밀키, Kp를 공개키라고 하자. 그러면, 전송측은 평문 데이터 M을 해쉬 함수로 압축하여 주어진 길이(예를 들

면, 128비트)를 갖는 출력 h를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전송측은 비밀키 Ks, 즉 D(Ks, h

)=s를 이용하여 h를 변환함으로써, 디지털 서명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한다. 그런 후, 전송측은 

디지털 서명 데이터 s와 평문 데이터 M을 전송한다.

한편, 수신측은 공개키 Kp, 즉 E(Kp, s)=E(Kp, D(Ks, h))=h'를 이용하여 수신된 디지털 서명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 및 전송측과 동일한 해쉬 함수에 의해 수신된 평문 데이터 M을 압축함으로써 h'를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한다. h'와 h'가 매칭하면, 수신측은 수신된 데이터 M'가 신뢰할 만하다고 결정한다.

평문 데이터 M이 전송측과 수신측 사이에서 변경되었다면, E(Kp, s)=E(Kp, D(Ks, h))=h'는 전송측과 동일한 해쉬 함

수를 이용하여 수신된 평문 데이터 M'를 압축함으로써 얻어진 h'와 매칭하지 않으므로, 변경을 검출한다.

디지털 서명 데이터 s가 평문 데이터 M의 변경에 대응하여 변경된다면, 변경은 결코 검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에, 반드시 h로부터 평문 데이터 M이 계 산되어야 하지만, 해쉬 함수의 단방향성으로 인해 그러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개키 암호법 및 해쉬 함수를 이용하는 디지털 서명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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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쉬 함수를 이하에 설명한다. 해쉬 함수는 디지털 서명 등을 고속으로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해쉬 함수는 임의의 길

이를 갖는 평문 데이터 M을 처리하여 주어진 길이의 출력 h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의할 점은, 출력 h는 

평문 데이터 M의 해쉬값(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디지털 지문)이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해쉬 함수는 단방향성과 충

돌 저항성(collision resistance)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단방향성이란, h가 주어지면 h=H(M)을 만족하는 평문 데

이터를 계산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돌 저항성이란, 평문 M이 주어지면, H(M)=H

(M')를 만족하는 평문 데이터 M'(M≠M')를 계산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H(M)=H(M')이고 M≠M'를 

만족하는 평문 데이터 M 및 M'를 계산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쉬 함수로서는, MD-2, MD-4, MD-5, SHA-1, RIPEMD-128, RIPEMD-160 등이 알려져 있고, 이들 알고리즘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공개키 암호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공개키 암호법에서는, 암호화와 암호해제 키가 상이하고, 암호화 키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암호해제 키는 비밀로 유지된다. 공개키 암호법의 특징으로서, (a) 암호화 키 및 암호해제 키가 다르

고 암호화 키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암호화키는 비밀로 전달될 필요가 없어 키 전달이 용이하며, (b) 각 사용자

의 암호화 키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므로, 사용 자는 단지 암호해제 키만을 비밀로 저장하는 것이 요구되며, (c) 메

시지의 전송측이 위장한 사람이 아닌 것 및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인증하기 위해, 수신자에 의해 이용되는 인

증 방법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개 암호화 키 Kp를 이용하는 평문 데이터 M의 암호화는 E(Kp, M)으로 주어지고, 비밀 암호해제 키 Ks

를 이용하는 암호해제화는 D(Ks, M)으로 주어지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1) Kp가 주어지면, E(Kp, M)을 계산하기 용이하고, Ks가 주어지면, D(Ks, M)을 계산하기가 용이하다.

(2) Ks를 모른다면, Kp 및 E의 계산 절차와 C=E(Kp, M)를 알고 있을 지라도 M을 결정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

하다.

(3) E(Kp, M)은 모든 평문 데이터 M에 대해 정의될 수 있고, D(Ks, E(Kp, M))=M이다. 즉, Kp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E(Kp, M)을 계산할 수 있지만, 비밀키 Ks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D(Ks, E(Kp, M))을 계산함

으로써 M을 얻을 수 있다. 조건(1)뿐만 아니라 이하의 조건 (4)가 충족되는 경우, 인증 통신이 구현될 수 있다.

(4) D(Ks, M)가 모든 평문 데이터 M에 대해 정의될 수 있고, E(Kp, D(Ks, M))=M이다. 즉, 비밀키 Ks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D(Ks, M)을 계산할 수 있고, 제삼자가 거짓 비밀키 Ks'를 이용하여 D(Ks', M)을 계산하여 비밀키 Ks를 가

지고 있는 것과 같이 위장하는 경우, E(Kp, D(Ks', M))≠M이므로, 수신측은 수신된 정보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D(Ks, M)이 변경된 경우라도, E(Kp, D(Ks, M)')≠M이므로, 수신측은 수신된 정보가 부정한 것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 및 인증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예들로서, RSA 암호법, R 암호법, W 암호법 등이 알려져 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RSA 암호법의 암호화 및 암호해제는

암호화: 암호화 키(e, n) 암호화 변환 C=M e (mod n)

암호해제: 암호해제 키(d, n) 암호해제 변환 M=C d (mod n)

n=p·q(p와 q는 서로 상이한 소수임)이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RSA 암호법은 암호화 및 암호해제시 거듭제곱 및 나머지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하므로, DES 

등과 같은 공통키 암호법과 비교할 때 많은 수학적 연산량이 필요하므로, 고속 처리를 달성하기 어렵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변경 및/또는 위조의 검출은 디지털 데이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명이 필요하다.

보통,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 데이터의 헤더에 첨부되어 전송된다. 그러나, 첨부된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 데이터의 포

맷 변환에 의해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이 제거되면, 디지털 데이터는 인증될 수 없다.

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일본특허공보 제10-164549호에 기재되어 있다. 일본특허공보 제10-164549

호에는, 디지털 정보는 2가지 필드로 나눠지고, 디지털 서명은 분리된 제1 필드로부터 생성되며, 생성된 디지털 서명

은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분리된 제2 필드에 삽입되어, 서명된 디지털 정보를 생성한다. 반면에, 인증 장치는 서명된 

디지털 정보를 제1 및 제2 필드로 분리하고, 제1 필드로부터 제1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며, 제2 필드로부터 디지털 서

명으로서 삽입된 제2 디지털 서명을 추출한다. 제1 및 제2 디지털 서명이 매칭하면, 디지털 정보가 변경 및/또는 위조

가 없다고 인증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와 분리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특허공보 제10-164549호에 기재된 방법에서는, 원래 이미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로서 

서명 정보가 삽입되고, 디지털 워터마크는 제거될 수 없으므로, 원래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 일부 어플리케이션 및 사

용자들은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자체를 '변경'인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디지털 정보와 분리할 수 없는 인증 정보를 설정하

면서도 디지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디지털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원래의 디지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및 저장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라 인증 정보를 부가하는 정보 처리 장치는 이하의 구성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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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는 인증 정보가 삽입되어야 할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및 디지털 정보가 정확하게 복원가능하도록 하면서, 생성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

보에 삽입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수단을 포함한다.

한편, 정보를 인증하는 정보 처리 장치는 이하의 구성을 포함한다.

즉, 인증 정보가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되는 디지털 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는 제1 인증 정보로서, 

디지털 정보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인증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수단; 디지털 정보로부터 디지털 워터마

크로서 추출된 인증 정보를 제거하고,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함으로써 복원된 임시 원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제2 인증 정보

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및 제1 인증 정보와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장점들은 유사 참조 부호는 전체 도면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지시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증 정보를 정보에 삽입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서명 장치 및 그 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인증 장치를 설명

한다.

<서명 장치>
본 실시예의 서명 장치를 도 2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참조 부호 201은 이미지 입력 유닛을 나타내고, 참조 부호 202는 해쉬값 계산 유닛을, 참조 부호 2

03은 암호화 유닛을, 참조 부호 204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을, 참조 부호 205는 이미지 출력 유닛을 각각 나타낸다.

이미지 신호가 라스터-스캔(raster-scan) 순으로 이미지 입력 유닛(201)에 입력된다. 이미지 입력 유닛(201)의 입력

소스는 이미지 스캐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 원격지로부터 통신을 통해 이미지를 수신하는 통신 수단 등 중

에 하나일 수 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미지 신호는 모노크롬 다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미지 신호가 복수의 컬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컬러 이미지 등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 각 R, G, B 컬러 컴포넌트 또는 각 휘도 및 

색도 컴포넌트는 모노크롬 컴포넌트로서 처리될 수 있다.

입력 이미지 신호 I는 해쉬값 계산 유닛(202) 및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에 출력된다.

해쉬값 계산 유닛(202)은 입력 이미지 신호 I의 해쉬값 H를 계산하고 출력한다. 해쉬 함수는 해쉬값 H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본 발명은 특정 해쉬 함수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에 공개된 MD-2, MD-4, MD-5, SHA-1, PIPEMD-128,

RIPEMD-160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이용될 수 있다. 계산된 해쉬값 H는 암호화 유닛(203)에 출력된다.

암호화 유닛(203)은 비밀키 S를 이용하여 입력 해쉬값 H를 암호화하고, 암호 화된 해쉬값을 출력한다. 본 발명은 암

호화하는데 이용되는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개키 암호법으로서 RSA 암호법 등이 이용될 수 있

다. 암호화된 해쉬값 Es(H)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에 출력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은 암호화된 해쉬값 Es(H)를 가역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입력 이미지 신호 I에 삽입하고, 

이미지 신호(가역 디지털 워터마킹은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함)를 출력한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신호 w

I는 이미지 출력 유닛(205)에 출력된다. 출력 목적지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이미지 신호는 저장 매체, 통신 라인 등

에 출력될 수 있다.

<인증 장치>
본 실시예의 인증 장치를 도 3을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참조 부호 301은 이미지 입력 유닛을, 참조부호 302는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을, 참조 부호 30

3은 암호해제 유닛을, 참조 부호 304는 해쉬값 계산 유닛을, 참조 부호 305는 비교 유닛을 각각 나타낸다.

이미지 신호 wI'는 라스터-스캔 순으로 이미지 입력 유닛(301)에 입력된다. 입력 이미지 wI'는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에 출력된다. 유의할 점은 wI'는 도 2에 도시된 서명 장치의 출력 wI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력 이

미지 신호는 변경되거나 위조될 수 있으므로 wI'로서 표현된다는 점이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은 입력 이미지 신호 wI'로부터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크 E's(H)를 추출하고, 가역 디

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한다. 추출된 디지털 워터마크 E's(H) 및 디지털 워터마크가 제거된 이미지 데이터 I'가 출력된

다.

wI'가 wI와 동일하면, Es(H)는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추출된다(즉, Es(H)=E's(H)). 또한, 이 경우에, 가역 디지털 워터

마크는 완벽하게 제거되고, 이미지 데이터 I는 출력된다(즉, I=I'). 반면에, wI'가 wI와 다르면, Es(H)와 다른 데이터가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출력된다(즉, Es(H)≠E's(H)). 또한, 이 경우에, 가역 디지털 워터마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다(즉, I≠I').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입력 이미지에 삽입되어 있는지 검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아무런 디지털 서명이 디지털 신호로서 입력되지 않는 이미지 데이터가 wI'로서 입력되면,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은 '정보 없음'을 출력하고, 이후에는 인증 프로세스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이미

지 데이터가 인증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모니터를 이용하여 출력될 수 있다.

추출된 디지털 워터마크 E's(H)는 암호해제 유닛(303)에 출력되고, 디지털 워터마크가 제거되었던 이미지 데이터 I'

가 해쉬값 계산 유닛(304)에 출력된다.

암호해제 유닛(303)은 입력 데이터 E's(H)를 암호해제하여 출력한다. 암호해제시, 서명 장치에 이용되는 비밀키에 대

응하는 공개키 p가 이용된다. 암호해제된 데이터 H는 비교 유닛(305)에 출력된다.

해쉬값 계산 유닛(304)은 입력 이미지 데이터 I'의 해쉬값 H'를 계산하여 출력한다. 해쉬값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해

쉬 함수로서, 서명 장치에 이용되는 것과 동일한 해쉬 함수가 이용된다. 계산된 해쉬 함수 H'는 비교 유닛(305)에 출

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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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유닛(305)은 입력 해쉬값 H와 H'를 비교하여, wI'가 변경되거나 위조되었는지 검증한다. H 및 H'가 서로 동일하

다면, 즉 wI=wI'라면, 입력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반면에, H와 H'가 서로 상이하면, 

즉 wI≠wI'라면, 입력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위조되었다고 결정된다. 이 경우에, 이것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 장치

에 표시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
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의 세부는 이하에 설명한다.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기 이전의 이미지 데이터가 완전하게 복원되도록 정보를 삽입한다.

도 4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플로우를 도 4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

한다.

이미지 데이터 I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에 입력되고,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이 이미지 데이터 I에 삽입될 디

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위치를 결정한다. 이미지 데이터 I는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에 입력되고, 디지털 워터마크는

부가될 정보 Es(H)에 따라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에 의해 결정된 위치에 삽입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은 입력 이미지 데이터 I 및 부가 정보 Es(H)가 삽입될 이미지의 위치

를 나타내는 데이터(각 영역을 지정하는 좌표 및 크기)를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에 출력한다.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은 이미지 데이터 I뿐만 아니라 부가 정보 Es(H)(복수 비트의 정보)를 수신한다. 부가 정보 

Es(H)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 I의 결정된 삽입 위치에 삽입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한 부가 정보 Es(H)의 삽입을 이하에 설명한다.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은 부가 정보 Es(H)와 함께 삽입된 디

지털 워터마킹된 데이터 wI를 출력한다.

본 실시예에서,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로의 데이터 입력은,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화소당 8비트 그레이레벨 정밀도

(256 그레이 레벨)를 가지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데이터이다. 그러나, 입력 데이터는 컬러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컬러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컬러 이미지의 한 채널의 화소값 또는 컬러 이미지의 휘도값을 이용하

여 유사한 삽입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 있다.

오디오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이미지의 2차원 위치 정보는 시간의 1차원 정보로서 간주될 수 있고, 동일한 구현 방

식이 이용될 수 있다. 동화상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동화상 데이터는 시간축을 따라 배열된 복수의 이미지 데이터

로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2차원 이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주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컬러 이미지, 오디오, 및 동화상에 삽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및 분리(추출)의 기본 원리를 이하에 설명한다.

<패치워크(Patchwork) 방법>
본 실시예는 부가 정보 Inf(상기 실시예에서의 Es(H)와 대응함)를 삽입하는데 패치워크 방법이라 불리는 원리를 이용

한다. 패치워크 방법은 예를 들면 Walter Bender, Daniel Gruhl, Norishige Morimoto, amp; Anthony Lu, 'Data Hi

ding Technique that supports Digital Watermarking (Vol. 1)', Nikkei Electronics, February 24, 1997 등에 개시

되어 있다. 우선, 패치워크 방법의 원리를 설명한다.

패치워크 방법에 있어서, 부가 정보 Es(H)는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편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삽입될 수 있다.

패치워크 방법의 원리를 도 5를 이용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도 5에서, 2개의 부분 집합 A 및 B가 원래의 이미지로부

터 선택된다. 부분 집합 A가 부분 집합 a i (501)로 표시되는 복수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되고, 부분 집합 B는 부분 집

합 b i (502)로 표시되는 복수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 2개의 부분 집합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면, 부가 정보 Inf는 본 실시예의 패치워크 방법에 의해 삽입될 수 있

다.

각 부분 집합 A 및 B는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A={a 1 , a 2 , ..., a N }, B={b 1 , b 2 , ..., b N }).

부분 집합 A 및 B의 원소 a i 및 b i 는 화소값을 가지는 화소 또는 그러한 화소 집합을 나타낸다.

다음 인덱스 d는

d=1/N·∑(a i -b i )

로 정의되고, ∑는 i=1 내지 N에 대한 합이다.

이것은 2개의 집합들의 화소값 간의 차이의 기대값을 나타낸다.

부분집합 A 및 B가 일반적인 자연 이미지에서 선택되고, 인덱스 d가 정의되 는 경우, N이 충분히 큰 값이면,

d≒0

이다. 이러한 d는 이하에서 신뢰도 거리로 지칭된다.

반면, 부가 정보 Es(H)를 형성하는 각 비트의 삽입 연산으로서, 비트 '1'이 삽입되는 경우,

a' i =a i +c

b' i =b i -c의 조작을 행한다. 이것은 부분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화소값에 'c'를 더하고, 부분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화소값으로부터 'c'를 감산한다. 본 실시예에서, 값 'c'는 이하에 '삽입 깊이'로서 지칭된다.

상기 경우에서와 같이, 부분 집합 A 및 B가 부가 정보 Es(H)가 삽입된 이미지로부터 선택된 경우, 인덱스 d는

d=1/N·∑(a i -b i )

=1/N·∑{(a i +c)-(b i -c)}

=1/N·∑{(a i -b i )+2c}

≒2c

(∑는 i=1 내지 N에 대한 전체 합)이다. 즉, 인덱스 d는 주어진 거리만큼 0으로부터 분리된 값을 갖는다.

다른 비트 정보(비트 정보 '0')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a' i =a i -c,



등록특허  10-0465950

- 6 -

b' i =b i +c의 조작을 행한다. 그러면, 신뢰도 거리 d는

d=1/N·∑(a i -b i )

=1/N·∑{(a i -c)-(b i +c)}

=1/N·∑{(a i -b i )-2c}

≒-2c이다. 즉, 인덱스 d는 주어진 거리만큼 0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분리된 값을 갖는다.

특정 이미지가 주어진 경우, 부가 정보가 이미지에 삽입되는지 여부는 이미지의 신뢰도 거리 d를 계산함으로써 결정

될 수 있다.

즉, 신뢰도 거리 d≒0이면, 어떠한 부가 정보 Es(H)도 삽입되지 않는다. 신뢰도 거리 d가 소정수의 양의 값 또는 0보

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 비트 정보 '1'이 삽입되고, d가 소정값의 음의 값 또는 0보다 작은 값인 경우, 비트 정보 '0'이 

삽입된다.

본 실시예에서, 복수개의 비트 정보가 상기 언급한 패치워크 방법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단일 이미지에 삽입된다.

본 실시예에서, 복수 비트로 구성되는 부가 정보 Es(H)는 단일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서 부분 집합 A 및 B의 조합뿐만

아니라 부분 집합 A' 및 B', A' 및 B', ...의 복수 조합을 취함으로써 삽입된다. 유의할 점은, 부분 집합 A 및 B, A' 및 B

', A' 및 B', ...는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다.

복수개의 비트 정보가 삽입된 데이터로부터 비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도 6의 참조 부호 601은 아무런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신뢰도 거리 d의 분포를 나

타낸다. 분포(601)에 따르면, 신뢰도 거리 d의 위치에 대응하는 발생 빈도 분포가 커짐에 따라 신뢰도 거리 d 값이 나

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포(602, 603)는 각각 비트 정보 '1' 및 비트 정보 '0'가 삽입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신뢰도 거리 d의 분포들이다. 

마찬가지로, 각 분포(602, 603)에 따르면, 신뢰도 거리 d의 위치에 대응하는 발생 빈도 분포가 커짐에 따라 신뢰도 거

리 d 값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하나의 신뢰도 거리 d는 1비트 정보에 대응한다는 점

이다.

도 6의 모든 분포(601, 602, 603)는 정규 분포이다. 그러한 정규 분포가 형성되는 이유를 중심 한정 이론을 이용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중심 한정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평균 m c 및 표준 편차 σ c 인 모집단(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음)으로부터 크기 n c 인 임의의 샘

플이 추출되는 경우, 샘플 평균 S c 를 갖는 분포는 n c 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 분포 N(m c , (s c /√n c ) 2 )에 접

근한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평균 편차 σ c 는 모른다. 그러나, 샘플의 개수 n c 가 충분히 크고, 모집단의 개수 N c 가 샘

플의 개수 n c 보다 충분히 더 크면, 샘플의 표준 편차 S c 는 실제로는 σ c 대신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 부분 집합 A 및 B는 N개의 원소로 구성되고(A={a 1 , a 2 , ..., a N }, B={b 1 , b 2 , ..., b N }), 

이들 집합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 집합 A 및 B의 원소를 가지는 화소 값들이다. N이 충분히 큰 값이라고 가

정하고 화소값 a i 및 b i 가 상관이 없는 경우에, 신뢰도 거리 d(∑(a i -b i )/N)의 기대값은 제로가 된다. 중심 한정 

이론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뢰도 거리 d는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신뢰도 거리 d로부터 삽입된 비트 정보를 결정하는 경우, 제로와 신뢰도 거리 2c 사이에 적절한 임계값이 

도입되고, 신뢰도 거리의 절대값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 정보가 삽입된 것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충분하게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σ를 정규 분포(601)의 표준 편차라고 하자. 그러면, 아무런 부가 정보도 삽입되지 않는 경우, 신뢰도 거리

d는 도 6의 빗금으로 표시되는 -1.96σ로부터 +1.96σ(95% 신뢰성 범위)의 범위 내에서 95%의 확률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임계값 범위 이외에 나타나는 신뢰도 거리 d의 확률은 임계값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므로, 매우 높은 신뢰

성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한편, 큰 삽입 깊이 'c'가 설정된 경우, 정규 분포(602, 603)는 분포(601)로부터 분리되어, 큰 임계값이 설정될 수 있

다.

부분 집합 A 및 B의 원소의 개수 N이 크면, 정규 분포(601, 602, 603)의 표준 편차 σ가 작게 되므로, 삽입 깊이 c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더 높은 신뢰성이 보장된다.

패치워크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본 실시예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 및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이 상기 언급한 패치워크 방법을 이

용한다.

실제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추출, 및 제거 방법을 이하에 설명한다.

<삽입 위치 결정 유닛>
패치워크 방법은 복수 비트로 구성되는 부가 정보를 삽입하므로, 각 비트 정보에 대한 부분 집합 A 및 B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A 및 B, A' 및 B', A' 및 B',...의 위치는 복수개의 비트 정보를 삽입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도 4의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은 복수개의 비트 정보를 삽입하는데 필요한 삽입 위치를 결정한다. 삽입 위치의 간

단한 결정 방법으로서, 난수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각 부분 집합의 원소가 거의 동일하

게 분포되고, 부분 집합들이 서로 중첩하지 않도록 복수 비트가 양호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체 이미지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white noise mask)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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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노이즈 마스크는 각각이 0 내지 255의 계수를 갖는 2차원으로 배열된 마스크 화소에 의해 형성된다.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의 계수 0 내지 225의 각각에는 거의 동일한 개수의 마스크 화소가 할당된다.

예를 들면, 원래 이미지가 2000×2000 화소(=4000000 화소)인 경우, 원래 이미지의 화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마

스크 화소를 갖는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가 준비되므로, 값 '0'을 갖는 15625(=4000000/256) 마스크 화소가 있다. 그

러한 마스크 화소는 랜덤하게 분포되어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1비트 부가 정보를 삽입할 때, 홀수 그레이 레벨의 마스크 화소가 부분 집합 A에 할당되고, 짝수 그레이 레

벨의 마스크 화소가 부분 집합 B에 할당된 경우, 부분 집합 A 및 B가 동일한 수의 원소로 구성되고 서로 중첩되지 않

으며, 부가 정보는 양호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체 이미지에 삽입될 수 있다.

복수(M)개의 비트 정보를 삽입하는 경우, 화소들은 각 비트 정보(1 내지 M)에 동일하게 할당되어(예를 들면,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가 할당할 수 있는 범위는 2M에 의해 나눠지고, 그 나머지는 부분 집합 A 또는 B에 균등하게 할당됨), 

복수개의 비트 정보를 삽입한다.

각 화소가 8비트로 표현되는 경우, 그레이 레벨의 개수는 256이므로, 삽입될 수 있는 최대 비트 개수 M은 128이다. 

이 최대값은 단지 해쉬값(64 또는 128비트)에 대해서만은 충분하지만, 다른 정보(예를 들면, 저작권 보호 정보)가 부

가된다면, 이 값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원래의 이미지는 4개의 블록으로 분할되고,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는 각 분할

된 블록에 설정되는 경우, 128×4=512 비트가 삽입될 수 있다. 분할되는 블록의 개수가 4보다 크게 설정되면, 삽입될

수 있는 비트의 개수는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된 블록의 개수가 증가하면, 정규 분포를 형성하기가 더 어려우

므로, 삽입된 정보의 추출이 자주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할되는 블록의 개수는 원래 이미지 크기에 대응하여 결

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삽입 위치 결정 유닛은 미리 준비된 마스크 패턴만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점은, 삽입에 이용되는 

동일한 마스크가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분리하는 측에서도 준비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부가 정보 삽입 유닛>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은 이미지 데이터 I, 부가 정보 Es(H), 및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

에 의해 결정된, 각 비트에 대응하는 삽입 위치를 수신한다.

각 비트에 대응하는 부분 집합 A 및 B의 화소들의 화소값은 입력 부가 정보 Es(H)를 형성하는 비트 정보에 따라 조작

된다.

패치워크 방법의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트 정보가 '1'인 경우, 부분집합 A의 화소들의 화소값에 'c'가 가산되

고, 부분 집합 B의 화소들의 화소값으로부터 'c'가 감산된다. 비트 정보가 '0'인 경우, 부분 집합 A의 화소들의 화소값

으로부터 'c'가 감산되고, 부분집합 B의 화소들의 화소값에 'c'가 가산된다.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은 상기 언급한 

조작을 통해 부가 정보 Es(H)를 삽입한다.

부가 정보는 상기 언급한 방법에 의해 삽입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 이 실행되면, c>a i 또는 a i >255-c 및 c>b

i 또는 b i >255-c를 만족하는 화소들의 삽입된 화소값 a' i 및 b' i 는 a' i ( b' i )<0 또는 a' i ( b' i )>255가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나중에 설명됨)은 이들 화소 위치에서 원래 이미지의 화소들(즉, a i 및 b i )을 

복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가 범위 c≤a' i ≤255-c 및 c≤b' i ≤255-c내의 화소들에 대한 삽입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

들 범위 이외의 화소값에 대해서는 어떠한 삽입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설명에서, M 비트들을 삽입하는 

경우, '화이트 마스크 노이즈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2M으로 나눠지고', 이들 범위는 미리 제외되어야 된다. 유의할 

점은, 삽입 프로세스가 수행되지 않는 화소들의 위치 정보는 오버플로우 위치 정보로서 출력되어 디지털 워터마크 추

출 유닛 및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나중에 설명됨)에 입력되어야 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수단>
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을 이하에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은 예를 들면 도 7

에 도시된 구성을 구비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302)은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 

통계적 테스트 유닛(703), 비교 유닛(704), 및 부가 정보 제거 유닛(705)을 포함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 wI'를 수신한다.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위치 정보(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04)에 이용되는 화이트 노이즈 마스크와 동일한 패턴)를 생

성한다.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입력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

된 데이터에 대한 소정의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이미지 데이터 wI'에 삽입된 부가 정보 E's(H)에 대응하는 신뢰도 거

리 d를 계산한다. 통계적 테스트 유닛(703)은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에 의해 계산된 부가 정보 E's(H)에 대응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한다. 부가 정보 E's(H)가 충분히 정확하다고 결정되면, 비교 유닛(704)은 부가

정보 Es(H)를 추출한다. 부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 없음'이 출력된다. 정보가 삽입되면, 부가 정보 제거 유

닛(705)은 입력 이미지 데이터 wI',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으로부터의 삽입 위치 정보 및 오버플로우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한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데이터 wI'로부터 부가 정보 E's(H)를 추출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의

동작은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삽입 위치 결정 유닛>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은 부가 정보 E's(H)가 추출되어야 되는 이미지 데이터 wI'의 영역을 결정한다.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에 의해 구현된 동작은 삽입 위치 결정 유닛(401)의 동작과 동일하다. 따라서, 유닛(401, 801)은 동일

한 삽입 위치를 결정한다. 결정된 삽입 위치 정보는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 및 부가 정보 제거 유닛(705)에 출력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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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추출 유닛>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은 삽입 위치 결정 유닛(701)에 의해 결정된 삽입 위치로부터 각 비트에 대응하는 신뢰도 

거리 d를 계산한다. 이 경우에, 유닛(702)은 신뢰도 거리 d의 계산시 입력 오버플로우 위치 정보에 의해 지시된 화소

를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런 부가 정보도 이들 화소에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적 테스트 유닛>
통계적 테스트 유닛(703)은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으로부터 출력된 각 비트 정보에 대응하는 신뢰도 거리 d의 정

확성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한다. 복수개의 비트 정보가 삽입된 경우, 복수의 신뢰도 거리 d가 얻어진다. 부가 정보 E's

(H)가 삽입된 경우, 신뢰도 거리 d는 도 6의 중심 0에서 분리된 위치 2c 주위의 위치에서 나타난다.

이때, 신뢰도 거리 d는 삽입 깊이 c가 증가하면서, 도 6에서 중심 0으로부터 더 멀리 분리된 위치에서 나타난다. 그러

므로, 임계값이 'c'의 위치에서 도입되고 'c'보다 큰 신뢰도 거리 d가 얻어지면, 삽입된 비트 정보는 '1'로 결정되고, -c

보다 작은 신뢰도 거리가 얻어지면, 삽입된 비트 정보는 '0'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삽입 깊이 'c'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 정보를 삽입하는 경우에, 인접하는 정규 분포(601, 602, 603)간의 간

격이 증가하고, 추출된 정보의 더 높은 신뢰성이 보장된다. 또한, 부분 집합 A 및 B의 원소 개수 N이 더 커짐에 따라, 

정규 분포(601, 602, 603)의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삽입 깊이 'c' 및 부분 집합 A 및 B의 원소의 개수 N을 

증가시킴으로써, 임계값이 'c'인 경우에도 추출된 정보의 높은 신뢰성을 설정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정보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의 신뢰도 거리 d는 -c 내지 c의 좁은 범위내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은 

그 사실을 이용함으로써 결정된다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복수 비트에 대응하는 주어진 개수 이상의 신뢰도 거리 d가 -c 내지 c의 범위에서 나타난 경우, 본 

실시예의 통계적 테스트 유닛(703)은 어떠한 정보도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표시

한다.

<비교 유닛>
도 7의 비교 유닛(704)에는 부가 정보 추출 유닛(702) 및 통계적 테스트 유닛(703)을 통해 출력된 각 비트 정보에 대

응하는 신뢰도 거리 d의 값들이 공급된다.

비교 유닛(704)에 입력되고 각 비트 정보에 대응하는 신뢰도 거리 d는 매우 신뢰성이 높으므로, 각 비트 정보에 대응

하는 신뢰도 거리 d의 양 또는 음의 표시에 기초하여 '1' 또는 '0'이 간단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가 정보 E's(H)를 형성하는 주어진 비트 정보의 신뢰도 거리 d가 'c'보다 큰 경우, 이 비트 정보는 

'1'인 것으로 결정되고, 신뢰도 거리 d가 '-c'보다 작은 경우, 이 비트 정보는 '0'인 것으로 결정된다.

<부가 정보 제거 유닛>
부가 정보 제거 유닛(705)에 의해 실행되는 동작을 이하에 설명한다. 부가 정보 제거 유닛(705)은 부가 정보 E's(H)

의 삽입 위치, 이미지 데이터 wI', 및 오버플로우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부가 정보가 제거된 이미지 데이터 I'를 출력

한 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의 부가 정보 삽입 유닛(402)이 삽입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삽입시의 부호를 반전함으로써 각 

비트들에 대응하는 부분 집합에 삽입 깊이 c가 부가되어, 부가 정보를 제거하고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부가 정보 E's(H)를 형성하는 소정 비트 정보의 삽입 위치에서, 비트 정보가 '1'인 경우, 프로세스

a' i =a i -c,

b' i =b i +c가 실행되고, 비트 정보가 '0'인 경우, 프로세스

a' i =a i +c,

b' i =b i -c가 실행되어, 삽입 이전의 화소값을 복원한다. 이 경우에, 입력 오버플로우 위치 정보가 활용된다. 그러므

로, 오버플로우 위치의 화소에는 아무런 부가 정보도 삽입되지 않으므로, 그 화소는 제거되지 않는다.

부가 정보 제거 유닛(705)은 상기 언급한 조작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된 데이터 wI'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디지털 워터마크가 제거된 이미지 데이터 I'를 출력한다.

상기 언급한 실시예에서, 디지털 서명을 인증 정보로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러한 특정 방

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인증 정보로서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서명 또는 MAC뿐만 아니라, 날짜 정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장치의 고유 정보, 및 서명한 사람의 고유

정보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 이용되는 부가 정보는 에러 보정 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출된 부가 정보 Inf의 

신뢰성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정보를 삽입하는 측 및 삽입된 정보를 인증하는 측의 장치의 대부분의 구축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각 처리 유닛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치 배열은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 등과 같은 범용 장치일 수 있고, 예를 들면 도 1에 도시된 배열이 이

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실시예에 적용되는 이미지 처리 장치의 전체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호스트 컴퓨터(101)

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이다.

호스트 컴퓨터(101) 내부에서, 이하에 설명되는 각 블록들이 버스(107)를 통해 접속되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교환한

다.

도 1을 참조하면, 참조 부호 103은 각 내부 블록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CPU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104)는 부팅 프로그램과 BIOS를 저장하는 ROM을 나타낸다. 참조 부호 105는 CP

U에 의한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RAM을 나타낸다. 참조

부호 106은 프로그램(OS 및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및 RAM 등에 전달되어야 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미리 저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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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처리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HD)를 나타낸다. 호스트 컴퓨터가 서명 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106)는 도 2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시 RAM(105)에 로딩된다. 호스

트 컴퓨터가 인증 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106)는 도 3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이 프로그램

은 실행시 RAM(105)에 로딩된다.

참조 부호 108은 외부 저장 매체의 하나인 CD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고, CD-R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C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109는 FD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고 CD 드라이브(108)와 같이 데이터를 

FD에 기록할 수 있는 F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110은 DVD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있고, CD 드라이브(

108)와 같이 데이터를 DVD에 기록할 수 있는 DV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CD, FD, DVD 등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드라이버를 저장하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은 HD(106) 상으로 인스톨되어 필요한 경우

에 RAM(105)으로 전달된다. 이들 저장 매체는 원래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서명 정보를 저장된 이미지에 삽입하는데 

이용되거나, 전달된 저장 매체에 저장된 서명된 이미지가 인증되는데 이용된다.

참조 부호 113은 키보드(111) 및 마우스(112)에 접속되어 이들로부터 입력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I/F)를 나타

낸다. 참조 부호 114는 그래픽 컨트롤러와 비디오 메모리(도시되지 않음)와 관련되고, 표시와 관련된 제어를 수행하

며, 비디오 메모리에 매핑된 이미지 데이터를 표시 장치(115)에 출력함으로써 이미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컨트롤

러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115는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인터페이스(예를 들면, 모뎀, 이더넷 보드 등)를

나타낸다. 서명 정보가 첨부된 정보가 통신 인터페이스(115)를 통해 전송되거나 수신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언급한 수단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미지 스캐너 등이 대신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 및 서명 정보가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설정될 수 있고, 서명

정보는 포맷 전환 등을 통해서라도 인증 장치에 전송될 수 있다.

[변형 설명]

상기 실시예에서는 패치워크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다른 적용 예들이 설명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 소

유자의 이름이나 구입자의 ID를 인지할 수 없는 형태로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에 삽

입하고, 불법 복사에 의한 무단 사용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므로 공격

에 대해 강해야 된다.

한편, 이미지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고 나서, 그 이미지로부터 원래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한 기술이 제안되었다. 즉, 가역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제안되었다.

삽입 방법은 간단하게 다음의 식 (1)로 표현된다.

I' j, i =I j, i +c j ×a i ×x i 식 (1)

여기에서, j는 영역 및 부가 정보 Inf의 비트 위치를 나타내는 양수이고, i는 화소 위치를 나타내는 양수이며, I' j, i 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이고, c j 는 Inf j ='1'이면 +1 또는 Inf j ='0'이면 -1을 취하는 상수이며, a i 는 가

중 계수이고, x i 는 -1 내지 +1 범위에 드는 의사 난수열이다. x i 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데 이용되는 캐리

어 신호라 불린다.

복원시, 우선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크가 추출된다. 추출된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원래의 데이터가 다음의 식 (

2)에 의해 복원된다.

I' j, i =I' j, i -c j ×a i ×x i 식 (2)

여기에서, I' j, I 는 복원된 이미지 데이터이고, I' j, i 는 이미지 복원 장치에 입력되는 이미지 데이터이며, c j 는 디지

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에 의해 추출된 부가 정보 Inf내의 비트가 '1'이면 +1 또는 비트가 '0'이면 -1을 취하는 상수이

며, a i 및 x i 는 식 (1)의 것과 동일하다.

식 (1)에 의해 주어지는 디지털 워터마킹 및 식 (2)에 의해 주어지는 원래 이미지 복원을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4는 식 (1)에 의해 주어지는 디지털 워터마킹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각 매트릭스는 이미지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도 14는 비트 정보가 비트 1, 즉 c j =+1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복원 측에서, 우선 디지털 워터마크가 추출된다. 이 추출 알고리즘을 이하에 간단하게 설명한다. 입력 이미지 I'의 4×

4 화소 블록의 화소값 및 의사 난수열 x i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삽입측에서 생성되는 것과 동일한 난수열)간의 상

관이 체크된다. 입력 이미지 I'와 의사 난수열 x i 와의 상관이 높으면(미리 설정된 임계값보다 크면), 삽입된 이미지

는 '1'로 결정된다. 반면에, 입력 이미지 I'와 -x j (의사 난수열의 각 원소의 부호를 전환하여 얻어진 결과)간의 상관

이 높으면, 삽입된 비트는 '0'으로 결정된다. 양쪽 상관이 모두 낮으면, 디지털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다. 도 14에서, 4×4 화소 블록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비트가 삽입되면 높은 정확

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러한 프로세스는 복수의 블록(예를 들면, n개의 화소 블록)에 

대해 수행되어 전체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m개의 비트들이 삽입되려면, 한 비트를 n개의 화소 블록에 삽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m번 반복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후, 그 워터마크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도 15는 도 14에 도시된 예에서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삽입된 비트 정

보는 '1'이다. 도 14 및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크를 완전하게 제거하여 원래의 이미지를 복

원하는 것이 통상 가능하다.

반면에, 도 16은 식 (1)에 의해 주어지는 디지털 워터마킹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16에 도시된 예에서, 디지털 워

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데이터는 오버플로우된 화소들(디지털 워터마킹 이후에 화소값 '262' 및 '261'을 갖는 화소

들)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도 16에 도시된 라운드 프로세스(round process)가 통상 수행된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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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프로세스가 수행되지 않은 이미지로부터 정확하게 추출될 수 있지만, 원래의 이미지는 도 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운드 프로세스가 수행된 부분들로부터는 완벽하게 복원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기 언급한 방법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디지

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워터마킹으로 인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면,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디지털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오버플로우는 I i, j 가 0 

내지 255의 정수(8비트)로 표시되는 경우, 식 (1)의 프로세스 후의 I' i, j 가 이 범위 이외의 값을 가지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0보다 작은 값은 통상 0으로 라운딩되고, 255보다 큰 값은 통상 255로 라운딩된다. 이러한 라운드 프로세스

가 실행되면,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원래의 이미지 부분을 완전하게 복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실시예는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의 완벽한 재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워터마킹]

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를 이하에 설명한다. 본 실시예의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는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이미지 데이터가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부가 정보를 삽입한다.

도 9는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의 프로세스의 플로우를 도 9를 참

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이미지 I가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에 입력된다.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미지 I는 화소당 8비트 정밀도를 가지는 

그레이스케일 다치 이미지 데이터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그러한 특정 데이터로 한정되지 않고, 소정 비트수를 가지

는 그레이스케일 다치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컬러 이미지가 입력되는 경

우, 하나 또는 복수의 컴포넌트들이 입력 이미지 또는 이미지들로서 선택될 수 있다. 입력 이미지 I는 오버플로우 영역

검출 유닛(2201) 및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입력된다.

우선, 오버플로우 영역 검출 유닛(2201)을 설명한다. 오버플로우 영역 검출 유닛(2201)은 이미지 I를 수신하여, 입력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든 화소에 대해 다음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의한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 이후에 오

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를 검출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모든 화소 위치를 추출하며, 그러한 화소의 좌표 정보를 함

께 출력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화소의 위치 정보(경우에 따라 제로, 1 또는 그 이상)를 오버플로우 정보 R로 

지칭한다. 오버플로우 정보 R은 인코딩 유닛(2202) 및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출력된다. 오버플로우 영역 검

출의 동작을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코딩 유닛(2202)을 이하에 설명한다. 인코딩 유닛(2202)은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를 수신하고, 오버

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를 단일 코드 시퀀스로 조합하며, 조합된 코드 시퀀스 w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w는 

도 11에 도시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 유의할 점은, w는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이

미지 I에 삽입되는 코드 시퀀스로서 이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디지털 워터마킹을 구현하기 위해, w는 

압축 인코딩될 수도 있다. 또한, 부가 정보 Inf가 비밀 정보라면, w는 암호화될 수도 있다. 부가 정보 Inf가 디지털 워

터마크로서 삽입되고 여러 가지 공격의 결과로서 다른 정보로 변경된 경우라도 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w는 에러 보정 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오버플로우 정보 R에 의해 나타나는 화소 위치가 삽입 프로세스

로부터 포함되고, 이들 위치에서의 원래 화소의 화소값들이 이용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을 이하에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은 이미지 I,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코

드 시퀀스 w를 수신하고, 코드 시퀀스 w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이미지 I에 삽입하며,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

미지 I'를 출력한다. 유의할 점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의해 지시된 화소들에 디지털 워터마킹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은 디지털 워터마킹으로 인한 어떠한 오버플로우도 야기하지 않는다.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의 동작을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 정보 Inf가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이미지 I에 삽입되므로,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

지 I'를 생성한다.

[이미지 복원 장치]

본 실시예의 이미지 복원 장치를 도 10을 이용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이미지 복원 장치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를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이미지 데이터로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이미지 복원 장치는 상기 언급한 방법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I'를 수신한다. 입력 이미지 I'는 디지

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301) 및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2303)에 입력된다.

우선,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301)을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301)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I'를 수신하고, 삽입된 코드 시퀀스 w를 추출하며, 추출된 코드 시퀀스 w를 출력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301)은 입력 이미지 I'의 모든 대상 화소를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즉, 오버플로우 정보 R(오버

플로우 정보 R에 기술된 위치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음)에 의해 지시되고,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대상

에서 제외된 화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화소들에게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이 수행된다.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30

1)의 동작은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추출된 코드 시퀀스 w는 디코딩 유닛(2302)에 출력된다.

디코딩 유닛(2302)은 이하에 설명된다. 디코딩 유닛(2302)은 유닛(2301)에 의해 추출된 코드 시퀀스 w를 수신하여, 

이것을 코드 시퀀스 w를 형성하는 오버플로우 정보 R과 부가 정보 Inf로 분리하고, 분리된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

가 정보 Inf를 출력한다. 인코딩 유닛(2202)이 w를 압축 인코딩한 경우, 디코딩 유닛(2302)는 확대 디코딩 프로세스

를 실행한다. 또한, 인코딩 유닛(2202)이 w를 암호화한 경우, 디코딩 유닛(2302)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해제하기

위한 암호해제 디코딩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또한, 인코딩 유닛(2202)이 w를 에러 보정 코드로 변환하는 경우, 디코

딩 유닛(2302)은 에러를 보정하기 위한 에러 보정 디코딩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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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2303)에 출력된다.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2303)을 이하에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2303)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

된 이미지 I',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를 수신하고, 부가 정보 Inf를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킹이 삽입된 

이미지 I'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하며, 복원된 이미지 I를 출력한다. 이러한 복원 프로세

스에 있어서, 오버플로우 정보 R에 의해 지정된 화소들은 제외된다. 이것은, 상기 언급한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

)에 의해 오버플로우 정보 R로 지정된 화소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전혀 삽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2303)의 동작을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I'로부터 디지털 워터마킹 이전의 이미지 I가 복원된다.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의 세부]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의 세부를 예를 들어 이하에 설명한다.

n 비트 정보가 이미지 I에 삽입되는(즉, 상기 실시예의 정보 w가 삽입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이 경우에, 이미지 I는 n

개의 비중첩 영역 I j (j=1, 2, ..., n)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식 (3)에 의해 주어지는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가 실행

된다. 여기에서, j는 영역 및 부가 정보 Inf의 비트 위치를 지정하는 양수이고, i는 화소 위치를 나타내는 양수이며, I' j,

i 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이고, c j 는 Inf j ='1'이면 상수 +1이거나 Inf j ='0'이면 -1이며, a i 는 가중 

계수이고, x i 는 범위 -1 내지 +1에 드는 의사 난수이다. x i 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데 이용되는 캐리어 신

호라 부른다.

I' j, I = I' j, I + c j ×a i ×x i 식 (3)

a max 를 가중 계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양수)라 하고, x max 를 x i 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양수)이라고 하자. 그

러면, 식 (3)에 의해 주어지는 수학적 연산은 다음의 식 (4)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된다.

a max ×x max ≤I≤255-a max ×x max 식 (4)

이 경우에, 각 원소 a i 및 x i 의 값은 동기화되고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한 장치 및 그것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에 모두 알려져 있으므로, 식 (4)'가 더 나올 수 있다.

a i ×x i ≤I≤255-a i ×x i 식 (4')

식 (4)(또는 식 (4'))의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화소 위치 I는 오버플로우 정보 R로서 기록된다. 일반적인 자연 이미

지에서, 식 (4)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화소(즉, 삽입으로부터 제외된 화소)의 개수는 전체 이미

지의 화소의 전체 개수보다 매우 작다. 이것은 오버플로우 정보 R이 비교적 작은 정보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러므로, 그러한 정보 크기는 인코딩 유닛(2202)에 의해 오버플로우 정보 R이 코드 시퀀스 w로서 조합되어 

코드 시퀀스 w가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경우에도 무시가능하다. 상기 설

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크는 식 (4)(또는 식 (4)')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식 (1)에 의해 삽입되므로, 디

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가 오버플로우없이 실행될 수 있다.

[이미지 복원 프로세스의 세부]

이미지 복원 프로세스의 세부를 예를 들어 이하에 설명한다.

코드 시퀀스 w는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입력 이미지 I'에 삽입된다. 식 (3)을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크 w를 추출하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는데 이용되는 캐리어 신호 x 및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에 입력되는 이미지 I'로

부터 PFA가 계산되고,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는지 여부 및 삽입된 경우 비트가 '0' 인지 '1'인지 여부가 계산 결과

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유의할 점은, PFA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실제로는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 디지 털 워터마크가 부정확하게 검출되는 확

률이다는 점이다.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테스트라는 방식이 이용된다. 통계적 테스트는 본 기술 분야

의 숙련자들에게는 주지의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크의 추출시 통계적 테스트를 이용하는 예의 추가적인 세부에 대

해서는, I. Pitas, 'A method for signature casting on digital images', I.C.I.I.P. Proceedings, pages 215 내지 218,

9월, 1996을 참조하라. 테스트 값 q j 는 통계적 테스트에 의해 각 비트에 대해 계산된다. 테스트 값 q j 는 디지털 워

터마크가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디지털 워터

마크가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된 경우, 평균이 제로가 아니고 분산=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

되는지 여부는 계산된 테스트 값 q j 와 0 사이의 거리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정보는 계산된 테스트 값 q j 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식 (

3)을 이용하여 삽입되는 경우, q j 가 양이면 비트는 '1'이고 q j 가 음이면 비트가 '0'라고 결정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종래 기술에 설명된 내용을 참조하라.

상기 언급한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프로세스는 식 (4)(또는 식 (4)')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을 화소들이 충족하지 못하

므로 디지털 워터마킹 유닛(2203)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는 화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화소에 대해 실

행된다. 식 (4)(식 (4)')에 의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소 개수가 전체 이미지의 화소의 전체 개수보다

더 작으므로,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경우에 이들 화소들이 포함되더라도 디지털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출된 디지털 워터마크는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로 구성되는 코드 시퀀스 w이고, 코드 시퀀

스 w는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로 분리된다. 그런 후,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은 식 (5)를 실행한다.

If i⊂R then I'=I'

else I' = I' j, i -c i ×a i ×x i 식 (5)

여기에서, I' i, j 는 복원된 이미지 데이터이고, I' i, j 는 이미지 복원 장치에 입력되는 이미지 데이터이며, c j 는 디지

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에 의해 추출된 부가 정보 Inf내의 비트가 '1'이면 상수 +1을 취하고, 비트가 '0'인 경우에 -1을

취하는 상수이고, a i 와 x i 는 식 (3)과 동일하다. 즉, i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지 않으면, 식 (3)에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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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가 실행되고, i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된 경우, 어떠한 프로세스도 실행되지 않는다.

코드 시퀀스 w가 상기 언급한 프로세스에 의해 정확하게 추출된 경우, 복원된 이미지 I'는 원래 이미지 I와 동일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장치의 설명]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기 위한 장치 및 삽입된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치

는 상기 언급한 프로세스들을 실행하는 프 로그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는 용

이하다. 도 8은 장치의 실제 배열을 도시하고 있고,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및 복원 프로세스와 연관된 프로세스(프

로그램)를 도 8의 설명 이후에 기술한다.

도 8을 참조하면, 호스트 컴퓨터(2101)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퍼스널 컴퓨터이다.

호스트 컴퓨터(2101)내에는, 이하에 설명되는 각 블록들이 버스(2107)를 통해 접속되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교환한

다.

도 8을 참조하면, 참조 부호 2102는 모니터(표시 장치)를 나타내고, 참조 부호 2103은 각 내부 블록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CPU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04는 부팅 프로그램과 BIO

S를 저장하는 ROM을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05는 CPU에 의한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되는 이

미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RAM을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06은 프로그램(OS 및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및 RA

M 등에 전달되어야 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미리 저장할 수 있고, 처리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HD)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08은 외부 저장 매체의 하나인 CD(CD-R)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고, CD-R에 데이터를 기록

할 수 있는 C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09는 FD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고 CD 드라이브(2108)와 

같이 데이터를 FD에 기록할 수 있는 F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10은 DVD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할 수 있

고, CD 드라이브(2108)와 같이 데이터를 DVD에 기록할 수 있는 DVD 드라이브를 나타낸다. 유의할 점은, CD, FD, 

DVD 등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드라이버를 저장하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은 HD(2106) 상으로 인스

톨되어 필요한 경우에 RAM(2105)으로 전달된다. 참조 부호 2113은 키보드(2111) 및 마우스(2112)에 접속되어 이

들로부터 입력 명령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I/F)를 나타낸다. 참조 부호 2114는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이용되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출력 목적지는 HD, FD, 등과 같은 저장 매체이거나, 네트워크 상의 파일 서버일 

수도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정보를 수신하는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언급한 장치가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장치로서 기능하는 경우, 도 18에 도시된 시퀀스에 따라 프로세스가 실행

된다. 유의할 점은, 이하에 설명되는 시퀀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HD(2106)에 인스톨된다는 점이다. 또한, 삽입되는 

정보 Inf는 예를 들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된다. 다르게는, HD(2106), ROM(2104), RAM(2105) 등에 미리 저장된 정

보가 이용될 수도 있다.

단계 S101에서,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어야 할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된다. 입력 소스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

니고, 이미지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될 수도 있고, 이미지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입력될 수도 있다. 단계 

S102에서, 입력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모든 오버플로우 화소 위치들이 검출되어, 오버플로우 정보 R로서 RAM(2105)

에 저장된다. 미리 입력된 부가 정보 Inf 및 오버플로우 정보 R이 조합되고 인코딩되어(가역 코딩에 의해), 실제로 삽

입될 정보 w를 생성한 후, 상기 정보는 RAM(2105)에 일시 저장된다.

입력 이미지 데이터의 각 화소들이 관심 대상의 화소로서 선택되고, 관심 대상의 화소 위치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체크된다. 화소 위치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1 비트가 정보 W로부터 추출되

고, 그 비트 상태에 따른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한편, 관심 대상의 화소 위치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는 경우, 디지털 워터마킹 프로세스는 실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비트 정보 및 모든 화소에 대해 반복된다(단계 S106, S107). 모든 비트 정보 및 모든 화소에 

대한 프로세스의 종료시,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데이터는 RAM(2105) 또는 HD(2106)에 출력된다(단계 

S108).

정보 W의 모든 비트의 삽입이 모든 화소에 대한 삽입 완료 이전에 완료되면, 더미(dummy) 정보가 삽입되거나 정보 

w가 반복적으로 삽입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삽입 이후의 이미지 정보 I'가 RAM 상에 생성된다. 이러한 이미지 I'는 최종적으로 파일로서 예를 들면 H

D 등에 저장된다. 그런 후, 이미지 I'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거나 예를 들면 제거가능한 매체에 저장될 수도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출하고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 19를 이용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 데이터 I'는 RAM(2105)에 입력된다(단계 S1201).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소

스는 특별히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후, 디지털 워터마크 정보가 단계 S1202에서 삽입된 이미지 I'로부터 추출된다

. 디지털 워터마크의 추출 원리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다.

단계 S1203에서, 추출된 정보는 디코딩되어 RAM(2105)에 정보 w(=오버플로우 정보 R+삽입된 정보 Inf)가 저장됨

으로써, 추출 프로세스를 완료한다. 유의할 점은, 삽입된 정보 Inf가 표시 스크린 상에 표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단계 S1204에서, 이미지 데이터의 각 화소는 관심 대상인 화소로서 선택되고, 관심 대상인 화소 위치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는지가 체크된다.

관심 대상인 화소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프로세스가 단계 S1205에서 실

행된다.

반면에, 관심 대상인 화소가 오버플로우 정보 R에 포함되는 경우, 그 화소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프로세스가 

생략되고, 입력 이미지 데이터의 화소값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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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화소에 대해 실행된다(단계 S1206). 모든 화소에 대한 프로세스의 종료시 디지털 워터마크

를 제거함으로써, 원래의 이미지가 재구축된다. 이러한 결과(원래 이미지 데이터)는 RAM(2105), HD(2106) 등에 출

력되고, 필요한 경우 표시된다.

상기 실시예에서, 오버플로우 화소의 개수는 전체 이미지의 화소 총 개수보다 비교적 작다. 즉, 오버플로우 정보 R의 

정보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디지털 워터마크와 함께 정보 R을 삽입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이러

한 경우는 사진 등과 같은 자연 이미지에 적용된다.

한편, 오버플로우 정보 R이 이미지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큰 정보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워터마

크가 휘도값으로 삽입되는 경우, 이미지 전체 휘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오버플로우 정보 R이 크게 된다.

오버플로우 정보 R의 정보 크기가 너무 크게 되는 경우, 오버플로우 정보 R을 포함하는 코드 시퀀스 w의 정보 크기도

또한 크게 되고, 코드 시퀀스 w는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버플로우 정보 R의 정보 크기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버플로우 정보 R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도 12는 디지털 워터마킹 장치의 내부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도 9에 도시된 장치와 차이점은 보정 유닛(2501)의 추

가, 및 인코딩 유닛(2503)의 처리 내용이다. 다른 동작들은 도 9에 도시된 것들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이미지 데이터 I가 보정 유닛(2501)에 입력되고, 보정 유닛(2501)은 오버플로우 정보 R의 정보 크기를 줄이는 보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보정된 이미지 데이터 I … 및 실행되는 보정 타입을 나타내는 보정 정보 C를 출력한다.

보정 프로세스는 오버플로우 정보 R의 정보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예를 들면, 전체 이미지의 휘도가

높은 경우, 모든 화소값으로부터 주어진 크기(d)를 감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이 경우에, '주어진 크기(d)가

전체 이미지의 화소값으로부터 감산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보정 정보 C로서 출력된다.

또한, 인코딩 유닛(2503)은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뿐만 아니라 보정 정보 C를 인코딩한다. 인코딩된 코

드 시퀀스 w는 도 2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정 정보 C,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부가 정보 Inf를 포함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는 상기 언급한 프로세스에 의해 삽입된다. 이미지 복원 장치는 이하에 설명된다.

도 13은 본 실시예의 이미지 복원 장치의 내부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도 10에 도시된 장치와 다른 점은 역 보정 유닛

(2604)의 추가 및 디코딩 유닛(2602)에서의 처리 내용이다. 다른 동작들은 도 13 및 도 10에 도시된 것들과 동일하

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디코딩 유닛(2602)은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유닛(2601)에 의해 추출된 코드 시퀀스 w를 수신하고, 입력 시퀀스 w를 

디코딩하여 부가 정보 Inf, 오버플로우 정보 R, 및 보정 정보 C를 얻으며, 이들 정보들이 출력된다.

역 보정 유닛(2604)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유닛에 의해 제거된 이미지 데이터 I''' 및 디코딩 유

닛(2602)에 의해 디코딩된 보정 정보 C를 수신하고, 보정 유닛(2503)에서 실행된 것과 반대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며, 

보정된 이미지 데이터 I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주어진 크기(d)가 전체 이미지의 화소값으로부터 감산된다'를 나타내

는 정보가 보정 정보 C로서 입력되면, 보정 유닛(2604)은 주어진 크기(d)를 전체 이미지의 화소값에 가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상기 프로세스로, 이미지 복원 장치에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 I'로부터 디지 털 워터마킹 이전의 이미지 데이터 I가 완

전하게 복원될 수 있다.

보정 정보 C의 결정 방법의 예를 이하에 설명한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되어야 할 이미지의 휘도 분포가 체크된다. 예를 들어, 높은 휘도값의 발생 빈도가 낮은 휘도

측에서보다 큰 경우, 휘도를 낮은 휘도쪽으로 시프팅하는 보정이 수행된다. 역으로, 낮은 휘도값의 발생 빈도가 높은 

휘도쪽에서보다 더 큰 경우, 높은 휘도쪽으로 휘도를 시프팅하는 보정이 수행된다.

일부 경우에, 이하의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도 있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로 인쇄된 종이 시트를 이미지

스캐너(화소당 8비트)를 이용하여 판독하고 판독된 이미지가 이미지 I로서 이용되는 경우를 이하에 설명한다.

통상, 텍스트로 인쇄된 문서(이진 이미지)가 판독되고 각 화소가 휘도값으로서 표현되는 경우,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소 분포는 가장 높고 가장 낮은 휘도값들에 집중되고, 그 사이에는 거의 어떠한 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값이 모든 화소로부터 일정하게 가산되거나 감산되는 경우, 높거나 낮은 휘도 측에서 오버

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하의 처리가 실행된다.

낮은 휘도 범위는 0 내지 a의 휘도값으로 분포되므로, 제로 발생 빈도에 대응하고 식 (4)(또는 식 (4)')를 충족하는 중

간 휘도값들을 찾아내고, 낮은 휘도값들은 찾아낸 휘도값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50 내지 50+a인 휘도값을 찾아낸

경우, 휘도값 0 내지 a는 값 50 내지 50+a로 변환된다(0은 1로, 1은 51로, ...). 높은 휘도 범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

로세스가 수행된다. 즉, 높은 휘도 범위는 더 낮은 휘도 범위로 시프트된다.

상기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특히 텍스트 등과 같은 이진 이미지의 경우에, 보정 정보 C가 휘도값 0 내지 a 및 휘도값 

b 내지 255인 전환된 값을 나타내는 경우, 원래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다. 상기 설명에서, 이미지는 휘도 

컴포넌트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밀도 컴포넌트 등과 같은 다른 컴포넌트에 의

해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실시예에 따르면, 오버플로우 화소(디지털 데이터의 원소)들이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

외되고, 정보가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비오버플로우 화소에 삽입되는 경우, 원래의 이미지 데이터가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본 발명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컴퓨터 상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인가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코

드를 컴퓨터, 즉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도 또한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로서, 예를 들면 플로피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CD-RO

M, 자기 테이프, 비휘발성 메모리 카드, ROM 등이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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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프로그램 코드는, 상기 실시예의 기능들이 공급된 프로그램 코드만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시예의 기능들이 프로그램 코드와 컴퓨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상에서

운용되는 OS(운영체제)와 협력하여 구현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범주는 공급된 프로그램 코드가 컴퓨터의 기능 확장 보드 또는 컴퓨터에 접속된 기능 확장 유닛 상에

장착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그 기능 확장 보드 또는 유닛 상에 장착된 CPU는 그 프로그램 코드의 명

령에 기초하여 실제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모두를 실행하며, 실시예들은 이들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인증 정보가 디지털 정보로부터 분리불가능하게 설정되면서 정보가 변경

되었는지 여부를 검출할 수 있고,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 한 복원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될 수 있고, 디지털 워터마크가 삽입된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는 재구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많은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특정 실

시예로 한정되지 않고,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가 삽입되어야 할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상기 생성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

한 디지털 워터마킹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수단은, 상기 가감산 후에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에 대해서는, 

상기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디지털 서명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정보를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서명은 상기 비밀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얻어지는 데이터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Hash value)을 계산하기 위한 해쉬값 계산 수단, 및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기 해쉬값을 암

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서명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의 상기 해쉬값을

암호화 함으로써 얻어진 데이터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MAC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을 계산하기 위한 해쉬값 계산 수단 및 상기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기 해쉬값을 수학적으로

연산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MAC는 상기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을 

수학적으로 연산하여 얻어진 데이터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상기 디지털 서명뿐만 아니라, 날짜 정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장치의 고유 정보 및 서명자의 고유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8.
디지털 정보 - 상기 디지털 정보에는,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인증 정보가 디

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되고, 상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는 상기 디

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됨 - 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수단;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상기 디지털 워터마

크로서 삽입된 인증 정보를 제1 인증 정보로서 추출하기 위한 수단;

추출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제거하고,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기 위

한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함으로써 복원된 상기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에 기

초하여 제2 인증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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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인증 정보와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 정보 및 상기 제2 인증 정보가 서로 동일한 경우, 상기 입력 디지털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리고, 상기 제1 인증 정보와 상기 제2 인증 정보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기 입력 디지털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통지 수단을 더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디지털 서명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암호해제하기 위한 암호해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암호해제하여 얻어진 정보와 상기 제1 인증 정보를 비교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가 제거된 상기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을 계산하기 위한 해쉬값 계산 수단, 및 공개키를 이용하

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암호해제하기 위한 암호해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암호해제하여 얻어진 정보와 상기 해쉬값을 비교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MAC인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가 제거된 상기 디지털 정보의 해쉬값을 계산하기 위한 해쉬값 계산 수단, 및 비밀키를 이용하

여 MAC를 수학적으로 연산하기 위한 수학적 연산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비교 수단은 상기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

기 MAC를 암호해제하여 얻어진 정보와 상기 해쉬값을 비교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상기 디지털 서명뿐만 아니라, 날짜 정보,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장치의 고유 정보 및 서명자의 고유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

청구항 16.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가 삽입되어야 할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상기 생성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디

지털 워터마킹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단계는, 상기 가감산 후에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에 대해서는, 

상기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7.
디지털 정보 - 상기 디지털 정보에는,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인증 정보가 디

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되고, 상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는 상기 디

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됨 - 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상기 디지털 워터마

크로서 삽입된 인증 정보를 제1 인증 정보로서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제거하고,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디

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함으로써 복원된 상기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에 기

초하여 제2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 및

상기 제1 인증 정보와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18.
컴퓨터에 의해 로딩되고 실행되어,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로서 컴퓨터가 기능하도

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인증 정보가 삽입되어야 할 디지털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및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상기 생성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기 위

한 디지털 워터마킹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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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단계는, 상기 가감산 후에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에 대해서는, 

상기 디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디지털 정보 - 상기 디지털 정보에는, 상기 디지털 정보를 형성하는 각 요소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인증 정보가 디

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되고, 상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갖는 요소는 상기 디

지털 정보에 삽입하는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됨 - 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 처리 장치로서 컴퓨터가 기능하도록 컴

퓨터에 의해 로딩되고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

로그램은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상기 디지털 워터마

크로서 삽입된 인증 정보를 제1 인증 정보로서 추출하는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추출된 인증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상기 디지털 정보로부터 제거하고,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디

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에 의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함으로써 복원된 상기 임시적인 원 디지털 정보에 기

초하여 제2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생성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및

상기 제1 인증 정보와 상기 제2 인증 정보를 비교하는 비교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요소(element)에 값을 가감산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를 형성하는 상기 요소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 정보 삽입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요소가 가감산 후에 취할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값을 가지는 요소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수단;

상기 부가 정보와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는 경우에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상기 

요소를 제외하고,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드는 상기 요소들에게 상기 생성 수단에 의해 생성된 실제 삽입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하기 위한 삽입 수단

을 포함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이고,

상기 검출 수단은 가감산 후에 화소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화소값을 가지는 화소 위치를 검출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및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압축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딩 수단을 더 포

함하고, 상기 생성 수단은 상기 인코딩 수단의 인코딩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및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수단을 더 포함하고

, 상기 생성 수단은 상기 암호화 수단의 암호화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및 상기 검출 수단에 의해 검출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에러 보정 코드로 변환하기 위한 인코딩 수

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생성 수단은 상기 인코딩 수단의 변환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요소가 가감산 후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 상기 디지털 데이터내의 상기 요소들의 개수를 감

소시키도록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생성 수단은 상기 보정 수단의 보정 

내용을 나타내는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삽입 장치.

청구항 28.
제22항에 따른 정보 삽입 장치에 의해 정보가 삽입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고,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복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수단; 및

삽입 프로세스가 수행된 요소들 중에서,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를 지정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삽입된 정

보를 제거하고,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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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정보 복원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확장하여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들을 나타내며,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

단은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된 결과에 기초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정보 복원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암호해제하여 디

코딩하기 위한 디코딩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들을 나타내며, 상기 디

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은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된 결과에 기초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정보 복

원 장치.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수단에 의해 추출된 상기 부가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에러 보정 코드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는 상기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들을 나타내며, 상기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수단은 상기 디코딩 수단에 의해 디코딩된 결과에 기초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정보 

복원 장치.

청구항 32.
요소들로부터 값을 가감산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형성하는 상기 요소에 부가 정보를 삽입하기 위한 정보 삽입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요소가 가감산 후에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값을 가지는 요소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단계;

상기 부가 정보와 상기 검출 단계에 의해 검출된 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단계; 및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는 경우에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상기 

요소를 제외하고,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드는 상기 요소들에게 상기 생성 단계에 의해 생성된 실제 삽입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하기 위한 삽입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삽입 장치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22항에 따른 정보 삽입 장치에 의해 정보가 삽입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고,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복원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단계; 및

삽입 프로세스가 수행된 요소들 중에서,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를 지정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삽입된 정

보를 제거하고,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

를 포함하는 정보 복원 장치의 제어 방법.

청구항 34.
컴퓨터에 의해 로딩되고 실행되어, 요소들로부터 값을 가감산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형성하는 상기 요소에 부가 정보

를 삽입하기 위한 정보 삽입 장치로서 컴퓨터가 기능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요소가 가감산 후에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값을 가지는 요소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상기 부가 정보와 상기 검출 단계에 의해 검출된 정보를 조합하여 실제 삽입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단계의 프로

그램 코드; 및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는 경우에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가감산 후에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상기 

요소를 제외하고, 상기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드는 상기 요소들에게 상기 생성 단계에 의해 생성된 실제 삽입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로서 삽입하기 위한 삽입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5.
컴퓨터에 의해 로딩되고 실행되어, 제22항에 따른 정보 삽입 장치에 의해 정보가 삽입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고

,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복원 장치로서 컴퓨터가 기능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

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입력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추출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및

삽입 프로세스가 수행된 요소들 중에서, 삽입 프로세스에서 제외된 요소를 지정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삽입된 정

보를 제거하고, 원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거 단계의 프로그램 코드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요소들을 식별하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수단을 더 포함하

는 정보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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