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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 또는 사용자 정보 매체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워터마크 정

보 및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고,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며,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생

성하고,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변환 커버 이미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한 후,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과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검출 방법

을 포함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신분증

의 위변조에 대한 진위여부를 용이하게 판정하도록 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워터마크, 홀로그램, 프레넬, 푸리에 변환, 커버 이미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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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

낸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방법의 일련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

낸 블록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의의 3차원 깊이값 적용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의 워터

마크 검출 결과를 예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의의 간섭각 적용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의 워터마크 

검출 결과를 예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를 이용한 신분증의 위/변조 및 복제 여부

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의 화면 구성의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 115 : 데이터 입력부

120 : 변환키 생성부 125 : 제1 데이터 변환부

130 :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부 135 : 워터마크 삽입부

140 : 제2 데이터 변환부 145 : 전송부

150 : 워터마크 생성 제어부 310 :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

320 : 변환키 관리부 330 : 홀로그램 워터마크 추출부

335 :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 340 : 데이터 비교부

350 : 워터마크 검출 제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신분

증의 위변조에 대한 진위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의 대중화로 각종 유익한 정보가 대량 유통되고, 또한 해당 정보들이 각종 디지

털 컨텐츠로 제작됨으로써 정보의 무제한 적 복제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에 정보의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을 방지

하고 데이터 보급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있다. 본래 워터마크(wate

rmark)는 고대 파피루스(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지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젖어

있을 때 인쇄를 하고 말린 후 양면에 인쇄를 하면 빛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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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즉, 워터마킹이란 일련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의 워터마크(즉, 정보)를 감추고 추출하는 모든

기술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작물 등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는 다양한 불법 사용자로부터의 공격과 위변조에 강인성을 갖도록 하기 위

해 비인지성(invisible) 및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삽입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암호화 기술만큼 안전하지 않으며, 대부분 강인성과 정보량, 품질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trade-of

f)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 저작권 관리 기술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위변조 방지기술은 광학홀로그램이나 특수인쇄 기술 그리고 지문인식 기술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컴퓨

터, 카메라, 프린터, 스캐너 그리고 컬러복사기 등의 각종 소자와 영상처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각종 범죄에 위변

조된 신분증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에 워터마킹을 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과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

이 있으며, 또한 워터마크를 눈에 보이도록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로고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텍스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텍스트의 라인 시프팅(Line Shifting - 상하이동) 및 워드 시프팅(Word Shifti

ng - 좌우이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고정된 컨트롤 라인(Control Line)이나 고정된 워드 그룹(Word Gro

up)을 기준으로 워터마크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정점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워터마크로 삽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으며, 또

한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라인은 제외됨으로써 삽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욱더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블록별로 마스킹을 적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문서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진 영상(Binary Image)이므로 약간의 변형이 글자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워

터마크의 검출 성능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신분증의 위변조에 대한 진위여부를 용이하게 판정하도록 

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텍스트, 로고, 영상 등)를 보이지 않게 원본 데이터에 대량으로 삽입할 

수 있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 출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존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서 한계로서 지적되던 비인지성을 가질 뿐 아니라 홀로그램

기술의 암호화 특성을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위변조 방지 수준 및 보안성을 향상시킨 홀로그램 워터마

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홀로그램의 리던던시(redundancy) 성분을 이용함으로서 각종 신호처리 및 정보훼손에도 

강건하고 기존의 상용화된 입출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광메모리 기술과 같은 복제 불가한 기술과 병행하

여 더욱 강인한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디지털 컨텐츠 또는 사용자 정보 매체에 워터마크 정보

를 삽입시키는 방법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는 주민등록증,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함-,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및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

기 디지털 컨텐츠 또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와,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변

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기 변환 커버 이미지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공간 평면상에 위치하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상기 커버 이미지에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는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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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것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에서,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중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를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키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워

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상기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와 상응하여 입력된 상기 변환키가 

반영되고,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의 개별 프

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시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

함할 수 있다.

상기 변환키는 상기 워터마크 정보가 복원될 프레넬 영역내의 3차원 깊이값 및 상기 워터마크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상기 개별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간섭각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변환키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상기 워터마크 정보로 복원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에서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될 때, 상기 워터

마크 정보와 기준파(reference wave)는 비축(off-axis)상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 매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 정보 매

체에 포함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사용자 정보 매

체는 주민등록증,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사

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터마

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함-와,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로부터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다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되어 표시된 것임-와, 임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응하여 미리 설정된 변환키를 검출

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변환키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검출되 거나 입력된 변환키를 이용하여, 상기 변환키와 상응하

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역프레넬 변환하여 공간 평면상의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와, 상기

변환된 워터마크 정보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은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와 상기 워터마크 정보 중 어느 하나

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와, 일치하는 경우, 유효한 검사 결과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러 메시지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변환키는 상기 워터마크 정보가 복원될 프레넬 영역내의 3차원 깊이값, 상기 워터마크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상기 개별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간섭각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워터마

크 정보가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될 때 입력 또는 설정된 변환키가 입력 또는 설정된 경우에만 

상기 워터마크 정보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디지털 컨텐츠나 신분증에 부착된 

특정 데이터(예를 들어, 텍스트, 로고, 영상 등)로서 원본 데이터를 커버 이미지라 하고, 당해 커버 이미지에 대한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삽입되는 사용자의 정보로서의 삽입 데이터를 워터마크 정보라 하며, 결과적으로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된 커버 이미지를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라 칭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 및 그 장치를 설명하기에 앞서, 워터마킹의 필수요건을 살펴보

기로 한다.

첫째, 인간이 시각적으로 삽입된 정보를 감지할 수 없는 비인지성이 요구된다. 즉,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경우 인간이 

시각적으로 원본 데이터와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의 구분이 어려워야 한다. 그러나 JPEG나 MPEG과 같은 손실 

압축을 하는 경우 비인지성만을 만족시키면 삽입된 워터마크가 제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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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워터마크는 삽입될 정보의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워터마크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따라 삽입 정보의 인지가

불가능하도록 약 300~400비트(bit) 가량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인지성을 고려하면서도 삽입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삽입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낮은 에러 확률을 가져야 한다. 즉, 고의적이거나 비고의적인 훼손과 손상이 없더라도 워터마크를 추출하는데 

실패할 확률과 워터마크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할 확률이 아주 낮아야 한다.

넷째, 워터마크는 다양한 손실 후에도 반드시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워터마킹 기술은 불법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보급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인지성을 갖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원본 데이터에 삽입할 수 있

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신호처리에도 삽입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

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데이터 입력부(115), 변환키 생성부(120), 제

1 데이터 변환부(125),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부(130), 워터마크 삽입부(135), 제2 데이터 변환부(140), 전송부(145),

워터마크 생성 제어부(150)를 포함한다.

데이터 입력부(115)는 커버 이미지(cover image), 워터마크 정보 등을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다. 데이터 

입력부(115)에서 커버 이미지 등을 입력받는 방법으로는 스캐너(scanner) 등과 같은 입력 수단과 결합되어 해당 장

치로부터 이미지 등을 수신하거나, 저장부(도시되지 않음)에 이미 저장된 정보(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등) 중에서 

특정 정보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변환키 생성부(120)는 커버 이미지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기 위해 워터마크 정보는 홀로그램 원리를 이용하여 변

환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되는 파라미터 값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파라미터 값은 홀로그램 워

터마킹 생성 장치(110)에 의해 자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지정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시에는 각 워터마크 정보의 3차원 깊이값(z), 기준파의 입사 위치 변경

에 따른 기준파와 물체파간의 간섭각(θ)이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로 될 수 있으며, 각 워터마크 정보가 각각 

다른 3차원 깊이값(z)을 가지게 된다.

제1 데이터 변환부(125)는 하나 이상의 워터마크 정보를 커버 이미지에 삽입하기 위해 각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

환(FT : Fresnel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Fresnel Hologram W

atermark)로 생성하고, 또한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부(130)는 제1 데이터 변환부(125)에 의해 프레넬 변환되어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개별 프

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된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를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워터마크 정보들로 합

성하여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들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홀로그램 데이터(즉, 변환된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는 각각 독립된 변환키(즉, 3차원 

깊이값(z) 및/또는 간섭각(θ))를 가지며, 해당 변환키가 입력되어야 원하는 워터마크 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 본 발

명에 적용되는 프레넬 변환은 공간 영역(spatial plane)과 이것에 대한 푸리에 변환인 주파수 평면의 사이(frequency

plane)에서 거리값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생성 및 복원이 결정되므로,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생성시 사용했던 3

차원 깊이값과 동일한 값을 복원시 사용해야만 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사용자는 공간 영역

과 주파수 평면 사이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프레넬 영역에서 정확한 3차원 깊이값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적용된 홀로그램 방식은 기준파와 워터마크 정보가 동축(on-axis)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비축 

홀로그램(off-axis hologram)을 이용하여 그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불법 사용자가 원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

게 된다.

워터마크 삽입부(135)는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부(130)에 의해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워터마

크 정보(즉,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제1 데이터 변환부(125)에 의해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커버 이미

지 데이터로 변환된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 상에 삽입시켜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제2 데이터 변환부(140)는 워터마크 삽입부(135)에 의해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생성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 또는 역 푸리에 변환(IFT)하여 공간 영역

(spatial plane)에 존재하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즉, 주파수 평면상에 워터마크가 삽입된 커버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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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부(145)는 제2 데이터 변환부(140)에 의해 변환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외부 매체(예를 들어, 신분증 생성 장

치 등과 같은 출력 장치, 저작권 정보 삽입 서버 등)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워터마크 생성 제어부(145)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가 사용자가 지정한 워터마크 정보

와 커버 이미지를 이용하여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가 외부 매체를 통해 이

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부(115), 변환키 생성부(120), 제1 데이터 변환부(125),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

부(130), 워터마크 삽입부(135), 제2 데이터 변환부(140), 전송부(145)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워터마크 정보, 커버 이미지, 홀로그램 워터

마킹 생성 장치(110)의 운용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 1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가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는 특정 장치로서 도시되었으나, 상술한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형태로 구현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자 단말기(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PDA, 이

동 통신 단말기 등)에 설치하기만 하면 별도의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원리를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워터마크 정보는 랜덤 위상 마스크(random phase mask)  에 의해서 변조되어 연산된다. 랜덤 위

상 마스크에 의해 변조된 마크이미지는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을 위한 기준파(Reference Wave)와 간섭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랜덤 위상 마스크는 마크이미지의 성분들이 디지털 홀로그램의 전 영역에 균일하

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한다.

워터마크된 정보를  라고 할 때, 랜덤하게 위상 변조된 마크이미지는 아래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수학식 1

그리고,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파를  라 하면, 워터마크 정보의 

주파수 변환값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디지털 홀로그램은 하기의 수학식 2와 같이 생성

된다.

수학식 2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방법의 일련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이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

자 단말기도 포함됨. 이하 같음)는 영역 210 및 영역 220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T : Fr

esnel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에 존재하는 프레넬 홀로그램(Fresnel Hologram) 형태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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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역 210을 통해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되는 워터마크 정보는 'z=98.5'라는 3차원 깊이값(z1)

을 가지는 제1 워터마크 정보이고, 영역 220을 통해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되는 워터마크 정보는 'z=

100'라는 3차원 깊이값(z2)을 가지는 제2 워터마크 정보이다. 도 2는 편의상 커버 이미지에 삽입되는 워터마크 정보

가 2개인 경우로서 각각 다른 3차원 깊이값을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 도시한 도면이나,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

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각각의 3차원 깊이값을 가지는 무제한의 워터마크 정보를 하나의 커버 이미지에 동시에 삽

입시킬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3차원 깊이값(z)이란 공간 영역과 주파수 평면 사이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프레넬 영

역에서 특정 워터마킹 정보가 추출 및 복원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된 일종의 거리값(예를 들어, 이는 물체 자체의 위

치 이동에 따른 거리값)이다. 예를 들어, 3차원 깊이값 z1을 가지는 물체 A와 3차원 거리값 z2를 가지는 물체 B가 존

재하고, z1>z2인 경우, 이에 의한 물체파(object wave)와 기준파(reference wave)를 간섭시켜 필름에 간섭무늬를 

기록한 후, 이 필름에 기준파(reference wave)를 비추면 필름너머로 마치 물체 B, 물체 A의 순서로 각각의 물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된다

이후,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홀로그램 데이터 합성부(130)를 이용하여 영역 210 및 영역 220을 통해 

생성된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 마크를 하나의 주파수 평면에 존재하는 워터마크 정보, 즉 합성 프레넬 홀

로그램 워터마크로 합성한다.

그리고,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영역 240에서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

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에 존재하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후,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영역 250에서 영역 230을 통해 하나의 주파수 평면에 존재하는 워터마크

정보로 합성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에 가중치(alpha)를 적용한 후, 영역 260에서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 및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한다.

영역 250에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워터마크 정보를 인간의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기의 수학식 3과 수학식 4에 의해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변환된다.

수학식 3

수학식 4

상술한 수학식 3에서의  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나타내고, 수학식 4에서의  는 

커버 이미지를 푸리에 변환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최대값을  과  은 최

소값을 나타낸다.

상술한 수학식 3과 수학식 4에 의해 하기의 수학식 5와 같은 정규화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수학식 5



공개특허 특2003-0055189

- 8 -

상술한 수학식 5에서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삽입된 커버 이미지(즉,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두 이미지의 중첩된 세기  는 하기의 수학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서  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커버 이미지에 중첩(즉, 삽입)시키기 위한 가중치 함수

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기의 수학식 7과 같 이 두 가지 경우로 처리된다.

수학식 7

수학식 7에서 α는 홀로그램요소의 가중치를 표현하는 상수를 나타내고,  는 전체 영상에 대한 상수 

형태의 중첩을 나타내며,  는 컨텐츠 영상의 밝기 분포에 의존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의 경우, 복원 영상 g(x,y) 는 푸리에 변환에 의해 하기의 수학식 8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8

여기서,  는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요소에서 복원된 영상(즉, 워터마크 정보와 상응하는 이미지)이고,

q(x,y) 는 커버 이미지  의 푸리에 스펙트럼 분포이다. 수학식 8은 워터마크 정보  가 커버 이

미지의 푸리에 스펙트럼과 같이 복원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 두 성분들은 공간영역에서 반드시 나눠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컨텐츠 영상의 스펙트럼 분포 q(x,y) 는 강한 DC 요소로서 저주파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만약 스펙트럼 q(x,y) 가 특정 저주파 영역 내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동시에 복원영상  가 특정 

고주파 영역에서 나타난다면, 상술한 수학식 8의 두 성분들은 공간 영역에서 각각 나눠질 수 있다. 다만, 이 조건을 만

족하기 위해 커버 이미지는 저주파 필터를 통과해서 특정 저주파 영역 내에 분포해야 된다.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는 영역 260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 : Fast Fourier Transform) 또는 역 푸리에 변환(IFT)하여 공간 영역(spatial plane)에 존재

하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즉, 워터마크가 삽입된 커버 이미지)로 변환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나타

낸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는 데이터 입력부(315), 변환키 관리부(320), 데이터 변환부(325

), 홀로그램 워터마크 추출부(330),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35), 데이터 비교부(340), 전송부(345), 워터마크 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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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350)를 포함한다.

데이터 입력부(315)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 내의 워터마크 정보를 입력받는 기능을 수행하며, 예를 들어, 스캐너(Sc

anner), 데이터 수신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만일,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가 사원증 

등에 부착된 사진 내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와 사원증 표면상의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사번 등)의 동일성 여부

를 검출하는 장치라면, 데이터 입력부(315)는 사진 이미지 및 텍스트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스캐너(Scanner) 등이

거나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스캐너(Scanner) 등으로부터 사진 이미지 및 텍스트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수신

부일 수 있다. 물론, 당해 텍스트 정보는 신분증 표면에 기재된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당해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 이미지와 상응하는 사용자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변환키 관리부(320)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 생성을 위해 적용된 개별 또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생성시 

적용된 변환키(예를 들어, 3차원 깊이값(z), 간섭각(θ) 등)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 데이터 변환부(325)는 데이터 입력부(315)에 의해 입력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 상에는 커버 이미지뿐 아니라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도 함께 존재하므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추

출하기 위해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수행하여 커버 이미지를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

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홀로그램 워터마크 추출부(330)는 제1 데이터 변환부(125)에 의해 변환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 상에서 원래

의 커버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홀로그램 워터마크 추출부(330)의 기능에 의해 결과

적으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만이 남게 되며, 예를 들어 원래의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시켜 양자의

차이값을 추출하는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35)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 추출부(230)에 의해 추출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를 역프레넬 변환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한다. 역프레넬 변환 과정에서 원하는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변

환키 관리부(320)에 의해 제공된 파라미터값(즉, 3차원 깊이값(z) 및 간섭각(θ)을 포함하는 변환키)이 적용된다. 예

를 들어,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 내에 'z=98.5'라는 3차원 깊이값(z1)을 가지는 제1 워터마크 정보와, 'z=100'라는 3차

원 깊이값(z2)을 가지는 제2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제1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3차원 깊

이값(z)이 '98.5'로 적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비교부(340)는 데이터 입력부(315)에 의해 입력된 데이터와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35)에 의해 추출된 워터

마크 정보가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가 사원증 등에 부착된 사진 내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와 사원증 표면상의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사

번 등의 표시 정보)의 동일성 여부를 검출하는 장치라면, 데이터 입력부(315)에 의해 입력된 사원증 표면상의 정보(

예를 들어, 이름)와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35)에 의해 추출된 워터마크 정보(예를 들어, 이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전송부(345)는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35)에 의해 검사된 표시 정보(예를 들 어, 사원증 표면상의 정보)와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외부 장치(예를 들어, 출입문 통제 장치,

도난 알림 장치, 관리자 모니터 등)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워터마크 검출 제어부(350)는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가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와 표시 정보간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

터 입력부(315), 변환키 관리부(320), 데이터 변환부(325), 홀로그램 워터마크 추출부(330), 워터마크 정보 추출부(3

35), 데이터 비교부(340), 전송부(345)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 3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는 변환키, 운용 프로그램 등을 저장하는 저장

부를 더 포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 비교부(340)에 의한 검사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부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 3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가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는 특정 장치로서 도시되었으나, 상술한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형태로 구현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자 단말기(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 PDA, 이

동 통신 단말기 등)에 설치하기만 하면 별도의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1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가 또한 도 3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가 개별적

으로 도시되어 있고, 또한 별개의 장치로서 설명되었으나 양자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홀로그램 워터마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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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본 발명에 적용되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과정은 앞서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과정의 역

과정과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 복원 

원리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생성시 사용된 기준파(Reference Wave)를 디지털 홀로그램에 다시 곱하여 주파수 변

환하면 워터마크 정보(예를 들어, 워터마크 이미지이며, 이하 워터마크 이미지로 설명함)를 복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원되는 워터마크 이미지는 하기의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9

수학식 3은 워터마크 이미지와 상응하는 두 개의 이미지가 복원 평면에서 좌표의 원점에 대칭적으로 구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각 이미지의 중심은 (a, b)와 (-a, -b)에 위치한다. 그리고 두 개의 요소인 a와 b는 기준파 

 에 의해 주어진다.

즉, 기준파와 워터마크 이미지가 동축(on-axis)상에 존재할 경우에는 항상 가운데에서 복원이 되지만, 비축(off-axis

)일 경우 두 정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복원되는 워터마크 이미지의 위치가 선택으로 조절된다(도 5 참조).

이것은 복원 평면에서 복원 이미지를 검출 영역의 위치 지정 유무에 따라 새로운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키값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기준파와 워터마크 이미지가 비축(off-axis)상에 존재하므로 양자간의 간섭각(θ)이 하나의

변환키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워터마크 이미지가 2진 데이터인 경우, 워터마크 이미지는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0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의의 3차원 깊이값 적용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의 워터

마크 검출 결과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4는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중첩)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복원)하기 위해, 임의의 3차원 거리값을 적용한 

경우의 워터마크 정보 검출 결과를 예시한 도면으로서, 당해 워터마크 정보를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생성

하는 과정에서 3차원 거리값 'z=100'이 적용된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화면 410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워터마크 정보가 'LMH'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이미지 정보로서, 3차원 거리값 'z=10

0'을 가지도록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한 경우 해당 워터마크 정보가 화면 42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인간의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홀로그램으로 변환된다.

해당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 변환키로서 당해 워터마크 정보를 개

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3차원 거리값과 동일한 'z=100'이라는 3차원 거리값이 입

력(또는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3차원 거리값이 워터마크 정보 검출 과정에서 입력(또는 설정)된 경우, 해

당 워터마크 정보가 검출되어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는 형태가 화면 430에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생성 과정에서 입력된 3차원 거리값(즉, z=100)과 동일하지 않은 3차원 거리

값(예를 들어, z=99, z=99.5, z=100.5 등)이 워터마크 정보 검출 과정에서 입력된 경우에는 화면 440 내지 화면 460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당해 워터마크 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정보만이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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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장치)는 정확한 변환키가 입력될 경

우에만 워터마크 정보가 복원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없는 형태의 정보로 나타난다.

그리고, 3차원 깊이값(z)의 설정 간격은 0.01이하의 세밀한 값으로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정 가능한 3차원 깊이값(z)

에 제한이 없으므로 커버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워터마크 정보의 양도 제한되지 않는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임의의 간섭각 적용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의 워터마크 

검출 결과를 예시한 도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생성 장치(110) 및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서

는 변환키로서 3차원 깊이값(z)외에 간섭각(θ)이 더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홀로그래피 기술이 정보의 진폭(amplitude)과 위상(phase)을 간섭패턴(interference fringe)으로 만들어 기록

하는 기술이며, 본 발명에서는 기준파와 워터마크 이미지가 비축(off-axis)상에 존재하므로 양자간의 간섭각(θ)이 

하나의 변환키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적용되는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워터마킹 기술에서 간단한 인증을 위해 워터마크로 사용되

는 랜덤키와 유사하지만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다수의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삽입되는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랜덤(random)한 패턴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삽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워터마

킹 기술보다 삽입시킬 수 있는 정보량과 비인지성과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높일 수 있다. 즉, 비인지성을 갖으

면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홀로그램의 고유 특성인 용장성으로 인해 각종 신호처리 기

법에서도 강인하게 삽입된 정보의 추출도 가능하다.

도 5에는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생성시 기준파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

마크의 변환키(즉, 간섭각)가 달리 적용된 경우,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서 임의의 변환키를 입력하여 워

터마크 정보를 검출한 경우의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다만, 특정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시 입력된 3차원 깊이값(z)은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 생성시 적용된 3차원 깊이값(z)과 동일하다.

도 5의 화면 510 내지 화면 54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3차원 깊이값(z)이 동일하더라도 간섭각(θ)이 달라지면 검

출되는 워터마크 정보의 표시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이 점을 이용하여 추출되는 워터마크 정보의 특정 영역만을 검출함으로서 보다 높은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특정 블록 내부에 표시되는 워터마크 정보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정보가 미리 지정된 블록 내부에 

표시된 경우에만 유효한 워터마크 정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간섭각(θ)을 적용할 때 당해 워터마크 

정보가 당연히 표시되어야 하는 위치를 블록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화면 550 내지 화면 580에 표시된 다양한 워터마크 정보 중에서 화면 550에 표시된 워터마크 정보만이 

미리 지정된 블록 내에 정보가 표시되었으므로, 화면 550의 워터마크 정보만을 유효한 워터마크 정보를 인정할 수 있

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비축 홀로그램을 이용한 워터마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서는 3차원 깊이값(즉, 프레넬 영역의 거리값)과 간섭각(즉, 기준파의 위치)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를 이용한 신분증의 위/변조 및 복제 여부

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6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서 신분증(610)을 입력받아 신분증(610)의 표면에 기록된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사번 등)와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와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예시되어 있다. 물론, 당해 사용자 정보는 신분증(610) 표면에 기재된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

지 않고, 당해 신분증(610)에 부착된 사진 이미지와 상응하는 사용자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하여 이

용할 수도 있다.

물론,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대상은 신분증(610)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분증 정보 등은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와 결합된 스캐너, 카드 리더기 또는 복사기 등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입력부(315)를 통해 입력받거나 또는 외부 데이터 입력 장치로부터 해당 정보를 통

신망을 통해 수신받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입력부(315)가 카드 리더기 등의 형태로 구성된 경우, 해당 신분증 등을 

삽입 또는 독출하기 위한 삽입구가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에 구비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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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는 입력된 신분증(610)에 부착 또는 표시되어 있는 사진 및 텍스

트 정보(예를 들어, 이름, 사번 등)를 스캔하고, 또한 사진에 삽입되어 있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입력받

는다.

이후,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는 입력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하나 이상의 개별 프레넬 홀로

그램 워터마크로 구분하고, 각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응하는 워터마크 정보(예를 들어, 사진, 이름 등)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워터마크 정보와 신분증(610)으로부터 스캔한 사진 및 텍스트 정보를 비교하여, 당해 신분증(610)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의 표시부 또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310)와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표시 

장치에 표시된 검사 결과창(620)을 참조하면, 검사 결과창은 스캔 이미지 영역(625), 추출 이미지 영역(630), 추출 사

용자 정보 영역(64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스캔 이미지 영역(625)은 신분증(610)으로부터 스캔되어진 사진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이고, 추출 이미지 영역(630

)은 검출된 워터마크 정보 내에 포함되어진 사진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이며, 추출 사용자 정보 영역(640)은 검출된 

워터마크 정보 내에 포함되어진 사용자(즉, 신분증 소지자) 정보가 표시되어지는 영역이다. 그리고, 추출 사용자 정보

영역(640)은 추출 사용자 정보 영역(640)내에 표시된 사용자 정보와 신분증(610)으로부터 스캔된 사용자 정보(즉, 

텍스트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검사 결과 중 추출 이미지 영역(630)의 추출 이미지 630b, 추출 이미지 630c는 스캔 이미지 영역(625

)의 사진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출 이미지 630c와 상응하는 추출 사용자 정보 영역(640)에는 해당 사용자 정보가 모두 에러(error)로 표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추출 이미지 630b의 경우에는 임의의 그림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이미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는 유지한 채

, 신분증 외면에 부착된 사진만을 변경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각각의 사진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Access Denied'라는 결과 정보를 얻게 된다.

또한, 추출 이미지 630c의 경우에는 추출 이미지 영역(630)에 아무런 사진 이미지도 표시되지 않고, 추출 사용자 정

보 영역(640)내에도 에러 정보만이 표시되므로, 당해 신분증(610)에 부착된 기존 사진을 제거하고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되지 않은 새로운 사진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추출 이미지 영역(630), 추출 사용자 정보 영역(640)내

의 모든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어 'Access Denied'라는 결과 정보를 얻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의 화면 구성의 예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단말

기에서, 당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의 화면 구성(710)과 홀

로그램 워터마크 검출 방법을 수행하는 경우의 화면 구성(720)이 예시되어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상술한 설명을 통해서도 당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이용하면, 암호화키(즉, 변환키)

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암호화가 가능하며,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에 부착된 사용자의 사진과 당해 사진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의 비교를 통해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일, 타인의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대체하더라도 위변조시 복원할 때에는 중앙 서버로부터 해당 카드와 상응하는 데

이터를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한 영상과 중앙에서 DB를 통해 불러온 이미지가 서로 다를 때에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용된 3차원 깊이값(즉, 복원 거리)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프레넬 영역에 은폐한 정보의 위, 변조는 불가능하

며, 프레넬 영역의 정보는 공간상에서는 확산된 잡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인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프레넬 

영역에 은폐된 정보는 복원거리의 유효 여유간격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간격을 벗어난 복원거리에 대해서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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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삽입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기존의 워터마킹 기술에서는 하나의 정지영상에 비인지성을 가지며 삽입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간단한 텍

스트, 로고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킹 삽입 및 검출 방법을 적용하면 커버 이미지에 워

터마크 정보의 제한 없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삽입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보안성 측면에 서 우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방법과 그 장치에 따르면,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신분증의 위변조에 대한 진위여부를 용이하게 판정하도록 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신

분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텍스트, 로고, 영상 등)를 보이지 않게 원본 데이터에 대량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서 한계로서 지적되던 비인지성을 가질 뿐 아니라 홀로그램 기술의 

암호화 특성을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위변조 방지 수준 및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홀로그램의 리던던시(redundancy) 성분을 이용함으로서 각종 신호처리 및 정보 훼손에도 강건하고 

기존의 상용화된 입출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광메모리 기술과 같은 복제 불가한 기술과 병행하여 더욱 

강인한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컨텐츠 또는 사용자 정보 매체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및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 또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

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기 변환 커버 이미지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

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공간 평면상에 위치하는 워터

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상기 커버 이미지에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

는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삽입된 것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중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를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변환키를 입

력받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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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상기 각각의 워터마크 정보와 상응하여 입력된 

상기 변환키가 반영되고,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다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시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키는 상기 워터마크 정보가 복원될 프레넬 영역내의 3차원 깊이값 및 상기 워터마크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상기 개별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간섭각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키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상기 워터마크 정보로 복원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될 때, 상기 워터마크 정보와 기준파(reference wave)는 비축(off-axis)

상에 존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

청구항 6.
사용자 정보 매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

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

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

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된 

합성 프 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함-;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로부터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다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되어 표시된 것

임-;

임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

크와 상응하여 미리 설정된 변환키를 검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변환키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검출되거나 입력된 변환키를 이용하여, 상기 변환키와 상응하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역프레

넬 변환하여 공간 평면상의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변환된 워터마크 정보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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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와 상기 워터마크 정보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일치하는 경우, 유효한 검사 결과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러 메시지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키는 상기 워터마크 정보가 복원될 프레넬 영역내의 3차원 깊이값, 상기 워터마크 정보를 변환하기 위한 상

기 개별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하기 위한 간섭각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워터마크 정보가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로 변환될 때 입력 또는 설정된 변환키가 입력 또는 설정

된 경우에만 상기 워터마크 정보로 복원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방법.

청구항 9.
디지털 컨텐츠 또는 사용자 정보 매체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시키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장치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는 주민등록증,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함-,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및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수단-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 또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

이터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기 변환 커버 이미지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

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공간 평면상에 위치하는 워터

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상기 커버 이미지에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

는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삽입된 것임-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장치.

청구항 10.
사용자 정보 매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에 삽입

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킹 검출 장치에 있어서-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수단;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 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함-;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로부터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수단-여기서,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다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되어 표시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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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

크와 상응하여 미리 설정된 변환키를 검출하는 수단;

상기 검출된 변환키를 이용하여, 상기 변환키와 상응하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역프레넬 변환하여 

공간 평면상의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는 수단;

상기 변환된 워터마크 정보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보 검출 장치.

청구항 11.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

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 및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여기서, 상기 커버 이미지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 또는 상기 

사용자 정보 매체에 포함된 상기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영역임-;

상기 다수의 워터마크 정보를 프레넬 변환(Fresnel Transform)하여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변환 커버 이미지 데

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상기 변환 커버 이미지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위치된 디지털 워터마킹 커

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공간 평면상에 위치하는 워터

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상기 커버 이미지에 주파수 영역에 존재하

는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삽입된 것임-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청구항 12.
홀로그램 워터마크 삽입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

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평면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워

터마킹 커버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는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된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와 변환 커버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함-;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 커버 이미지로부터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합성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는 다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가 하나의 주파수 평면상에 중첩되어 표시된 것

임-;

임의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

크와 상응하여 미리 설정된 변환키를 검출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변환키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검출되거나 입력된 변환키를 이용하여, 상기 변환키와 상응하는 상기 개별 프레넬 홀로그램 워터마크를 역프레

넬 변환하여 공간 평면상의 워터마크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변환된 워터마크 정보를 표시부에 디스플레이하거나 운영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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