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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디스플레이는 가장 큰 몰입을 가진 출력장치 중 하나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다. 스테레오스코픽(stereoscopic) 방식1)을 이용한 3D 디스플레이는 영화관
및 가정용 TV로 이미 보편화되었다.
최근에는 UHD2)와의 결합으로 사실감이 더해지고 소형 디스플레이의 발전으로 인해
HMD(Head mounted Display)3)가 보편화되는 등 3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D 디스플레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DIBR(Depth Image Based Rendering)4)이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1) 두 개의 영상을 인간이 양쪽 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상 정보를 합성하여, 대상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입
체 영상 정보로 만드는 방식이며, S3D라고 함
2) Ultra-HD로 Full-HD보다 해상도/화소가 4배 높은 차세대 고화질 해상도
3)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
4) 한 장 혹은 여러 장의 2차원 영상과 그에 해당하는 깊이 지도(depth map)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점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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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BR 시스템의 전체적인 과정 예시도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DIBR은 중앙 영상5)과 깊이 영상(depth image)6)을 이용해
서 여러 가상의 시점을 가진 영상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든 시점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에 비해 용량이 작아 저장과 전송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깊이 인자(baseline distance)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
점들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시점을 보여주는 멀티뷰(multi-view), 3D 안경
없이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오토스테레오스코픽(autostereoscopic)7), 기존에 촬영된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DIBR 관련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DIBR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2D 영상에 사용되던 워터마킹8) 기술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DIBR 3차원 영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템플릿 기반의 워터
마킹 기술9)이 요구되고 있다.

5) 하나의 시점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컬러 영상
6) 영상의 깊이 정보를 표현하는 그레이맵 영상으로 기본 컬러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영상
7) 닌텐도3DS처럼 3D 안경 없이 입체 이미지가 튀어 나오는 3D 디스플레이
8)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시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도록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
하는 기술
9)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 워터마크 신호 이외의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템플릿 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삽입하여 공격 여부와 정도를 템플릿 분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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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3D 영상 및 동영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DIBR 3차원 영상을 위한 템플릿 기반 워터마킹 방
법 및 장치’를 2017년 9월 한국특허청에 등록하였다.10)
DIBR 3차원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템플릿 워터마킹 기법’을 이용하는 기술로
DIBR 3차원 영상이 불법 복제 됐을 때 삽입된 워터마크를 쉽게 탐지하여 콘텐츠를 보호
할 수 있다.
DIBR은 우선 영상의 공간 도메인에 템플릿 워터마크와 메지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템플릿 워터마크는 작은 블록에 삽입하고, 메시지 워터마크는 DCT(Discrete Cosine
Transform)11)나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12)등의 변환 도메인에 열(column)
단위로 동일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템플릿 워터마크는 미리 설정된 크기 이하의 작은 블록에 삽입되기 때문에 템플릿 워
터마크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고, DIBR의 특성에 의하여 픽셀이 가로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변환 도메인의 선형성에 의해 메시지 워터마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
법은 영상 품질, 정보 삽입량, 강인성 측면에서 기존의 DIBR 워터마킹 기법들보다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그림 2]는 템플릿 워터마크와 메시지 워터마크의 삽입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술의 특징은 1D(1차원 직선)-DCT 도메인에 메시지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2D(2차
원 평면)-DFT 도메인에 템플릿을 삽입하여 서로 다른 영역에 삽입하는 것이다.

10) 한국과학기술원, (2017), “DIBR 3차원 영상을 위한 템플릿 기반 워터마킹 방법 및 장치“, 한국특허등록
제10-1785194호.
11) 영상의 전체를 주파수 형태로 보는 방법으로, 영상압축을 포함한 많은 응용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법
12) 주파수×시간 축 데이터를 1:1로 변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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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템플릿 워터마크 삽입 영역과 메시지 워터마크 삽입 영역

템플릿 워터마크는 DFT 도메인의 위상(phase)에 양자화 인덱스 변조(QIM :
Quantization Index Modulation)13)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기하학적 왜
곡인 크기 변화 및 잘라내기(crop)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원본 영상과 같은 사이즈와

위치로 영상을 되돌려주는 동기(synchronization)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다.
메시지 워터마크는 DCT 도메인에 삽입하고 DCT가 가지는 선형성을 이용하여 1D(1차
원 직선)-DCT 도메인에 열(column) 단위로 동일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즉, 템플릿과 메시지 워터마크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삽입 구역 또는 영역을
분할하여 삽입한다. 템플릿은 가로 방향으로 두 줄, 세로 방향으로 한 줄이 삽입되며 메
시지 워터마크는 나머지 영역 또는 나머지 위치에 삽입된다. 각각의 워터마크가 모두 삽입
된 후 조각난 영역들을 합쳐서 다시 원래의 영상으로 합쳐진다.

13) 워터마킹 정보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1 또는 0의 한 비트로 변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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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은 기존의 2D(2차원) 워터마킹 기법들과 다르게 1D(1차원) 신호를 이용하여 워
터마킹함으로써 영상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데이터 삽입량 및 각종 공격에 충분한 강
인성을 보장하며, 영상 일부(중앙, 좌측, 우측)가 각각 불법 유출되어도 저작권자가 소유
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DIBR 3차원 영상의 불법적 복제 및 위·변조 방지와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3D 영상의 경우 2D 영상보다 제작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영상 소유권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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