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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높은 화상 품질(즉, 낮은 왜곡 레벨)을 보존하고, 예상 잡음 레벨에 적응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값을 변형함으
로써, 변환 계수의 세트내의 메시지를 인코딩하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scaled bin encoding)이라 불리는 새로운 인
코딩 방안에 근거하는 변환 영역 워터마킹 기법(transform domain watermarking technique)을 개시한다. 워터마크 
화상(watermark image)의 리캡처링(recapturing)은 최대 가능성 절차(maximum likelihood procedure)(즉, 변환 
계수의 통계 및 화상 처리 동작 또는 공격 잡음(attack noise)에 의해 이들 계수에 도입된 잡음의 최악의 통계 모델(w
orst case statistical model)에 근거하는 최대 가능성 디코딩)를 이용한 디코딩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데이터의 워터마킹(watermarking)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화상 데이터에 워터마
크 데이터를 삽입(emedding)하고, 원래의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서, 워터마킹된 디지털 데이터의 잡음 
버전(noisy version)으로부터 삽입 워터마크 데이터를 리캡처링하는 기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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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를 들면, 공용 액세스가능 웹 사이트(publicly accessible web sites)를 이용함)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데이터의 복제 및 분배의 간략화와 조합된 디지털 정보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 제공자들은 그
들의 전자 데이터(예를 들면, 화상, 비디오, 음성, 텍스트)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copyright) 보호를 위한 정교한 워터마킹 및 정보 감춤 방법(information hiding metho
dologies)의 설계 및 연구 쪽으로 많은 연구 노력이 가해지도록 촉진하였다.
    

워터마킹 기법은 암호 정보를, 예를 들면, 화상내에, 이 정보가 암호 키(secret key)에 대한 액세스 없이는 제거 또는 
판독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삽입하는데 이용된다. 한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워터마킹된 화상은 일단 워터마크
가 원래의 화상으로 삽입되는 경우 지각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워터마킹의 주된 응용은 데이터의 소유권을 제공하고, 위조자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악의
의 공격자가 화상에 대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히지 않고서는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장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그 외에도, 워터마킹 기법은 화상에 대해 수행되는, 프린팅, 스캐닝, 손실 압축(예를 들면, 
JPEG), 필터링 등과 같은 표준 동작에 대해 강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워터마킹 기법의 설계에서 고려될 트레이드오프는 3 가지의 중요한 파라미터, 즉 공격 및 화상 처리 동작에 
대한 강건성, 높은 품질 및 삽입될 암호 정보의 상대적 양인 코딩율에 의존한다.

    
종래의 화상 워터마킹 기법은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특징 세트의 유형에 따라 2 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워터마크는 화상의 공간 영역 표현에서의 휘도(luminance)의 세기값 또는 화상의 변환 영역 표현(예를 들면, D
CT, DWT)에서의 변환 계수내에 삽입된다. 또한, 워터마크 신호를 검출하는데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그들이 워터마크 
검출 처리 동안 원래의 화상을 이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2 가지의 카테고리하에 놓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환 영역
의 계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원래의 화상에 대한 재분류(resorting)없이 그것을 검출하는 워터마킹 기법은 표준 
화상 처리 동작 및 적대적인 공격에 대한 그들의 강건성에 있어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변환 영역내의 워터마크 데이터를 인코딩함으로써 워터마크 메시지 또는 데이터를 화상 I에 삽입하는 기본적인 기법은 
화상의 변환 영역에서의 표현(예를 들면, DCT, DFT 등)을 획득하기 위해 처음에 화상 I를 변환함으로써 수행된다. 다
음,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가 선택되고, 변환 계수값의 서브세트를 약간 변경함으로써 워터마크 메시지가 인코딩되며, 
그에 따라 워터마킹된 변환 계수 세트가 생성된다. 그 다음, 워터마킹된 계수는 비워터마킹된(non-watermarked) 계
수와 조합되어, 화상의 워터마크 삽입 변환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그 후, 워터마킹된 변환 표현은 역변환되어 워터마킹
된 화상    를 생성한다. 계수 변형은 충분히 미세한 것이므로,    는 원래의 화상 I로부터 지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워터마킹된 화상    로부터 워터마크를 리캡처링하기 위해, 디코더는 소정의 화상 처리 동작 또는 적대적인 공격을 겪었
을지도 모르는    의 왜곡 또는 잡음 버전을 수신한다. 디코더는 수신된 버전을 적절한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여, 
워터마크 신호가 인코딩된 계수의 동일 서브세트를 선택한다. 그 후, 디코더는 디코딩 절차를 이용하여 계수의 서브세
트로부터 워터마크 메시지를 추출한다.

최근, 변환 영역에서의 워터마킹을 위한 2 가지 방법에서는 원래의 화상에 대한 재분류없이 디코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수 교란(coefficient perturbation) 및 디더링 변조(dithering modul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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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교란을 이용하는 한 가지 종래의 방법에서는, 중요한 DCT(즉, 변환) 계수의 값을 교란함으로써, 워터마크 데이터
가 원래의 화상에 부가된다. 예를 들어, s가 DCT 계수이면, 워터마크 데이터의 " 0(zero)" 비트는 계수를 s + ε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코딩되고, 워터마크 데이터의 " 1(one)" 비트는 계수를 s - ε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코딩되는데, 여기
서 ε은 작은 상수이다. 워터마킹된 화상    로부터 워터마크 메시지를 리캡처링하는 것은 적절한 DCT 계수를 워터마
크 메시지와 상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이러한 워터마킹 기법의 변형에서는 DFT 또는 DWT와 같은 다른 변환 영역을 
이용하고/하거나 다른 교란 방안(예를 들면, s(1 ±ε) 또는 s ±ε|s|)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제안하였다.

디더링 변조는 변환 영역 계수를 양자화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경우, 계수의 선택된 서브세트에 워터마크 메시
지를 삽입하는 것은 워터마크 메시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들 계수를 그들의 양자화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 0" 비트는 계수를 양자화기 q 0 으로 양자화함으로써 인코딩되고, " 1" 비트는 계수를 다른 양자화기 
q1 로 양자화함으로써 인코딩된다.

디더 변조 워터마킹 방안의 변형에서 " 0" 비트 및 " 1" 비트 값은, 디더 변조 방안에서 사용된 양자화기 맵핑(mappin
g) q0 및 q1 의 작은 변형에 근거하는 2 개의 " 자기 잡음 억제(self-noise suppression)" 맵핑 f 0 및 f1 을 이용하여 인
코딩된다.

    
현재까지, 계수 교란 및 디더 변조를 포함하는 종래의 워터마킹 방안은 사전정의된 왜곡 레벨 또는 잡음 기준(noise c
riteria)에 적응하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비교적 낮은 정보 삽입율을 제공하거나, 또는 잡음 
조건의 변경하에서 높은 에러율을 겪게 된다. 보다 중요하게는, 악의 있는 공격에 의한 시도는 워터마크 삽입 화상 데이
터상에 알려지지 않은 잡음 조건의 형태를 취하므로, 이들 종래의 방안은 (워터마킹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데이터의 
보안에 대한 공격에 대해 확실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본 발명은 높은 화상 품질(즉, 낮은 왜곡 레벨)을 보존하고, 예상(즉, 최악의) 잡음 레벨에 적응되는 방식으로 화상 값
을 변형함으로써, 워터마크 데이터를 화상 데이터로 인코딩하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scaled bin encoding)이라 불
리는 새로운 인코딩 방안에 근거하는 워터마킹 기법을 제공한다. 워터마크 삽입 화상이 비의도적 및/또는 의도적인 잡
음에 노출된 후 그것으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리캡처링하는 것은, 원래의 화상 값의 평가된 통계 및 화상 처리 동작 
또는 공격 잡음에 의해 화상에 도입된 잡음의 예상되는 통계적 모델에 근거하는 확률 기반 절차(예를 들면, 최대 가능
성 디코딩(maximum likelihood decoding))를 이용한 디코딩 방법에 의해 수행되며, 그에 따라 강건한 고품질의 워터
마킹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디지털 워터마크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고, 원래의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서, 워터
마킹된 디지털 화상 데이터에 도입된 잡음에도 불구하고, 워터마킹된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삽입 워터마크를 리캡처링하
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2 가지의 처리, 즉 워터마킹된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원래의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는 처리와, 원래의 워터마킹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워터마킹된 디
지털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처리에 의해 수행된다.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이라 불리는 인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가 디지털 화상 데이터에 삽입된다. 삽입된 워터마크 데이터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워터마킹된 
데이터로부터 리캡처링된다. 일실시예에서,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은 최대 가능성(Maximum Likeligood; ML) 디코딩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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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워터마킹된 데이터의 삽입은 원래의 디지털 화상을 제 1 변환 계수로 변환하고, 에러 정정 코드(error 
correcting code)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하여,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제 1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에 삽입하여 삽입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를 생성한 후, 계수의 워터마크 삽입 
제 1 서브세트를 나머지 비워터마크(non-watermark) 삽입 제 1 변환 계수와 함께 역변환하여, 원래의 디지털 화상 
데이터 및 워터마크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터마크 삽입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은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의 각 계수를 예상 잡음 레벨 및 허용 왜곡 모델을 
나타내는 사전결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로 스케일링하고, 각각의 스케일링된 계수를 각 스케일링된 계수로 삽입될 대응
하는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의 논리 상태에 의존하는 한 쌍의 스큐 이산 맵핑(a pair of skewed discrete m
appings) 중 하나로 맵핑하고, 대응하는 맵핑 및 스케일링된 계수와 각 스케일링된 계수 사이의 차이를 획득하고, 그 
차이를 대응하는 원래의(즉, 스케일링되지 않고, 맵핑되지 않은) 계수에 부가하여, 각 워터마크 삽입 변환 계수를 획득
함으로써 수행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워터마크 인코딩 동안 이용된 것과 동일한 변환을 이용하여 워터마
크 삽입 화상을 제 2 변환 계수로 변환하고,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에 대응하는 워터마킹된 변환 계수의 제 2 서브
세트를 선택하고, 계수의 제 2 워터마킹된 서브세트의 화상 통계를 이용하여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
터를 평가하고, 사전결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 스케일링 및 맵핑 단계의 알려진 양상(aspects), 예상 잡음 및 허용 왜
곡 모델, 평가된 통계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으로 계수의 제 2 서브세트로부터 삽입 워터마크 데
이터를 추출하고, 워터마크 인코딩시에 이용된 에러 정정 코드에 기초하는 에러 정정 디코더를 이용하여 추출 워터마크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원래의 워터마크의 평가를 획득함으로써, 워터마크 삽입 디지털 화상 데이터로부터 워터마크 데이
터가 리캡처링된다. 일실시예에서, ML 디코딩 방안은 확률 유형 디코딩 방안으로서 이용된다.
    

    
워터마크를 디지털 화상 데이터에 삽입하기 위해, 워터마킹 시스템의 일실시예는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변환 영역 표현
으로 변환하는 화상 변환기와,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코더와,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함으로써,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제 1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
트에 삽입하여 삽입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를 생성하는 워터마크 인코더와, 계수의 워터마크 삽입 제 1 서브세트를 나머
지 비워터마크 삽입 제 1 변환 계수와 함께 역변환하여, 디지털 화상 데이터 및 워터마크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터마킹
된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 화상 변환기를 포함한다.
    

    
워터마킹된 화상으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리캡처링하기 위해, 워터마킹 시스템의 일실시예는 워터마킹된 화상 데이
터를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는 화상 변환기와, 계수의 제 2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수단과, 사전결
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 스케일링 및 맵핑 단계의 알려진 양상, 예상 잡음 및 허용 왜곡 모델, 평가된 통계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으로 계수의 제 2 서브세트로부터 삽입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는 확률 기반 워터마
크 디코더와, 원래의 에러 정정 코드에 근거하는 에러 정정 디코더를 이용하여 추출 워터마크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워
터마크 데이터를 생성하는 디코더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도 1은 워터마킹 처리의 기본적 단계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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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2b는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한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4a 및 4b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한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의 제 1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5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가 디코딩되는 워터마킹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a 및 6b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및 최대 가능성 디코딩을 이용한 워터마킹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c는 본 발명에 따른 변환 계수 서브세트의 선택을 위한 DCT 계수의 순서화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워터마킹 처리는 3 단계, 즉 워터마크 디코딩 단계(10), 공격 채널 단계(11) 및 워터마크 디코딩 단계(12)를 갖는 것
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인코딩 단계(10)는 2 개의 입력, 즉 m(삽입될 워터마크 데이터 또는 메시지) 및 i(워터마크 메시지가 삽입될 커버텍스
트(covertext))를 수신한다. 커버텍스트 화상 i는 텍스트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또는 이들 유형의 데
이터의 조합을 포함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인코더의 출력은 원래의 화상 i와 지각적으로 유사한 워터마
킹된 화상 i'이다. 공격 채널(11)은 워터마킹된 화상에 대한 예상된 및/또는 비악의적 신호 처리 동작(예를 들면, 압축, 
필터링 등) 및/또는 의도적인 공격의 합성을 나타낸다. 채널의 워터마크 삽입 화상 출력 * 는 잡음 신호 r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가정되는, 입력 워터마크 삽입 화상 i'의 왜곡된 버전이다. 마지막으로, 디코더(12)는 화상 i* 를 입력으로서 수
신하여, 원래의 커버텍스트 화상 i에 대한 재분류없이 삽입 메시지 m을 평가한다.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한 삽입

    
도 2a는 워터마크 메시지를 커버텍스트 화상에 삽입하기 위한 워터마킹 시스템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워터마크 메시
지 m을 화상 데이터 i에 삽입하는 것은 변환 영역에서 수행된다. 화상 i는 처음에 화상 변환 블록(20)에 의해 변환 계
수의 세트 t=F(i)로 변환된다. 화상 변환 블록(20)은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
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 변환 블록은 화상을 이산 코사인 변환(DCT) 표현 또는 이산 푸리에 변환(DFT) 
표현으로 변환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삽입 이전에, 에러 정정 코드 블록(21)에 의해 워터마크 메시지 m이 에러 
정정 코드 포맷 b로 인코딩된다.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 화상 계수 t로부터 계수의 서브세트 s가 선택된다.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블록(22)은,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의 각 계수가 예상 잡음 모델 및 허용 왜곡 모델의 함수인 사
전결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로 스케일링되고, 각각의 스케일링된 계수는 각 스케일링될 계수에 삽입될 대응하는 인코딩
된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의 논리 상태에 의존하는 한 쌍의 스큐 이산 맵핑 중 하나로 맵핑되고, 대응하는 맵핑 및 스케
일링된 계수와 각 스케일링된 계수 사이의 차이가 획득되고, 그 차이가 대응하는 원래의(즉, 스케일링되지 않고, 맵핑되
지 않은) 계수에 부가되어, 각 워터마크 삽입 변환 계수를 획득되는 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메시지 b를 선택된 화상 데
이터 변환 계수 s에 삽입하여 워터마크 삽입 계수 x를 생성한다.
    

워터마크 삽입 계수 x는 대응하는 비워터마크 삽입 계수 s를 대체하며, 나머지 비삽입 계수와 조합된다. 결과적인 조합 
계수는 역 화상 변환 블록(23)에 의해 역변환되어 워터마크 삽입 화상 i'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빈 코딩은 메시지 자체 및 그것이 인코딩될 화상에 의존하여 소정의 메시지를 인코딩하기 위한 코드 워드가 
선택되는 기법인 것으로 정의됨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은 변환 계수를 혼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잡음 및 허용 왜곡의 레벨에 대한 코딩율(즉, 빈의 수)에 적응하도록 빈 코딩 
방안에 적절한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도입되는 기법으로서 정의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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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은 화상 처리 동작 및 적대적인 공격에 의해 도입된 잡음에 대해 강건하다.
    

화상 변환기(20), 인코더(21), 스케일링된 빈 인코더(22) 및 역 화상 변환기(23)를 포함하는 도 2a에 도시된 시스템
은 컴퓨팅 또는 처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ASIC과 같은 전용 하드웨어 구현으로 실현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현의 소정의 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도 2b는 도 2a에 도시된 시스템에 대응하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2
b에 도시된 방법은 화상 데이터 i를 변환 계수로 변환하는 단계(단계 24)와, 워터마크 데이터 m을 에러 정정 코드 포
맷으로 인코딩하여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b를 생성하는 단계(단계 25)와,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하여, 인코
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b를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 s에 삽입하는 단계(단계 26)와, 워터마크 삽입 계수 x 및 나머지 비워
터마크 삽입 계수를 역변환하여 워터마크 삽입 화상 i'을 획득하는 단계(단계 27)를 포함한다.
    

워터마크 데이터를 화상으로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하는 것은 화상의 소정의 변환 영역 대신에 화상의 공간(즉, 화소) 
영역내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워터마킹 시스템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화상 변환 블록(20) 및 
역 화상 변환 블록(23)(도 2a)은 필요하지 않으며, 워터마킹 방법의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변환 단계(24) 및 역변환 
단계(27)는 필요하지 않다.

일실시예에서, 스케일링 빈 인코딩을 이용한 삽입은 이하의 허용 왜곡 모델 및 예상 잡음 모델 기준을 따름으로써 워터
마킹된 화상이 원래의 화상에 지각적으로 유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1. 왜곡 제한 d(x, s) < D와 양립하는 스칼라 왜곡 레벨                          을 갖는 한 쌍의 스칼라 이산 맵핑 -q0 및 
q1 .

2. 그 값이 공격 채널에서의 예상 잡음의 상대적 파워에 의존하는 스칼라 파라미터 0 < α< 1.

그러므로, N 비트의 시퀀스 b=(b1 , ..., b N )가 N 변환 계수의 시퀀스 s=(s 1 , ..., s N )에 삽입되는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시퀀스 s를 α만큼 스케일링한 후, 그것을 i번째 구성 요소가 b i의 부호(sign)에 따라 q
0 에 의해 또는 q1 에 의해 맵핑되도록 시퀀스 b에 의해 구성 요소 방식(component-wise)으로 정의된 이산 맵핑 q를 
이용하여 맵핑함으로써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이용하여 삽입이 수행된다. 보다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다음, αs와 그 맵핑된 버전 사이의 차이가 원래의 시퀀스 s에 부가되어 워터마킹된 신호 x가 획득된다.

도 3은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예상 잡음 레벨의 함수인 스케일링 파라미터 α 및 허용 왜곡 모델의 함수인 이산 맵핑
을 이용하여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을 수행하는 단계를 도시한다. 본 방법에 따르면, 서브세트 s의 각 계수 s i는 사전결
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 α로 스케일링되고(단계 30), 그 다음 스케일링된 계수 s i에 삽입될 대응하는 인코딩된 워터
마크 비트 bi의 논리 상태에 의존하는 한 쌍의 스큐 이산 맵핑(q0 , q1 ) 중 하나로 맵핑된다(단계 31). 각각의 스케일링
된 계수와 그 대응하는 맵팽되고 스케일링된 계수 사이의 차이가 결정되고(단계 32), 그 차이는 대응하는 원래의(즉, 
스케일링되지 않고, 맵핑되지 않은) 계수에 부가되어 각각의 워터마크 삽입 변환 계수 x i의 디지털 데이터 표현이 획득
된다(단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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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기반 디코딩을 이용한 디코딩

    
워터마킹 시스템 및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워터마크 디코딩 단계(13)(도 1)는 원래의 화상의 변환 계수 및 공
격 채널 잡음에 대한 예상(즉, 최악의) 모델에 관련된 통계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 통계 평가 절차(parametr
ic statistical estimation procedures)를 포함하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확률 기반 디코딩 방
안은, 원래의 화상 및 워터마크 삽입 화상이 통계적인 유사성을 갖고, 그로 인해 원래 화상의 평가된 통계 데이터를 획
득하는데 워터마크 삽입 화상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도 4a)을 이용한 워터마킹 시스템의 일실시예에서, 화상 변환 블록(40)은 잡음 화상 i * 를 수신
하여, 그것을 변환 표현으로 변환한다. 변환 블록(40)에 의해 수행된 변환의 유형은 워터마크 인코딩 처리 동안 수행된 
것과 동일한 유형이다. 화상 변환 블록(40)은 워터마크 삽입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 y를 확률 기반 워터마크 디코더(4
1)에 제공한다. 워터마크 삽입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 y는 워터마크 인코딩 처리 동안 사용된 계수의 원래 서브세트(즉, 
s)에 대응한다. 워터마크 디코더(41)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서브세트로부터 삽입 워터마크 데이터 b * 를 
추출한다. 추출된 워터마크 데이터 b* 는 에러 정정 코드(ECC) 디코더(42)에 제공되고, 에러 정정 코드 디코더(42)는 
워터마크 데이터 b* 를 디코딩하여 평가된 워터마크 데이터 m* 를 출력한다.

도 4b는 화상 i* 의 왜곡 또는 잡음 버전으로부터 인코딩된 워터마크 메시지 m이 평가되는 확률 기반 디코딩을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처음에 잡음 워터마크 삽입 화상 i * 는 변환 영역 표현 F(i * )로 변환되고(단계 43), 
워터마크 인코딩 처리에서 이용된 제 1 서브세트 s(s1 , ..., s N )와 동일한 변환 영역에서의 위치를 갖는 변환 계수의 
제 2 서브세트가 선택된다(단계 44). 이들 계수는 y=(y 1 , ..., y N )으로 표시된다. 다음, 왜곡된 계수 y=(y 1 , ..., y N )
의 통계를 결정함으로써 계수의 원래 서브세트 s=(s1 , ..., s N )의 통계 파라미터가 평가된다(단계 45). 스케일링 파라
미터, 예상 잡음 및 허용 왜곡 모델 및 평가된 통계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처리의 알려진 양상을 
이용하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y로부터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워드 b * 가 추출된다(단계 46). 일단 
워터마크 데이터 b* 가 결정되면, 그것은 디코딩되어 평가된 디코딩 메시지 m* 가 획득된다(단계 47).

화상 변환기(40), 워터마크 디코더(41) 및 ECC 디코더(42)를 포함하는 도 4a에 도시된 시스템은 컴퓨팅 또는 처리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ASCI과 같은 전용 하드웨어 구현으로 실현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구현의 소정의 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변환 영역내의 계수의 " 위치" 는 변환으로부터 생성된 계수의 어레이내의 위치를 지칭함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위치
는 변환으로부터 생성된 계수의 어레이의 차원에 의존하는 1, 2, 3 또는 임의의 다차원 위치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이 최대 가능성(ML) 디코딩 방안인 일실시예에서, 스케일링 빈 인코딩 절차에 의해 이용된 동일 
파라미터(α, q0 , q1 ), 예상 잡음 및 허용 왜곡 모델, 원래의 서브세트 s(s 1 , ..., s N )의 평가된 통계 파라미터가 이용
된다. 도 5는 ML 디코딩 절차의 방법의 일실시예를 도시한다.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파라미터(51)(즉, α), 원래의 맵
핑(52)의 알려진 양상, 예상 잡음 및 허용 왜곡 모델(53) 및 평가된 통계 파라미터(54)가 주어지는 경우, 다음의 확률
이 결정된다(단계 55, 56).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를 인코딩시에 포인트 q0 (j)가 이용된 확률 P0 (j),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를 인코딩시에 포인트 q0 (j)가 이용된 경우 왜곡된 계수값 y i를 관측할 조건 확률 P0 (yi|j),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를 인코딩시에 포인트 q1 (j)가 이용된 확률 P1 (j),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를 인코딩시에 포인트 q1 (j)가 이용된 경우 왜곡된 계수값 y i를 관측할 조건 확률 P1 (yi|j).

(여기서, j는 유한 간격{-J, J}상에서 범위를 갖는 이산 맵핑 포인트의 정수 인덱스임). 확률의 결과 및 각각의 가능한 
코드 워드 b(여기서, b는 2 k의 가능한 에러 정정 코드 워드상에서 범위를 가짐)를 이용하여 다음의 스코어(score)가 
결정된다(단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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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스코어가 평가되고, 스코어 Sc(b)를 최대화하는 코드 워드 b가 선택되어, 평가된 인코딩 워터마크 데이터 워드 
b* 에 대응하게 된다(단계 58).

도 6a 및 6b는 잡음 화상 i * 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할 때 디코딩을 간략화하도록 워터마크 데이터의 인코딩이 
수행되는,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도 6a) 및 ML 디코딩(도 6b)을 이용한 워터마킹 방법의 구현을 도시한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음에 워터마킹될 화상 i가 DCT 변환 표현 t=DCT(i)로 변환된다(단계 60).

다음,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좌측 코너(번호 1)로부터 시작하여 우측 하부 코너(번호 M)에서 끝나는 오프 대
각선(off-diagonals)의 순서에 따라 변환 계수가 DCT 영역에서 순서화된다(단계 61). DCT 영역은 화상의 주파수 
영역 표현에 대응함을 알아야 한다. 도 6c를 참조하면, 상부 좌측 코너(1)에 위치된 가장 낮은 주파수(즉, DC)로부터 
하부 우측 코너(M)에서의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 계수가 대각선으로 순서화된다. 각각의 오프 대각선(예를 들면, L 1 , 
Ln)은 해당 범위내의 계수의 그룹(즉, 오프 대각선)을 포함하는 주파수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 후, L1 부터 Lh까지(여기서, 1< L1 < Lh< M) 인덱싱된 오프 대각선에 대응하는 순서화된 계수로부터 N 변환 계수
의 서브세트 s가 선택된다(단계 62). 이들 계수는 워터마크 메시지 또는 데이터가 인코딩될 커버텍스트 신호 s=(s 1 , ..., 
sN )로서 이용될 것이다. 범위 [L1 , Lh]내의 인덱스를 갖는 각 오프 대각선에 대해, 이러한 오프 대각선에 대응하는 계
수에 대한 통계 파라미터가 계산된다(여기서, i는 계수의 인덱스임)(단계 63). 이 경우, 통계 파라미터는 i 번째 계수의 
오프 대각선상에 위치된 계수 세트의 평가 분산(variance) Q이다. 소정의 오프 대각선에 대응하는 계수는 동일한 평가 
분산을 공유한다.

한 세트의 수    의 평가 분산의 수학식은 통계학 분야에 잘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각각의 오프 대각선에 대해 한 쌍의 균일한 이산 맵핑이 계산된다(단계 64). 이산 맵핑은 허용 스칼라 왜곡 레벨에 의
존한다. 계수 si에 대한 이러한 왜곡 레벨은        로 정의되며, 여기서 ε은 시각적 왜곡 레벨을 제어하는 광역 파라미
터(global parameter)이다. 이러한 왜곡 항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의 모델에 의해 동기화되며, 다른 왜곡 함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동일 오프 대각선에 대응하는 모든 계수는 공통 왜곡 레벨 D i를 가지므로, 동일한 이산 맵핑을 공유하
게 되고, 따라서 맵핑 계산을 크게 감소시킴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각 왜곡 레벨 파라미터 D i에 대해, 한 쌍의 균일한 
스칼라 이산 맵핑 -q0 및 q1 이 다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round(·)는 실제 입력에 가장 근사한 정수값을 반환한다.

맵핑 qi0 , qi 1 은 이산 세트                            에서의 값을 각각 취한다. qi0 (j) 및 qi1 (j)에 의해(여기서, j는 정수 
인덱스임), 전술한 이산 세트에서의 대응하는 요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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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메시지 m은, 변환 순서화의 유형에 의존하여, 후속 디코딩 단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선택된 코드를 이용하여, 
b=(b1 , ..., b N )로 표시된 N 비트의 시퀀스로서 인코딩된다(단계 65). 이 경우, 메시지는 하다마드 행렬 행(Hadama
rd matrix rows)을 ML 디코딩 처리 동안 확률 계산을 가속화하는 에러 정정 코드 워드로서 이용하여 인코딩된다. k 
메시지 비트의 각 블록은 차수(order) k의 하다마드 행렬의 길이 n=2 k의 적절한 행으로 맵핑되며, 여기서 k는 오프 
대각선의 함수로서 및 예상 잡음 파워의 함수로서 변경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N=nR로 가정되며, 여기서 R은 정수
이다.

이진 시퀀스 b=(b1 , ..., b n)는 워터마킹된 계수 시퀀스 x를 획득하기 위해, 스케일링된 빈 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계수 
서브세트 s=(s1 , ..., s n)에 삽입된다(단계 66). 서브세트 s=(s 1 , ..., s N )가 고갈될 때까지 n 계수의 각 블록에 대해 
스케이링된 빈 인코딩이 수행된다. 처음에, 수학식       에 의해 정의된 스케일링 파라미터 α를 이용하여 계수가 스케
일링되며, 여기서 ε은 위에서 정의되었으며, η는 예상(즉, 최악의) 잡음 파워와 커버텍스트 신호 파워 사이의 비율이
다. 비율 파라미터 η은 많은 화상 및 다양한 잡음 유형에 대해 그 값을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잡음이 강
할수록 η의 값도 커진다. 잡음의 최대 레벨은 요구되는 워터마킹 방안이 어떻게 강건한지, 및 η의 대응하는 값이 어떻
게 결정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선택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파라미터 α는 인덱스 i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고정되지 않
음을 알아야 한다. 그 후, 다음과 같이 정의된 벡터 이산 맵핑 q Dn (단계 64에서 결정됨)을 이용하여 스케일링된 계수
가 맵핑된다.

다음, αs와 맵핑된 버전 사이의 차이가 원래의 시퀀스 s로부터 감산되어, 워터마킹된 신호 x가 획득된다.

DCT 표현 t에서의 계수 시퀀스 s는 워터마킹된 계수 시퀀스 x로 대체되고, 결과의 워터마킹된 변환 표현은 t'으로 표
시된다(단계 67). 그 후, 워터마킹된 DCT 영역 표현이 역변환되어(단계 68), 워터마킹된 화상 i'=DCT -1 (t')이 획득
된다.

도 6b를 참조하면, 디코더는 몇 가지 형태의 의도적 및/또는 비의도적 잡음에 노출되어 i * 로 표시된 화상의 왜곡 또는 
잡음 버전이 된후의 워터마크 화상 i'을 수신한다. 디코더는 최대 가능성 디코딩을 이용하여 잡음 화상 i* 가 주어진 삽
입 워터마크 데이터를 평가함으로써 추출한다. 처음에, 잡음 화상 i * 의 DCT 변환이 결정되어, t * =DCT(i* )로 표시된
다(단계 69). 다음, 잡음 화상의 변환 계수 t * 가,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처리에 대해 순서화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순
서화된다(단계 70). 이 경우, 계수는 상부 좌측 코너(번호 1)로부터 시작하여 우측 하부 코너(번호 M)에서 끝나는 오
프 대각선에 따라 순서화된다. 일단 계수가 순서화되면, 원래의 서브세트 s(즉, L 1 로부터 Lh까지 인덱싱된 오프 대각
선, 여기서 1< L1 < Lh< M)에 대응하는 N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 y=(y 1 , ..., y N )가 선택된다(단계 71).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면, 왜곡 화상 i * 는 원래의 화상 i와 시각적으로 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잡음 버전 계수 y에 대한 
통계 파라미터(예를 들면, 분산 평가 Q i

* )를 결정함으로써 원래의 워터마킹된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터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서브세트 s에 대해 결정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브세트 y내의 그룹(즉, 오프 대각선)에 대해 통계 파
라미터 Qi

* 가 결정된다.

그 다음,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 처리에 대해 계산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오프 대각선에 대해 한 쌍의 균일한 이산 
맵핑 q0* 및 q1* 가 계산된다(단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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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워터마킹된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터가 결정되면, 최대 가능성 디코딩을 이용하여,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b
* 가 추출된다(단계 74). 구체적으로, 각 관측 y i에 대해, 포인트 q i

0* (j) 및 q i
1* (j)가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 s i를 인코

딩하는데 각각 이용된 경우, 값 yi를 관측할 확률 P0 (yi|j) 및 P1 (yi|j)를 평가한다. DCT 계수의 결합 분포(joint di
stribution)에 대한 독립적인 가우시안 모델, 공격 채널에서의 허용 워터마크 왜곡 및 예상 잡음을 이용하여, 이들 확률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대응하는 원래의 계수 si를 인코딩시에 대응하는 포인트 qi
0* (j) 및 q i

1* (j)를 이용하는 것의 연역적(a-priori) 확률 
q0 (j) 및 q1 (j)는 yi와는 독립적이며,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각각의 하다마드 코드 워드 b(여기서 b는 2 k의 가능한 에러 정정 코드 워드상에서의 범위를 가짐)에 대해 다음의 스코
어가 계산된다.

여기서, J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된다. 즉,

차이                            는 모든 i 및 b ∈{0, 1}에 대해 무시할 수 있다. 위에서 정되된 스코어 함수는 고속 하다
마드 변환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워터마크 인코딩 동안 오프 대각선 계수를 순서화 
및 선택함으로써 워터마크 디코딩이 향상되어, 고속 하다마드 변환을 이용한 확률 계산을 용이하게 한다.

모든 하다마드 코드 워드에 대해 스코어의 세트가 계산된다. 스코어 함수를 최대화하는 코드 워드 b는 평가된 워터마킹
된 코드 워드 b* 이다. 평가된 디코딩된 메시지 m* 를 획득하기 위해, 워터마크 코드 워드 b* 는 하다마드 행렬 행의 인덱
스를 이용하여 디코딩된다(단계 75). 도 6a 및 6b에 도시된 방법에 따르면, 하다마드 디코딩을 이용하여 Sc(b)의 결
정의 간략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오프 대각선 순서화에 따라 계수가 순서화 및 선택됨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워터마킹 
기법은 ML 디코딩 동안 최소화된 확률 계산이 수행되도록 다른 변환 순서화와 다른 디코딩 방안을 함께 이용하여 마찬
가지로 최적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서, 구체적인 변환, 인코딩, 디코딩 및 순서화 유형과 같은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도록 개시된 것이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이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해 이
용될 필요는 없음을 명백히 알 것이다. 다른 예에서, 잘 알려진 화상 처리 단계는, 본 발명을 불필요하게 모호하게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되지 않았다.

또한, 본 발명의 요소는 소정의 실시예와 함께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알 것
이다. 따라서, 예시를 통해서 도시 및 기술된 특정 실시예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도 제한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의도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참조는 본 발명에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징만을 인용하는 특허 청구 범위
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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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련된 영역 표현(domain representation)을 갖는 디지털 화상 데이터의 워터마킹(watermarking) 방법에 있어서,

에러 정정 코드(error correcting code)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생성
하는 단계와,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scaled bin encoding)을 이용하여, 상기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상기 화상의 영역 표현의 
요소(element)의 제 1 서브세트에 삽입(embedding)하여, 상기 영역 표현의 삽입 서브세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요소의 삽입 서브세트를 상기 화상의 상기 영역 표현의 요소의 나머지 비삽입 부분과 조합하여 상기 화상의 워터
마크 삽입 영역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상기 화상의 상기 영역 표현의 요소의 상기 제 1 서브세트에 삽입하기 전에, 상기 디
지털 화상 데이터를 공간 영역 표현으로부터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화상의 상기 워터마크 삽입 영역 표현을 역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화상 데이터 및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를 포함하
는 상기 워터마킹된 디지털 화상의 공간 영역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은,

상기 화상의 상기 영역 표현의 상기 서브세트의 각 요소를 상기 화상 데이터, 예상 잡음 레벨 및 허용 왜곡 모델의 통계
(statistics)를 나타내는 스케일링 파라미터로 스케일링하는 단계와,

각 스케일링된 요소를 각 스케일링된 요소로 삽입될 대응하는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 비트의 논리 상태에 의존하는 
한 쌍의 스큐 이산 맵핑(a pair of skewed discrete mappings) 중 하나로 맵핑하는 단계와,

대응하는 원래의 요소와 각 스케일링된 요소 사이의 차이를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차이를 대응하는 원래의 요소에 부가하여 각 워터마크 삽입 요소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화상의 상기 워터마크 삽입 공간 영역 표현의 잡음 버전(noisy version)으로부터 상기 워터마크를 리캡처링(re
capturing)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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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잡음 워터마크 삽입 화상의 상기 공간 영역 표현을 상기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요소의 제 1 서브세트에 대응하는 상기 화상의 상기 잡음 워터마킹된 삽입 변환 영역 표현으로부터 요소의 제 2 
서브세트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요소의 제 2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터(statistical parameter)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통계 파라미터, 예상 잡음 및 허용 왜곡 모델 및 상기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과 관련된 스케일링 파라미터를 이용하
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probability based decoding scheme)으로 상기 요소의 제 2 서브세트로부터 삽입 워터마
크 코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에러 정정 코드에 근거하는 에러 정정 디코더를 이용하여, 상기 추출된 워터마크 코드 데이터를 디코딩함으로써,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삽입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단계는,

1) 각각의 상기 요소의 제 2 서브세트 및 각각의 이산 맵핑에 대해,

a) 소정의 맵핑 값이 상기 요소의 제 1 서브세트내의 대응하는 원래의 요소를 인코딩하는데 이용된 제 1 확률과,

b) 상기 소정의 맵핑 값이 이용된 상기 제 1 확률이 주어지는 경우 상기 요소의 제 2 서브세트의 각 요소를 관측할 제 
2 확률을 결정하는 단계와,

2) 상기 제 1 및 제 2 확률로부터 결정된 각각의 가능한 워터마크 데이터 코드 워드에 대한 스코어 값을 결정하는 단계
와,

3) 상기 스코어 값을 최대화하여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의 평가를 제공하는 상기 워터마크 코드 데이터 워드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영역 표현은 관련 계수를 갖는 DCT 변환 영역에 대응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오프 대각선(off-diagonals)의 순서에 따라 상기 DCT 영역 표현에서의 변환 계수의 상기 제 1 서브세트를 순서화하
고, 오프 대각선에 대응하는 변환 계수의 상기 제 1 서브세트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의 그룹은 공통의 왜곡 및 분산 특성을 갖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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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수의 제 2 서브세트의 선택 이전에 상기 변환 영역 표현 계수를 순서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계수의 제 
2 서브세트는 상기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와 동일한 변환 영역 위치를 갖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워터마크 코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는 하다마드 디코딩(Hadamard decoding)을 이용하는 워터마킹 방법.

청구항 10.

디지털 화상 데이터 워터마킹 시스템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화상 처리기—상기 제 1 디지털 화상 처리기는,

상기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 1 변환 계수를 생성하고,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데이터를 인코딩함으로써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생성하고,

스케일링된 빈 인코딩에 의해, 상기 인코딩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상기 제 1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에 삽입하여 삽
입 변환 계수의 서브세트를 생성하고,

상기 계수의 워터마크 삽입 제 1 서브세트를 비워터마크(non-watermark) 삽입 제 1 변환 계수와 함께 역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화상 데이터 및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터마킹된 디지털 화상 데이터를 생성함—와,

제 2 디지털 화상 처리기—상기 제 2 디지털 화상 처리기는,

상기 워터마킹된 화상 데이터를 제 2 변환 계수의 상기 변환 영역 표현으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변환 계수의 제 2 서브세트를 선택하고,

상기 계수의 제 2 서브세트의 화상 통계를 이용하여 상기 변환 계수의 제 1 서브세트의 통계 파라미터를 평가하고,

사전결정된 스케일링 파라미터, 스케일링 및 맵핑 단계의 알려진 양상, 잡음 및 왜곡 모델 및 상기 평가된 통계 파라미
터를 이용하는 확률 기반 디코딩 방안을 이용하여 상기 계수의 제 2 서브세트로부터 삽입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고,

에러 정정 코드에 근거하는 에러 정정 디코더를 이용하여, 상기 추출된 워터마크 데이터를 디코딩함으로써, 상기 워터
마크 데이터를 생성함—를 포함하는

워터마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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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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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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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 17 -



공개특허 특2003-0024880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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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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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도면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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