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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오디오 또는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검출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오디오 또는 영상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여 전송하고, 오디오 또는 영상

신호의 허프만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 및 검출할 수 있다. 이때 워

터마크 추출 기능을 갖는 오디오 또는 영상 복호화 장치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정보의 추출과

동시에 오디오 또는 영상 신호를 복호화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종래의 비트열의 복호화도 가능하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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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허프만 부호화시 이용되는 다수개의 허프만 코드북들을 적어도 복수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분류된 그룹들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며, 선택된 그룹에서 입력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할 허프만 코

드북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부호화기; 및

상기 부호화기에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을 이용하여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복호화를 수

행함과 동시에 상기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을 기반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복호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기에서 선택된 그룹 및 허프만 코드북 정보는 부가정보로서 복호화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

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기는 MP3 부호화기를 이용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값, 각 허프만 코드북의 통계적 특성, 및 허프만 코드

북 내 linbits 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

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MP3 부호화기는 허프만 코드북 0번 및 1번을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기는 AAC 부호화기를 이용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 절대값을 기준으로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

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AAC 부호화기는 허프만 코드북 0번을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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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AAC 부호화기는 허프만 코드북 11번을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경우, 선택된 허프만 코드북 자체

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으며, 예외처리(ESC)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AAC 부호화기는 허프만 코드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표현 가능한 최대 절대값에 해당하

는 코드워드에 escape_sequence(= <escape_prefix><escape_separator><escape_word>)를 부가하여 허프만 부호화

하며,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escape_prefix>의 개수인 N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

검출을 위한 장치.

여기서, 상기 <escape_prefix>는 N비트개의 이진수 '1', <escape_separator>는 이진수 '0'을 의미하고, <escape_word>

는 N+4 비트의 부호없는 정수값으로 표현된 계수를 나타냄.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AAC 부호화기는 삽입하려는 이진수 워터마크가 '0'인 경우에는 2(N+4)로 <escape_word>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짝수인 N을 결정하고, '1'인 경우에는 2(N+4)로 <escape_word>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홀수인 N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기는 상기 부호화기에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과 <escape_

prefix>의 개수인 N 값으로부터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청구항 11.

허프만 부호화시 이용되는 다수개의 허프만 코드북들을 적어도 복수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분류된 그룹들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며, 선택된 그룹에서 입력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할 허프만 코

드북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전송 단계; 및

상기 단계에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을 이용하여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복호화를 수행함

과 동시에 상기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을 기반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수신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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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에서 선택된 그룹 및 허프만 코드북 정보는 부가정보로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

을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입력 신호에 대해 MP3 부호화를 수행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값, 각 허프만 코드북의 통계적 특

성, 및 허프만 코드북 내 linbits 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AAC 부호화를 수행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 절대값을 기준으로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허프만 코드북 11번을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경우, 선택된 허프만 코드북 자체에 대

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으며, 예외처리(ESC)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

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허프만 코드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표현 가능한 최대 절대값에 해당하는

코드워드에 escape_sequence(= <escape_prefix><escape_separator><escape_word>)를 부가하여 허프만 부호화하

며,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escape_prefix>의 개수인 N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

출을 위한 방법.

여기서, 상기 <escape_prefix>는 N비트개의 이진수 '1', <escape_separator>는 이진수 '0'을 의미하고, <escape_word>

는 N+4 비트의 부호없는 정수값으로 표현된 계수를 나타냄.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전송 단계에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으로부터 1차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등록특허 10-0685974

- 4 -



상기 <escape_prefix>의 개수인 N 값으로부터 2차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은닉 기법의 일종인 디지털 워터마킹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오디오나 영상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 워터마킹은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하는 비밀 정보를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의 매체 내부에 '은닉'하

는 것을 말한다. 은닉된 워터마크 정보는 이를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 추출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가 삽입된 매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보통의 매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특히 디지털 매체는 아날로그와 비교하여 접근, 전달, 편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전파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한 배포 과정에서

데이터의 열화가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저작권의 보호'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게 되었는데, 디지털 워터마킹은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상기 디지털 워터마킹은 소유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삽입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 이외에도, 제어 정보를 삽입하여 복

제방지, 유통과정 확인, 방송 모니터링 등에 활용된다. 또는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실시간 매체에 삽입되어, 재생시간 제

어 정보, 오디오/비디오 동기(립싱크/Lip-sync), 컨텐츠 정보, 가사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용목적에 따라 디지털 워터마킹이 지녀야할 특성은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비지각성과 강인

성은 꼭 필요한 특성이다.

상기 비지각성이란 워터마크가 삽입되기전 원 매체와 삽입 후의 매체가 사람들이 보거나 듣기에 구별되지 않아야 함을 의

미하는 것으로 워터마킹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상기 강인성은 워터마크가 삽입된 매체가 유통, 전송

과정에서 필터링, 압축, 잡음 첨가, 열화 등의 변형이 가해지더라도, 삽입된 워터마크가 보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저작권 보호 및 복제방지를 위한 워터마킹의 경우는 워터마크를 제거하고자 하는 고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

록 강인해야하는 한편, 위조 방지를 위한 워터마킹의 경우는 변형, 조작될 경우 쉽게 소멸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기도 한

다. 이때 재생시간 제어, 립싱크, 컨텐츠 정보, 가사 등의 부가정보를 매체에 은닉시키는 워터마킹의 경우는 의도적 공격이

나 왜곡 등에 대한 강인성의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및 추출 장치를 나타낸다.

도 1을 보면, 워터마크 삽입 장치를 통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고자 하는 디지털 매체(예를 들어,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들 중 적어도 하나)에 워터마크 데이터를 은닉시켜 전송한다. 이때 알고리즘에 따라 부가적으로 보안을 위한 비밀

혹은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다.

워터마크 추출 장치는 기본적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매체로부터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이때 알고리즘에 따라 원본 매체

가 필요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 삽입시에 사용한 비밀키를 가지고 있어야 복호화가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상기 워터마크 추출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없는 시스템을 블라인드 워터마킹(blind watermark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LSB(Least Significant Bit) 부호화 방법, 반향 삽입 방법(Echo Hiding Method),

및 대역확산 통신(Spread Spectrum Communication)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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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LSB 부호화 방법은 양자화된 오디오 및 영상 샘플의 최하위 비트들을 변형하여 원하는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오디오 및 영상 신호에 있어서 최하위 비트의 변형은 품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삽입과 검출이 간단하고 왜곡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손실 압축이나 필터링 같은 신호처리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

다.

상기 반향 삽입 방법은 특히 오디오 신호에 적용된 기법으로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의 반향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세분화된 오디오 신호에 삽입하고자 하는 이진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다른 시간

지연을 갖는 반향을 삽입하여 부호화하고, 복호화 과정에서는 각각의 세분화된 구간에서의 반향 시간 지연을 검출함으로

써 이진 정보를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첨가되는 신호는 잡음이 아니라 원 신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오디오 신

호 자체이기 때문에 삽입된 신호가 들리더라도 왜곡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오히려 음색을 좋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서 고음질 오디오 워터마킹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하지만 켑스트럼(Ceptstrum) 연산을 통해 워터마크를 검출하기 때문에

복호화 과정의 연산량이 매우 높고, 시간 영역에서 분할될 구간에 대한 동기를 놓칠 경우 복호화가 되지 않는 단점을 갖는

다.

상기 대역확산 통신 기반의 방법은 오디오 및 영상 워터마킹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워터마킹 방법이다.

이 방법은 DCT(이산 코사인 변환)나 DFT(이산 푸리에 변환) 등을 통해 A/V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한 뒤,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를 PN(Pseudo Noise) 시퀀스로 대역 확산하여 주파수 변환된 신호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그리

고 삽입된 워터마크는 PN 시퀀스의 높은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특성을 이용하여 상관기(Correlator)에 의해 검출

할 수 있으며 간섭에 강하고 암호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강인성 향상을 위해 큰 에너지를 갖도록 삽입하게 되면

원신호의 품질이 나빠지고, 삽입 및 검출 과정의 연산량이 매우 높으며 압축 부호화에 대한 강인성이 완전하지 못한 문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이 오디오 및 영상 워터마킹의 종래 기술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압축 부호화되기 전 원 신호에 워터마크 정

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구현 방법이 복잡하고, 이에 따라 연산량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압축 과정에

서 변형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지털 오디오나 영상 신호의 압축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함으로써,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 및 검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 신호

및 삽입된 워터마크의 왜곡을 방지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허프만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함으로써, 디지털 오디오나 영상

신호의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부가적인 잡음이나 왜곡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검출

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은 허프만 부호화 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허프만 복호화 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기 워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나 영상 비트열은 종래의 일반적인 오디오와 비디오 복호화기를 통해 왜곡없는 신호

의 복호화가 가능하며, 이때 일반적인 오디오나 영상 복호화기는 워터마크의 삽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다. 즉, 전술한 워

터마크 추출 기능을 갖는 복호화 방법 및 장치는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정보의 추출과 동시에 오

디오 신호를 복호화할 수 있으며,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종래의 일반적인 비트열의 복호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는, 허프만 부호화시 이용되는 다수개의

허프만 코드북들을 적어도 복수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분류된 그룹들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며, 선택된 그룹에서 입력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할 허프만 코드북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호화한 후 전

송하는 부호화기; 및 상기 부호화기에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을 이용하여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복호화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기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을 기반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복호화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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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호화기에서 선택된 그룹 및 허프만 코드북 정보는 부가정보로서 복호화기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호화기는 MP3 부호화기를 이용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값, 각 허프만 코드북의 통계적 특성, 및 허프만 코드

북 내 linbits 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부호화기는 AAC 부호화기를 이용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 절대값을 기준으로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

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AC 부호화기는 허프만 코드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입력 신호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경우, 선택된 허프만 코드북 자

체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으며, 예외처리(ESC)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방법은, 허프만 부호화시 이용되는 다수개의 허프만 코드북들을 적어도 복수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삽입하려는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분류된 그룹들 중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며, 선택된 그룹에서

입력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할 허프만 코드북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호화한 후 전송하는 전송 단계; 및 상기 단계에

서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을 이용하여 전송된 신호의 허프만 복호화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

기 허프만 코드북이 속하는 그룹을 기반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수신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 단계에서 선택된 그룹 및 허프만 코드북 정보는 부가정보로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 단계는 입력 신호에 대해 MP3 부호화를 수행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값, 각 허프만 코드북의 통계적 특

성, 및 허프만 코드북 내 linbits 값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송 단계는 AAC 부호화를 수행하며, 각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 절대값을 기준으로 허프만 코드북들을 복수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잇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상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때 도

면에 도시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구성과 작용은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로서 설명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상기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핵심 구성 및 작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허프만 부호화가 사용되는 영상이나 오디오 부호화기의 압축 부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영상이나

오디오 복호화 과정에서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허프만 부호화 및 복

호화 과정에서 비트열 내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하는데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 및 추출 장치가 적용된 부호화 및 복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개략도로서, 고음

질 오디오 부호화기 및 복호화기와 결합되어 워터마크의 삽입과 추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예로 설명한다.

도 2를 보면, 오디오 부호화 및 워터마크 정보 삽입이 이루어지는 부호화기(210)에서는 압축 부호화하고자 하는 고음질 오

디오 신호와 삽입하고자 하는 워터마크 정보의 부호화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때 워터마크 삽입(211)은 종래의 허프만 부

호화 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디오 복호화 및 워터마킹 추출이 이루어지는 복호화기(230)에서는 압축된 비트열을 복호화하여 원래 상태의 고

음질 오디오 신호를 복원함과 동시에 부호화기(210)에서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상기 워터마크 추출(231)은 복호화

기 내 허프만 복호화 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워터마크 추출 장치가 없는 종래의 고음질 오디오 복호화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오디오 비트열을 복호화하여 출력 오

디오 신호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워터마킹 되지 않은 비트열이 입력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오디오 신호만을 복호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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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일 실시예로 MPEG 제3 계층(이하 MP3라 함)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과 AAC(Advanced Audio Coding) 부

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바탕으로 워터마크 삽입 및 검출 과정을 설명한다. 즉 상기 워터마크 삽입 장치가 포함된 부호화기

(210)는 MP3 부호화 또는 AAC 부호화를 수행한다. 반대로 워터마크 추출 장치가 포함된 복호화기(230)는 MP3 복호화

또는 AAC 복호화를 수행한다.

상기 MP3 및 AAC 부호화 방법은 다른 고음질 오디오 부호화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신호의 지각적 중복성을 제거

하기 위해 사람 귀의 청각적 특성에 기반한 심리 음향 모델을 이용하고, 신호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데

이터 압축 방식을 결합한 형태를 갖는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부를 포함한 MP3 부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허프만 부호화

과정 중에 워터마크 삽입이 이루어진다.

도 3을 보면, 서브밴드 필터뱅크(310),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부(320), 왜곡 제어부(330), FFT

(Fast Fourier Transform)부(340), 심리음향 모델부(350), 및 비트열 생성부(360)로 구성된다.

상기 왜곡 제어부(330)는 반복 루프로서, 비선형 양자화부(331), 비트 할당부(332), 허프만(Huffman)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333), 그리고 부가정보 부호화부(334)로 구성된다.

먼저 오디오 신호는 통계적인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서브밴드 필터뱅크(310)로 입력되고, 동시에 인간의 청각 특성에

의한 지각적인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FFT부(340)로 입력된다.

상기 서브밴드 필터뱅크(310)는 32개의 가중 중첩 가산 방식 등간격 필터뱅크로 구성되며, 오디오 신호가 서브밴드 필터

뱅크(310)를 거치면 서브밴드 샘플로 변환된다. 상기 서브밴드 필터뱅크(310)에서 오디오 신호의 통계적인 중복성이 제거

된 서브밴드 샘플은 MDCT부(320)로 출력되어 MDCT가 수행됨으로써, 주파수 해상도를 높이는 하이브리드(hybrid) 변

환 부호화 방식이 사용된다.

즉, 청각특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서브밴드 필터뱅

크(310)와 MDCT(320)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에 대해 최대 576개의 주파수 분해능을 갖는 MDCT 계수로 변환한다.

상기 FFT(Fast Fourier Transform)부(340)는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FFT를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심리음향

모델부(350)로 출력한다. 상기 FFT를 사용하는 심리음향 모델부(350)에서는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로부터 인간의 청각 특

성에 의한 지각적인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FFT된 주파수 신호로부터 귀에 들리지 않는 잡음 레벨인 마스킹 임계값

(masking threshold)을 얻는다.

여기서, 마스킹 현상은 소리 지각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서, 큰 음에 의해 어떤 임계값 이하의 작은 음이 가려지는 현상

즉,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의 지각(perception)을 억제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마스킹 현상 중 주파수 마스킹 현상은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처리한다. 즉 주파수 마스킹은 특정 주파수의 순음이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마스킹한

다고 할 때 마스킹되는 잔소리는 어느 임계값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되는 임계값을 마

스킹 임계값이라 하여 절대가청 임계값(Absolute threshold)과 구분한다. 상기 절대가청 임계값은 임의의 소리에 대하여

지각을 할 수 있는 임계값을 말한다.

그리고 왜곡 제어부(330)의 비트 할당부(332)는 각 프레임에서의 마스킹 임계값을 근거로 하여 MDCT 계수의 양자화 비

트를 할당하여 양자화부(331)로 출력한다. 이때 양자화 잡음이 오디오 신호에 의해 마스킹 될 수 있도록 각 스케일팩터 밴

드별로 최소한의 비트를 할당한다.

상기 왜곡 제어부(330) 내 비트 할당과 양자화, 그리고 허프만 부호화 과정은 반복 루프를 통해 처리된다. 이때 상기 비트

할당부(332)는 잡음을 완전히 마스킹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주관적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스케일 팩터 대역별로 비트를 할

당한다. 상기 할당된 비트를 기반으로 양자화부(331)에서 비선형 양자화된 MDCT 계수는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

입부(333)로 입력되어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가 삽입된 후 비트열 생성부(360)로 출력된다. 상기 허프만 부호화 및 워

터마크가 삽입된 오디오 신호는 비트열 생성부(360)에서 부가 정보와 함께 비트열로 만들어진 후 전송된다.

여기서 허프만 부호화란 통계적 압축 방법의 일종으로 각 단위 정보를 표현하는 비트 수를 단위 정보들의 출현 빈도를 기

반으로 할당하는 개념이다. 즉, 빈도가 높은 정보는 적은 비트 수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빈도가 낮은 정보는 비트 수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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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여 표현해서 전체 데이터의 표현에 필요한 비트의 양을 줄인다. 따라서 단위 정보에 따라 코드의 길이가 달라지

는 가변 길이 코드이며, 오디오 및 영상의 압축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상기 허프만 부호화에 의해 압축된 데이터는 허프만

복호화에 의해 원 정보를 오차없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손실(noiseless) 부호화 방법의 일종이다.

그리고 MP3 및 AAC 부호화에서는 양자화된 신호에 대해 허프만 부호화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허프만 코드북을 가지고,

각각의 단위 정보들에 해당하는 코드북 인덱스를 찾아 해당 코드워드를 전송하는 방법을 취한다.

먼저, MP3의 허프만 부호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MP3의 허프만 부호화는 반복 루프 내에서 수행된다. 상기 왜곡 제어부(330)에 해당하는 반복 루프는 해당 입력 신호

에 대한 마스킹 임계값을 기준으로 비트를 할당하는 외부 루프와 할당된 비트에 따라 MDCT 계수의 비선형 양자화를 수행

하고, 양자화된 MDCT 계수를 허프만 부호화하는 내부 루프로 구성된다.

상기 내부 루프에 존재하는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양자화된 MDCT 계수의 크기에 따라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가변 길이 부호화 방법을 사용한다. 즉, MDCT 계수가 모두 0인 rzero 영역, 크기가 0과 1과 -1만 존재하는 count1 영역,

그 외의 크기를 가지는 big_value 영역이다.

이때, 가장 높은 주파수 스펙트럼 계수로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이 나타날때까지의 구간 즉, MDCT 계수가 모두 0인

rzero 영역은 부호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 0과 1과 -1만 존재하는 count1 구간에 대해서는 4개의 MDCT 계수씩 짝(quadruple)을 지어 허프만 테이블 내 한

개의 코드워드를 전송한다. 이때 사용되는 허프만 테이블은 예를 들면, Huffman codes for Layer III 중 Huffman code

table for quadruples(A)와 Huffman code table for quadruples(B)이다. 상기 count1 영역에 대한 상기 허프만 테이블

A 및 B는 해당 정보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된 테이블 정보는 별도의 부가 정보로써

비트열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그리고 절대값이 1보다 큰 값들을 갖는 big_value 영역은 두 개의 MDCT 계수씩 짝을 이루어 허프만 부호화된다. 즉, 상기

big_value 영역은 다시 3개의 부영역(subregion)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각 부영역별로 0~31번까지 있는 허프만 테이

블 예를 들면, Huffman codes for Layer III 중 Huffman code table 0 ~ 31 중에서 역시 최소의 비트로 부호화할 수 있는

허프만 테이블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하게 된다. 각 부영역별로 선택된 허프만 테이블은 역시 부가정보를 통해

비트열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이때 상기 big_value 영역의 MPCT 계수를 부호화하는데 사용되는 허프만 코드북 0~31까지는 각 코드북별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절대값)이 달라지므로, 각 부영역별 MDCT 계수의 최대값까지 표현할 수 있는 허프만 코드북 가운데서 선택

을 해야한다.

도 4는 상기 MP3에서 사용되는 허프만 코드북별 최대 절대값 등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4를 보면, 코드북 13~31 등에서처럼 MP3의 허프만 코드북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값은 15가 최대이다. 그러나, 양자

화된 MDCT 계수는 그 이상의 값이 존재하며, 이러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를 하게 된다. 즉, 15 이상의 큰 값

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값 15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로 허프만 부호화하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계수값은 선형 PCM 부호화

방법으로 표현하여 코드워드 뒤에 추가하게 된다. 이때, 선형 PCM 부호화에 사용되는 비트수가 linbits 이다.

예를 들어, 18이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코드북 17(linbits=2)을 선택하고, 해당 MDCT 계수 자리에 15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를 삽입한 뒤, 18-15, 즉 3을 2비트를 이용하여 표현한 이진수 11을 해당 코드워드 뒤에 첨부하는 방법이다. 코

드북 16~23까지는 동일한 허프만 코드북(#16)을 사용하면서, linbits이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코드북 24~31

까지는 동일한 #24 코드북을 사용하며, linbits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때 상기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333)에서는 허프만 부호화 뿐만 아니라 워터마크 정보 부호화도 동시에 수

행한다. 즉 상기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333)는 워터마크 신호를 추가적인 입력으로 받아 워터마킹을 수행하

는 동시에 허프만 부호화를 수행하여 비트열 생성부(360)로 출력한다.

다시 말해, 워터마크 삽입이 이루어지는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333)에서는 종래의 허프만 부호화 과정 중 각

영역별 허프만 코드북을 선정하는 과정을 변형하여 원하는 이진수의 워터마크를 삽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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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세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MP3 부호화 과정에서 허프만 부호화는 MDCT 계수의 크기에 따라 크게 세 영역 즉, rzero, count1,

big_value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다른 무손실 부호화를 수행하게 된다. 상기 세 영역 가운데 count1 영역과 big_

value 영역에 대해서는 정해진 허프만 코드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코드북을 이용한 허프만 부호화를 수행한다.

상기 각 영역별로 선택된 허프만 코드북은 MP3 비트열내에 부가정보로 전송되어 MP3 복호화기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MDCT 계수를 허프만 복호화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각 영역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프만 코드북(도 4 참조)을 살펴보면, 최대 절대값이 같은 코드북이

2개 내지 3개씩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펙트럼 분포의 통계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즉 최소의 비트로 부호화가 가능

한 코드북을 선택하여 부호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big_value 영역 가운데 특정 부영역에 존재하는 MDCT 계수의 최대 절대값이 5라면, 허프만 코드북 7,8,9번을

각각 이용하여 허프만 부호화를 수행해본 뒤, 가장 적은 비트수를 갖는 허프만 코드북을 선택한다. 실제로 최대 절대값이

5일때는 상기 7,8,9번 코드북 이외에 그 이상의 최대값을 갖는 허프만 코드북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즉, 코드북

10,11,12번 내지 그 이상의 코드북을 사용하여도 부호화가 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이렇게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데 있어 선택 가능한 허프만 코드북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삽입하고자 하는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그룹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그룹내의 코드북 가운데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워터

마킹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기 최대 절대값이 5인 어떤 부영역에 대해, 이진수 워터마크 '1'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코드북 9,10,11번 중에 선택하고, 이진수 워터마크 '0'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 코드북 7,8,12번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의 방법이다.

도 5a 및 도 5b에는 본 발명에 따른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333)에서 삽입하려는 이진수 워터마크 '0'과 '1'에

따라 선택 가능한 허프만 코드북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예시이다.

이는 허프만 코드북을 양분하여 워터마크 '0'과 '1'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일 예로써 같은 원리에 의한 다른 조합도 가능하

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삽입하려는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허프만 코드북들을 세 개나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삽입하고자 하는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그룹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그룹내의 코드북

가운데서 선택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워터마킹을 수행한다.

도 5a 및 도 5b의 분류는 각 코드북별 최대값 및 linbits과 각 코드북에 따른 통계적 특성이 이진수 '0'과 '1'에 잘 배분되도

록 나눈 경우이다.

이때, 코드북 0번 및 1번을 사용해야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허프만 테이블을 사용하며 linbits 값에 의해 구별되는 코드북 16~23번 및 24~31번에 대해서도 linbits 값

에 따라 도 5a와 도 5b에 구분되어 배정되었다.

이와 같이 허프만 코드북의 통계적 특성과 linbits 크기를 고려하여 도 5a와 도 5b처럼 동일한 허프만 테이블 내 허프만 코

드북을 배분함으로써, 워터마크의 삽입을 위해 각 영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허프만 코드북을 제약하는 것이 허프만 부호화

의 압축 효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의 삽입은 MP3 부호화 과정 중 허프만 부호화를 수행할 때, 각 부영역 및 count1 영역에

서의 허프만 코드북 선택시, 이진수 워터마크에 대응하는 코드북을 도 5a 및 도 5b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상기와 같이 부호화기(210)에서 허프만 부호화시에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되어 전송되면, 복호화기(230)에서는 전송된 각

영역별 구간값과 각 구간별로 선택된 허프만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된 비트열의 코드워드로부터 양자화된

MDCT 계수를 복원함과 동시에 복원시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에 따라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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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추출 장치가 적용된 MP3 복호화기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상기 도 3의 워

터마크 삽입장치가 적용된 MP3 부호화기의 역순으로 동작한다.

도 6을 보면,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610), 허프만 복호화부(620), 역양자화부(630), IMDCT부(640), 및 서

브밴드 필터뱅크(6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610)는 전송된 비트열로부터 복호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unpack)해내는 역

다중화 과정에서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610)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즉, 전송된 부가정

보 가운데, 각 영역별로 선택된 허프만 테이블(table_select)의 코드북을 읽어 도 5a 및 도 5b와 비교하는 것으로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 '0'과 '1'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영역에 대한 허프만 코드북이 10번이면 도 5b에 존재하므로 해당 위

치에 삽입된 워터마크 정보는 '1'이라고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프레임(1152 시간샘플)의 MP3 비트열에는 2채널일 경우, 12개의 table_select 값과 4개의 count1table_

select 값이 존재하므로, 프레임당 최대 16비트의 이진수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상기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610)에서 분리된 부가 정보 및 오디오 비트열은 허프만 복호화부(620)로 출력

된다.

상기 허프만 복호화부(620)는 허프만 부호화되어 입력된 오디오 비트열로부터 양자화된 MDCT 계수를 얻어내서 역양자

화부(630)로 출력한다. 상기 역양자화부(630)에서는 양자화된 MDCT 계수를 역양자화하여 실수의 MDCT 계수를 산출한

다. 상기 실수 MDCT 계수는 IMDCT부(640)와 서브밴드 필터뱅크(650)를 거쳐 시간영역의 신호인 출력 PCM 신호로 생

성된다.

이때 복호화된 PCM 오디오 신호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일반적인 MP3 비트열로부터 복호화된 경우와 구별되지 않

는다.

한편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장치가 적용된 AAC 부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MP3 부

호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허프만 부호화 과정 중에 워터마크 삽입이 이루어진다.

도 7을 보면, 심리음향 모델부(710), 전처리기(720), 서브밴드 필터뱅크(730), TNS(Temporal Noise Shaping)부(740),

세기(Intensity)/커플링부(750), 예측부(760), M/S(Mid/Side) 스테레오 처리부(770), 비트 할당 및 양자화부(780), 및 비

트열 생성부(790)로 구성된다.

상기 비트 할당 및 양자화부(780)는 반복 루프 구조로서, 압축율/왜곡 제어부(781), 스케일팩터 추출부(782), 양자화부

(783), 그리고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784)로 구성된다.

즉, PCM(Pulse Code Modulation) 형태의 오디오 신호는 심리음향 모델부(710)와 전처리기(720)로 입력된다. 상기 전처

리기(720)는 전송될 비트율에 따라 입력 오디오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변시켜 출력한다.

상기 심리음향 모델부(710)는 입력 오디오 신호들을 적당한 스케일팩터 대역(scalefactor band)의 신호들로 묶고, 각 신

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마스킹 현상을 이용하여 각 대역(scalefactor band)에서의 마스킹 임계값(masking

threshold)을 계산한다. 상기 심리음향 모델부(710)의 출력은 필터 뱅크(730), TNS부(740), 세기/커플링부(750), M/S

스테레오 처리부(770)로 입력된다.

상기 필터뱅크(730)는 전처리기(720)를 거친 신호와 심리음향 모델부(710)의 마스킹 임계값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통계적인 중복성을 제거한 후 TNS부(740)로 출력한다. 즉, 상기 필터뱅크(730)에서는 MDCT 변환에 의해 최대 1024개

의 주파수 분해능을 갖는 MDCT 계수를 생성해낸다.

상기 필터뱅크(730)에서 생성된 MDCT 계수들은 TNS부(740), 세기/커플링부(750), 예측부(760), M/S 스테레오 처리부

(770)를 거쳐 비트 할당 및 양자화부(780)로 입력된다. 상기 TNS부(740), 세기/커플링부(750), 예측부(760), M/S 스테레

오 처리부(770)는 부호화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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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 TNS부(740)는 필터 뱅크(730)의 출력과 심리음향 모델부(710)의 출력을 입력받아 변환의 각 윈도우 내에서 양

자화 잡음의 시간적인 모양을 제어한다. 이때 주파수 데이터의 필터링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시간영역 잡음 형상화가 가능

하다.

상기 세기/커플링부(750)는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듈로서, 심리음향 모델부(710)의 출력과

TNS부(740)의 출력을 입력받아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의 스케일팩터 대역에 대한 양자화된 정보만을 부호화하고,

나머지 채널은 상대적인 크기 정보만을 전송한다. 상기 세기/커플링부(750)는 부호화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모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 스케일팩터 대역 단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예측부(760)는 이전 프레임데 대한 MDCT 계수들을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MDCT 계수값(즉, 상기 세기/커플링부

(750)의 출력값)을 예측한다.

이렇게 예측된 값과 실제 주파수 성분의 차를 양자화해서 부호화함으로써 사용되는 비트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상

기 예측부(760)도 프레임 단위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예측부(760)를 사용하면 다음 주파수 계수를 예측하는데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에 의한 차이가 원래 신호보다 더 큰 확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예측을 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트 발생량이 예측을 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때는

예측부(760)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M/S 스테레오 처리부(770)도 스테레오 신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듈로서, 상기 심리음향 모델부

(710)의 출력과 예측부(760)의 출력을 입력받아 왼쪽 채널 신호와 오른쪽 채널 신호를 각각 더한 신호와 뺀 신호로 변환한

후 이 신호를 처리한다. 상기 M/S 스테레오 처리부(770)도 부호화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호화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각 스케일팩터 대역 단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M/S 스테레오 처리부(770)의 출력은 비트 할당 및 양자화부(780) 내 스케일 팩터 추출부(782)로 입력된다.

상기 스케일팩터 추출부(782)는 압축률/왜곡 제어부(781)의 제어에 의해 스케일팩터를 추출한 후 M/S 스테레오 처리부

(770)에서 출력되는 서브밴드 샘플들을 정규화하여 양자화부(783)로 출력한다.

상기 양자화부(783)는 스케일팩터 추출부(782)에서 정규화된 서브밴드 샘플들을 양자화한 후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784)로 입력된다. 즉 상기 양자화부(783)는 인간이 들어도 느끼지 못하도록 각 대역의 양자화 잡음의 크기가 마스

킹 임계값보다 작도록 각 대역의 서브밴드 샘플들을 양자화한다.

상기 양자화부(783)에서 양자화된 신호는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784)에서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킹된 후

압축율/왜곡 제어부(781)와 비트열 생성부(790)로 출력된다. 상기 비트열 생성부(790)는 각 모듈(720~780)에서 만들어

진 정보들을 모아서 비트열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이와 같이 도 7의 AAC 부호화 과정에서, 심리음향 모델을 통해 주파수 영역에서 마스킹 임계값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양

자화 잡음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비트 할당을 수행하는 구조는 MP3 부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AAC 부호화 과정에서

는 주파수 변환 과정이 MP3에 비해 높은 주파수 해상도를 갖는 2048-point MDCT를 수행(필터뱅크)하고, 시간 영역에서

잡음을 정형하는 기술인 TNS(Temporal Noise Shaping)를 사용하며,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한 예측(Prediction)을 사용하는 것이 MP3와 크게 다르다. 또한 AAC 부호화 과정에서는 전송될 비트율에 따라 샘플링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 있는 전처리기(720)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AAC의 허프만 부호화도 허프만 코드북을 사용하여, 2개 또는 4개의 MDCT 계수 짝(n-tupples)을 부호

화한다는 점에서 MP3와 유사하다. 그러나 동일한 코드북을 사용하는 영역을 섹션(section)이라는 단위로 구분하며,

rzero 영역 및 count1 영역과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르다. 즉, AAC 부호화 과정은 MDCT 스펙트럼 계수

에 대해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영역끼리 묶이도록 섹션을 나눈 뒤, 각 섹션별로 가장 적합한 코드북을 선택하여 허프만 부

호화하게 된다. 이때 AAC에서 사용되는 허프만 코드북은 총 12개이며, 각 코드북별로 표현가능한 최대값 등의 특징은 도

8과 같다.

상기 AAC의 경우도 허프만 테이블로 표현 가능한 최대값은 15까지이며, 그 이상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외처리

(escape coding ; ESC)를 해야한다. 상기 AAC에서 사용하는 예외처리 방법은 MP3의 경우와 다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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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6 이상의 정보를 부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에 해당하는 코드워드를 허프만 부호화하고 그 뒤에 다음의 수학식 1

과 같이 구성된 escape_sequence라는 것을 첨가한다.

수학식 1

escape_sequence = <escape_prefix><escape_separator><escape_word>

여기서, <escape_prefix>는 N비트개의 이진수 '1'을 의미하고, <escape_separator>는 이진수 '0'을, 그리고, <escape_

word>는 N+4 비트의 부호없는 정수값(unsigned integer)으로 표현된 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N은 2(N+4)가 <escape_

word> 자리에 들어갈 MDCT 계수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으로 선택한다.

상기 MP3에서는 허프만 코드북의 선택에 의해 예외 처리로 부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비트수가 결정되는데 반해, AAC에서

는 각 예외 처리하는 계수별로 사용되는 비트수를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

이때 상기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784)에서의 워터마크 삽입 과정은 MP3 부호화기에서의 워터마크 삽입 과정

과 유사하다. 즉, 도 8의 AAC에서 사용되는 전체 허프만 코드북을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삽입하고자 하는 이진수 워터

마크 정보에 따라 먼저 그룹을 선택하고, 해당 그룹내에서 적합한 허프만 코드북을 찾아 부호화함으로써 워터마크를 삽입

하게 된다.

도 8의 허프만 코드북을 살펴보면, 코드북 0번 및 11번을 제외하면 동일한 최대 절대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 각각 2개씩의

코드북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이진수 '0'과 '1'에 대응하도록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 9a 및 도 9b는 본 발명에 따른 AAC 부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삽입에 사용되는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 '0'과 '1'

에 대응하여 분류한 AAC 허프만 코드북이다. 이때 허프만 코드북 0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

는다.

한편, 코드북 11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코드북 자체에 대해서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예외처리

(escape coding)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AAC에서 16 이상의 정보를 부호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escape_sequence 가운데, <escape_prefix>의 설정시, 삽

입하고자 하는 워터마크 비트에 따라 N값을 결정한다. 종래의 방법에서는 2(N+4)가 <escape_word>값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N값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정보의 삽입을 위해서는 최소의 N값이 아니라, 삽입

하고자 하는 이진수 워터마크가 '0'인 경우에는 2(N+4)로 <escape_word>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짝수인 N을 취하고,

삽입하고자 하는 이진수 워터마크가 '1'인 경우에는 2(N+4)로 <escape_word>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홀수인 N을 취하

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escape_prefix>의 개수인 N값으로부터 삽입된 이진수 워터마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부호화한다.

상기 AAC 부호화기에서는 사용되는 허프만 코드북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섹션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입력된

오디오 신호의 특성에 따라 escape_sequence가 사용되는 개수도 다르다. 따라서, 삽입 가능한 워터마크 비트수는 프레임

에 따라 다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추출장치가 적용된 AAC 복호화기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로서, 상기 도 7의 워

터마크 삽입장치가 적용된 AAC 부호화기의 역순으로 동작한다.

도 10을 보면,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910), 허프만 복호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920), 역양자화부(930), M/

S 스테레오 처리부(940), 예측부(950), 세기/커플링부(960), TNS부(970), 필터뱅크(980), 및 AAC 이득 제어부(99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AAC 비트열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비트열 역다중화 과정을 거쳐 복호화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 허프만

복호화, 역양자화, M/S 스테레오 복원, 예측, 세기/커플링(Intensity/Coupling) 스테레오 복원, TNS 필터링, 그리고 필터

뱅크의 과정을 거쳐 PCM 오디오 신호를 복호한다. 이 과정은 종래의 AAC 복호화 과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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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910)로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이 들어오면, 비트열 역다중화 과정에

서 도 9a 및 도 9b를 참조하여 전송된 섹션별 허프만 코드북에 대한 정보로부터 워터마크를 1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즉

허프만 코드북으로 표현 가능한 신호의 경우 허프만 부호화에 사용된 허프만 코드북 및 그 허프만 코드북이 포함되는 그룹

으로부터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허프만 코드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신호의 경우 예외 처리에 이용된

<escape_prefix>의 개수인 N 값으로부터 워터마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비트열 역다중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910)에서 추출된 워터마크 정보는 허프만 복호화 및 워터마크 추출부

(920)로 출력된다. 즉, escape_sequence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허프만 복호화 과정에서 <escape_prefix>의 개수값 N을

복호하여 추출한다. 이처럼 워터마크 정보는 AAC 복호화 과정의 두 부분에서 복호화가 이뤄지는데, 실제 처리 방법은 매

우 간단하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은 종래의 일반적인 AAC 복호화기를 통해 복호화가 가능하며, 복호화된

PCM 오디오 신호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와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AAC 복호화기는 워터마크

가 삽입되지 않은 비트열에 대해서도 종래의 방법과 동일하게 오디오 신호를 복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고음질 오디오 부호화 방법 가운데 MP3 및 AAC 부호화에 대한 적용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그

러나,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코드북을 이용한 허프만 부호화를 통해 수행하는 여타의 오디오 및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terminology)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 내려진 용어들로써 이는 당분야

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

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한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변형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검출을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의 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프만 부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함으로써, 원 신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와 호환성을 갖는 오디오 및 영상 압축된 비트열을 통해 원 신호와

는 다른 별도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둘째, 상기와 같이 워터마크 정보가 삽입되어 전송되면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고, 복호

화 및 복사, 재생 등의 접근을 제어하는 제어 정보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식별 정보, 오디오와 비디오 신

호 사이의 동기화 정보(LipSync), 곡명, 가사, 자막 등의 부가 정보 전송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트열이 채널 전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거나, 위조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워터마크의 추출

방법을 특정인에게만 공개할 경우 해당하는 워터마크는 비밀 통신의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셋째, 워터마크가 삽입된 비트열은 종래의 복호화기를 통해 왜곡없는 신호의 복호화가 가능하며, 이때 종래의 복호화기는

워터마크의 삽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복호화기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별도

의 정보 전송 채널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워터마크의 삽입 및 추출 과정은 종래의 오디오 및 영상 부호화 과정에서 무시할만한 수준의 연산량 추가만으로 구

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의 삽입 및 추출 방법은 매우 작은 연산량만을 요구하며 구현이

용이하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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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및 검출 시스템을 보인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워터마크의 삽입 및 검출 시스템을 보인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부를 포함한 MP3 부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4는 MP3 부호화에 이용되는 허프만 테이블의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5a, 도 5b는 삽입할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도 4의 허프만 테이블 내 허프만 코드북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예를 보인 본

발명의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추출부를 포함한 MP3 복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부를 포함한 AAC 부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 8은 AAC 부호화에 이용되는 허프만 테이블의 일 예를 보인 도면

도 9a, 도 9b는 삽입할 워터마크 정보에 따라 도 8의 허프만 테이블 내 허프만 코드북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예를 보인 본

발명의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워터마크 추출부를 포함한 AAC 복호화 장치의 일 실시예를 보인 구성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 오디오 부호화기 230 : 오디오 복호화기

211 : 워터마크 삽입부 231 : 워터마크 추출부

310 : 서브밴드 필터뱅크 320 : MDCT부

330 : 왜곡 방지부 331 : 양자화부

332 :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

333 : 비트 할당부 334 : 부가정보 부호화부

340 : FFT부 350 : 심리음향 모델부

360 : 비트열 생성부 710 : 심리음향 모델부

720 : 전처리기 730 : 필터뱅크

740 : TNS부 750 : 세기/커플링부

760 : 예측부 770 : M/S 스테레오 처리부

780 : 데이터 복원부 781 : 압축율/왜곡 제어부

782 : 스케일팩터 추출부 783 : 양자화부

등록특허 10-068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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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허프만 부호화 및 워터마크 삽입부

790 : 비트열 생성부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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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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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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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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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a

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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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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