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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평면에서의 2D-EMD를 이용한 디지털 상의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술에 한 연구

☆

A Study on Blind Watermarking Technique of Digital Image using 
2-Dimensional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in Wavele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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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상의 블라인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웨이블릿 평면에서 처리되는 
변환 평면 워터마킹 알고리즘으로서 2차원 EMD을 이용하여 분해된 워터마크의 EMF 성분들이 웨이블릿 역에 삽입되어, 각 
웨이블릿 역은 워터마크의 일부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워터마크의 추출은 각 웨이블릿 역에
서 추출한 워터마크의 일부 정보들을 2차원 EMD의 선형 인 특징에 의해 산술  는 논리  연산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
록 하 다. 개발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비가시성, 강인성 등 워터마킹 알고리즘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에 한 실험을 수행하
여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blind watermarking algorithm for digital image is presented. The proposed method operates in wavelet 

domain. The watermark is decomposed into 2D-IMFs using BEMD which is the 2-dimensional extension of 1 dimensional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The CDMA based on SS technique is applied to watermark embedding and detection process. In the 

watermark embedding process, each IMF of watermark is embedded into middle frequency subimages in wavelet domain, so 

subimages just include partial information about embedded watermark. By characteristics of BEMD, when the partial information 

of watermark is synthesized, the original watermark is reconstruc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watermarking algorithm is imperceptible and moreover is robust against JPEG compression, common image processing 

distortions.

☞ KeyWords : CDMA, BEMD, Blind watermarking, Wavelet domain

1. 서 론

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디지털 작물의 보안  디지털 작권 리

(DRM)의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1,2]. 일반

으로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 작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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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호, 인증  지  재산권의 검증 등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디지털 작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상 작물

은 삽입된 워터마크로 인한 원 상의 화질 하

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가시  특

성을 만족하면서 삽입된 메시지가 원 상에 

한 추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워터마크

는 원 상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 인 는 비의도 인 외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있다. 즉, 새로운 워터마크 기술을 용

하여 원 상에 용하는 순간에 삽입된 정보는 

다양한 신호 처리 기술  때로 악의 인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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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응으로 더욱 새로운 

워터마킹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다시 

개발된 워터마킹 기술에 한 공격이 이루어지며 

공격과  응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기본 으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강인성

(robustness), 시각  비가시성(perceptually  

invisibility) 그리고 보안성(security)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한 방법으

로서 역 확산 방식(spread spectrum technique)을 

통한 워터마킹을 수행함으로서 워터마크의 제거

나 변형과 같은 악의 인 공격과 상 왜곡에 

한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4]. 한 역 확산 

방식을 통한 워터마킹 방식은 워터마크가 어느 

평면에 삽입하느냐에 따라 비가시성  강인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재까지 웨이블릿 평면에

서의 역 확산 방식을 통한 워터마크의 삽입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워터마크의 강인성을 보장

하기 하여 다양한 변환 평면에서의 워터마크 

삽입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특히, 최

근 들어 EMD(empirical mode decomposition)로 알

려진 신호 변환기법이 기존의 웨이블릿 잡음제거 

(denoising)보다 우월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에 

착안하여 디지털 상의 워터마킹 분야에 용되

기 시작하 다. EMD는 자기 응 신호 분해(self 

adaptive signal decomposition)를 할 수 있는 변환 

기법의 일종으로서 웨이블릿 변환과 같이 정해진 

기  함수(basis function)를 갖지 않고 변환할 신

호에 따라 한 주 수 역으로 신호를 분해

하여 IMF(intrinsic mode function)들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IMF 함수들의 선형 인 결합

으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EMD의 특성을 워터마킹에 용

하는 경우 가우시안  백색 잡음 공격  JPEG 

압축에 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7]. 그러나 

기존의 1차원 EMD를 이용한 워터마킹 기법은 원 

상을 1차원 평면에 용하여 2차원 상으로 

재구성함으로서 워터마킹 삽입 시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거나, EMD 변환된 워터마킹의 삽입 

역에 따라 워터마킹의 추출 여부가 결정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웨이블릿 평면으로 원 상

을 분해한 다음 잡음과 압축에 비교  강인한 웨

이블릿 역에 EMD로 분해된 워터마크를 삽입하

여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고 인 알고

리즘인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기반으

로 하는 역 확산 방식 알고리즘과 비교  분석

을 수행하 다.

2. DWT  2차원 EMD

웨이블릿 변환은 시평면의 신호를 로그 스 일

의 역폭을 갖는 시간-주 수 평면의 신호로 변

환하는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2,8]. 일반 인 

웨이블릿 변환은 웨이블릿 평면을 구성하는 기  

함수(basis function)가 결정되면 필터 뱅크(filter 

bank) 방식에 의해 고주  신호 성분으로부터 

주  신호 성분으로 연속 인 분해에 의해 구

될 수 있다. 상 워터마킹 기술에서 웨이블릿 변

환 평면에서 워터마크를 처리하는 것이 상 잡

음에 강한 워터마킹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산 웨이블릿 변환을 

응용한 워터마킹 시스템은 그 외의 다른 평면을 

기반으로 하는 워터마킹 시스템에 비하여 강인성

에 있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표 1) 2차원 EMD 변환 알고리즘 흐름도

START : 

1. Set    Take   and set    
2. Set    Set 
3. Obtain the local maxima map of  denoted as  
4. Form  ,the upper envelope(UE) of  by         

interpolating the maxima point in 
5. Obtain  ,the local minima map of  .

6. Form  , the lower envelope of   by             

interpolating the minima poi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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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nd ME(the mean) as    

8. Calculate    as    
9. Check whether    follows the BIMF properties    

 defined following as

 
  




  






  


                  

                         

10. If    is in the criteria given in step (4), 

Take     , 

Set  

         

go to step (4). 

   Else

Set   

Go to step (3) 

Continue up to step (5) until the criteria     

        are fulfilled.

END

EMD를 이용한 시평면 신호의 분해 기법은 최

에 Huang 등[5]에 의하여 개발된 신호 처리 알

고리즘이다. 이는 시평면 신호를 시간-주 수 평

면으로 분해하여 시평면 신호의 시간-주 수 분

포  지엽  특성을 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으로 비선형 는 시변 신호의 분석에 응용되었

다. EMD를 구 하기 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시평면 신호를 IMF(Intrinsic mode function)로 변환

한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순시 주 수(instantaneous 

frequency)  힐버트 변환(Hibert transform)을 이용

하여 첫 번째 단계를 반복하여 IMF를 연속 으로 

구하는 방식으로 구 할 수 있다. EMD는 일반

으로 HHT (Hilbert- Huang transform)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1차원 신호에 한 변환뿐만 아

니라 2차원 신호에 한 변환 방식이 2차원 EMD

로 개발되어 상에 용되기 시작하 다[7,9]. 

IMF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EMD 변환에서의 

경험  반복 과정(empirical iteration process)을 갖

는다는 것이다. 1차원 EMD와 동일하게 2차원 

EMD에서도 반복 인 극  검출(extrema 

detection)  내삽(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를 들어 원 상을 , 2차원 EMD를 

 , 나머지(residue) 상을 이라고 나타낼 때, 원 

상 와 번째 2차원 EMD, 에 한 나머지 

상 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이다. 이를 토 로 2차원 EMD를 구

하기 한 과정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차원 EMD과정에서 2차원 IMF와 나머지 상이 

2차원 EMD 성분이고 임의의 상에 하여 식 

(1)과 같은 모든 2차원 EMD 성분의 선형  합에 

의해 원 상을 복원할 수 있다.  

  




 (1)

 식에서 는 원 상 에 한 2차원 EMD 

성분이며, 는 나머지 상을 제외한 2차원 IMF

의 체 반복 횟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2차원 EMD의 복원 특성을 이용하여 워

터마크를 삽입하고 추출할 수 있는 워터마킹 알

고리즘을 개발하 다. 즉, 2차원 EMD를 이용하여 

분해된 워터마크의 2차원 EMD 성분을 웨이블릿 

평면의 서로 다른 역에 삽입함으로서 하나의 

워터마크를 두 개의 웨이블릿 역에 삽입하고 

검출하는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술을 구 하 다.

3. 제안 알고리즘

3.1 워터마크 삽입 과정

× 의 크기를 갖는 이진 워터마크 상

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 
⋮ ⋱ ⋮
⋯

(3)

×의 크기를 갖는 상을 심벌 로 나타

낼 때, 길이 을 갖은 이진 부호화 패턴을 이용

하여 역 확산 워터마크 비트로 활용할 수 있다

[10]. 이때 각각 길이 을 갖는 ×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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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집합 로부터 역 확산 방식에 의해 워

터마킹된 상 가 다음의 식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    (4)

 식에서 는 워터마크의 번째 비트에 

해당하는 ×의 크기를 갖는 이진 부호화된 

코드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워터마킹된 상 

는 원 상 에 워터마크 정보 를 삽입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 확산 방식을 이

용한 정보의 삽입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5)

 식에서 는 이득 요소(gain factor)로서 원 

상의 허용 가능한 왜곡 정도까지 최댓값을 갖

도록 최 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워터

마킹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역 확산 방식을 이

용하는 일반 인 워터마킹 삽입 알고리즘과 유사

하게 변환 평면에서 수행된다[11,12].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워터마킹 삽입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한 제안한 알고

리즘이 다른 변환 평면 알고리즘과의 차이   

워터마크 삽입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기술할 수 있다.

(그림 1) 워터마크 삽입 과정의 블록도

Step 1. 원 상의 웨이블릿 평면 변환 : 

×의 크기를 갖는 원 상을 웨이블릿 평면

으로 변환한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 시

의 연산량   워터마크 삽입시의 비가시성을 고

려하여 Haar 기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웨이블릿 

변환을 수행하 다.  

Step 2.  2차원 EMD 평면으로 메시지 변환 : 일

반 으로 변환평면에서 역 확산 방식으로 메시

지를 삽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2단

계의 2차원 EMD를 수행하여  ×  크기를 

갖는 워터마크 메시지를 동일한 크기의 2차원 

EMD 성분으로 나 었다.

Step 3. 코드 패턴의 생성 : 메시지에 한 2개

의 EMD 성분들에 하여 2개의 2차원 의사 불규

칙 잡음을 생성한다.

Step 4. 워터마크 삽입 : 메시지에 한 2개의 2

차원 EMD 성분에 2개의 서로 다른 2차원 의사 

불규칙 잡음이 역 확산 방식을 통하여 생성되

고, 2단계 웨이블릿 변환된 상의 수직  수평 

주 수 역에 해당하는 역에 다음 식과 같은 

삽입 규칙에 의하여 삽입된다.

 

                 
(6)

 식에서 는 2단계 웨이블릿 변환된 상의 

수직  수평 주 수 역에 해당하는 역을 나

타내고  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후의 수직  

수평 주 수 역에 해당하는 역, 는 삽입 강

도 그리고 는 2차원 의사 잡음을 나타낸다.

3.2 워터마크 추출 과정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워터마킹된 

상으로부터 워터마크를 추출하기 한 과정을 나

타내고 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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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워터마킹 추출 과정의 블록도

Step 1. 워터마킹된 상의 웨이블릿 변환 : 워

터마킹된 상을 워터마킹 과정의 상태로 되돌리

기 한 웨이블릿 변환을 실행한다.

Step 2. 상 계수 연산 : 워터마킹된 상의 수

직  수평 주 수 역에 해당하는 역과 2차원 

의사 불규칙 잡음 사이의 상  계수 를 구한다. 

Step 3. 평균 상  계수  문턱 값 연산 : Step 

2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상  계수들을 이용하여 

평균 상  계수 값 를 구하고 이를 이진 워터마

크의 추출에 사용되는 문턱 값으로 설정한다.  

Step 4. 결정 법칙에 따른 워터마크의 추출 : 다

음의 식에 의해 정해진 결정 법칙(decision rule)에 

의해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        ≺ 
(7)

Step 5.      역에서 추출된 2차원 

EMD 성분의 워터마크들을 더하거나 논리 인 연

산을 통하여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4. 실험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그

림 3과 같은 4개의 ××비트 표  흑백 

상에 용하 다. 한 워터마크 메시지로는 그

림 4과 같은 ××비트의 이진 상으로 만

들어진 문자 ‘H'를 사용하 다.

(a) (b) (c) (d)

(그림 3) 실험을 하여 사용된 표  흑백 상들

(a) Lena  (b) Mandrill  (c) Gold hill (d) Ships

(그림 4) 이진 워터마크 상

실험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비가시성을 실험하

기 하여 인간의 시각이 인지할 수 없는 약 40dB

의 PSNR이 되도록 삽입 강도를 조 하여 워터마

킹 상을 구성하 으며, 식 (8)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추출된 워터마크와 원 워터마크

간의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비트오율

(bit error rate)을 연산하고 비교 하 다.

 







×

 
 





×




  

×

 


(8)

×


  

×

⊕


× (9)

 식에서  는 원 워터마크 와 추출된 

워터마크  사이의 상 계수를 의미하며 양의 

상 인 경우에는 +1, 음의 상 인 경우에는 -1 사

이의 값을 갖는다. 한 비트오율 BER은 × 크

기를 갖는 추출된 워터마크  원 워터마크에 

하여 배타  논리합(XOR)을 취하여 두 워터마크 

사이에 발생하는 메시지 오류를 검출 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의 두식에서 는 원 워터마크의 평

균값을, 는 추출된 워터마크의 평균값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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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형태 표 상 상 계수 비트오율

가우시안백색 

잡음(10%)

Lena 0.72 11.6

Mandrill 0.65 14.7

Gold hill 0.91 3.9

Ships 0.81 8.2

잡음형태 표 상 상 계수 비트오율

균일백색잡음

 (20%)

Lena 0.89 4.6

Mandrill 0.77 9.5

Gold hill 0.92 3.5

Ships 0.81 8.3

 잡 음

(10%)

Lena 0.65 14.7

Mandrill 0.58 18.6

Gold hill 0.61 16.7

Ships 0.54 19.8

(표 2) 추출된 워터마크의 상 계수  비트오율 

(SNR=40dB)

표 상 상 계수 비트오율(%)

Lena 0.87 5.4

Mandrill 0.72 11.6

Gold hill 0.91 3.7

Ships 0.78 9.3

표 2는 그림 6의 표  상들이 40dB의 화질이 

유지되도록 워터마크를 삽입하 을 경우 각 상

에 한 상 계수  비트오율을 나타낸다. 표2의 

결과로부터 상  계수가 높을수록 비트오율이 낮

아지는 것을 찰 할 수 있으며 원 워터마크와 추

출된 워터마크 사이에 약 70%이상의 상  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표  상 가운

데 Gold hill과 같이 상 히스토그램의 표  편차

가 작은 상의 경우에는 낮은 비트오율  높은 

상  계수를 갖는 반면에 히스토그램의 표  편

차가 큰 Mandrill은 상  계수가 낮아지고 비트오

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실

험하기 하여 4개의 표  상에 하여 각각 

10%의 가우시안 백색 잡음, 20%의 균일 백색 잡

음  10%의  잡음을 각각 워터마킹된 상에 

부가하여 상을 임의로 왜곡 시킨 다음 워터마

크의 추출 여부를 실험하 다. 실험에서 가정한 

잡음 환경은 최근에 발표된 [9]의 잡음 환경보다 

각각 2배 강한 잡음 공격을 상하여 설정하 다. 

표 3은 각종 잡음 공격에 한 표  상들의 상

계수  비트오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잡음별 추출된 워터마크의 상 계수  비트오율

표 3의 결과로부터 균일한 백색 잡음이 부가된 

표  상들에 해서는 낮은 비트오율과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 으며 10%의 가

우시안 백색 잡음이 첨가된 경우에는 상 으로 

높은 비트오율 낮은 상  계수를 나타내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특히, Mandrill의 경우에는 다른 

표  상에 비하여 추출된 워터마크의 화질이 

떨어지는데 비하여 Gold hill의 경우에는 다른 

상들에 비하여 높은 상  계수  낮은 비트오율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andrill 상이 Gold hill 상에 비하여 히스토그

램의 표  편차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 잡음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잡음에 비하여 성능이 하게 떨어지는 

것을 측할 수 있으며 약 0.5의 상  계수를 갖

는 경우에는 워터마크 상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열화된 워터마크 상을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차원 임펄스 상으로 

나타나는 잡음에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이 취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워터마킹 알고리즘

들에서도 나타나는 상이다.

표 4는 표  상 Lena 원 상의 화질을 100으

로 보았을 때 각각 90%, 70%, 30%, 20%의 화질을 

갖는 JPEG 압축 상들에 해 추출한 워터마크

의 상  계수  비트오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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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ena 상의 JPEG 압축 상으로부터 추출한

워터마크 상의 상 계수  비트오율

상품질 상 계수 비트오율

90% 0.89 4.8

70% 0.87 5.6

30% 0.85 6.4

20% 0.82 7.6

표 4의 결과로부터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

이 JPEG 압축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0.8

의 상  계수를 갖고 추출된 워터마크 상은 

JPEG 압축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정보가 매우 작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기존

의 알고리즘들과 비교하기 하여 DWT를 기반으

로 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과 워터마크의 강인성

에 하여 비교하 다. 표 5는 제안한 알고리즘과 

DWT를 기반으로 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비교

한 결과이다.

(표 5)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따른 추출된 워터마크의

상 계수  비트오율 비교

잡음형태 표 상
비트오율(%)

Proposed DWT

가우시안 

백색 

잡음(10%)

Lena 11.6 14.8

Mandrill 14.7 14.1

Gold hill 3.9 6.4

Ships 8.2 10.5

균일 백색 

잡음(20%)

Lena 4.6 8.6

Mandrill 9.5 12.5

Gold hill 3.5 4.97

Ships 8.3 10.2

잡음(10%)

Lena 14.7 22.8

Mandrill 18.6 24.6

Gold hill 16.7 23.0

Ships 19.8 25.7

표 5의 결과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결과가 DWT

를 기반으로 하는 역 확산 방식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추출된 워터마크의 비트오율  상  계

수의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가지 잡음이 표  상에 부가되었을 경우 

유의할 만한 수 에서 비트 오율이 상 으로 

작고, 10%의 백색 잡음이 Mandrill에 용된 경우

에는 미미한 수 에서 DWT를 기반으로 하는 

역 확산 방식의 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을 찰 할 

수 있다. 한 잡음에 한 결과도 제안한 알고

리즘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잡음이 

부가된 경우와 비교하여 워터마크 메시지의 왜곡

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EMD를 기반으로 하는 디

지털 상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

한 알고리즘은 PSNR 40dB에서 워터마크의 비가

시성을 확인하 다. 한 4개의 표  상들에 다

양한 잡음을 부가하고 추출한 워터마크의 상  

계수  비트 오율을 구하여 기존의 DWT를 기반

으로 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확인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강인성에 한 실험 결과, 10%의 가

우시안 백색 잡음이 부가된 경우에 4가지 표  

상에 한 평균 비트 오율은 6.4%로서 DWT를 기

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의 비트오율인 9.0%에 비하

여 3.4%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20%의 균일

한 백색 잡음이 부가된 경우에는 비교 상 알고

리즘에 비하여 2.6% 향상된 성능을 보 다. 한 

잡음이 부가된 경우에는 [9]의 연구에서 설정된 

잡음 환경(5%)보다 더 열악한 잡음 환경에서도 

워터마크 상의 구분이 가능함을 보 다. 따라서 

제안한 워터마킹 알고리즘은 강인성  비가시성

에 있어 기존의 비교 상 알고리즘에 비하여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

양한 상 워터마킹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웨이블릿 평면에서의 2D-EMD를 이용한 디지털 상의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술에 한 연구

106 2010. 4

참 고 문 헌

[1] Jalil Taghia, Mohammad Ali Doostari, and Jalal 

Taghia, “An Image Watermarking Method Based 

on Bidimensional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Image and Signal Processing, 

2008, pp. 674-678, May 2008. 

[2] D. Taskovski, S. Bogdanova, and M. Bogdanov, 

“Digital watermarking in wavelet 

domain,”(Available at 

http://www.rcada.ncu.edu.tw/reference010.pdf).

[3] Chirawat Temi, Somsak Choomchuay, and 

Attasit Lasakul “A robust image watermarking 

using multiresolution analysis of Wavelet,” 

ISCIT 2005,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Volume 1, pp.623 – 626, Oct. 2005.

[4] Santi P. Mairy and Malay K. Kundu, “A blind 

CDMA image watermarking scheme in wavelet 

domain,”International Conference Vol. 4, pp. 

2633- 2636, Oct. 2004.

[5] Norden E. Huang and Zhaohua Wu, “A Review 

on Hilbert-Huang transform: method and its 

Applications to Geophysical Studies," American 

Geophysical Union,  June 2008.

[6] J. C. Nunes, Y.Bouaoune, E. Delechelle, 

O.Niang,  and Ph. Bunel, “Image analysis by 

bidimensional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Image and Vision Computing, pp. 1019-1026, 

Nov. 2003.

[7] Sharif M. A. Bhuiyan, Reza R. Adhami, and 

Jesmin F. Khan, “Fast and Adaptive 

Bidimensional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Using Order-Statistics Filter Based Envelope 

Estimation,” EURASIP Journal on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Vol. 2008, pp.1-18, February 

2008.

[8] Xiangui kang, Wenjun Zeng, and Jiwu Huang, 

“A multi-band wavelet  watermarking Scheme,” 

Int’l Journal of Network Security, Vol. 6, No. 2, 

pp. 121-126, Mar. 2008.

[9] Ning Bi, Qiyu Sun, Daren Huang, Zhihua Yang, 

and  Jiwu Huang , “Robust Image Watermarking 

Based on Multiband Wavelets and EMD,” IEEE 

Trans. on Image Processing, pp. 1956-1966, Aug. 

2007.

[10] Santi P. Maity, Malay K. Kundu, and Seda 

Maity, “Dual purpose FWT domain spread 

spectrum image watermarking in real time,” 

Computers & Electrical Engineering, Vol. 35, 

Issue 2, pp. 415-433, March 2009. 

[11] S.A.M. Gilani and A.N. Skodras, 

“Watermarking by multiresolution Hadamard 

transform,” (Available at http: 

//www.upatras.gr/ieee/skodras/pubs/ans-c39.pdf).

[12] Chin-Feng Lee, Chin-Chen Chang, and 

Kuo-Hua Wang, “An improvement of EMD 

embedding method for large pay loads by pixel 

segmentation strategy,”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 26, Issue 12, pp. 1670-1676, 

December 2008. 



웨이블릿 평면에서의 2D-EMD를 이용한 디지털 상의 블라인드 워터마킹 기술에 한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1권2호) 107

◐  자 소 개 ◑

이  석
1993년 2월 : 서울시립 학교 자공학과(공학사)

1995년 2월 : 서울시립 학교 자공학과(공학석사)

1998년 2월 : 서울시립 학교 자공학과(공학박사)

1998년 3월 ~ 재 : 청운 학교 디지털방송공학과 

심분야 : SOC, 임베디드 시스템, 의용생체시스템,VLSI 신호처리

E-mail : yslee@chungwoon.ac.kr 

김 종 원
1995년 2월 : 서울시립 학교 자공학과(공학박사)

1995년 3월~1996년 2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1996년 3월~2000년 8월 : 주성 학 정보통신학과 교수

2000년 9월~2004년 2월 : (주)마크애니 부설 연구소장

2004년 3월~2005년 2월 : 상명 학교 소 트웨어 학 빙교수

2005년 3월~2009년 2월 : 상명 학교 디지털 작권보호연구센터 책임연구원/연구교수

2009년 3월~     재  : 상명 학교 작권보호학과 교수

심분야 : 디지털 작권 리,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신호처리

e-mail : jwkim@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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