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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단말기의 촬영자 식별장치 및 방법

(57) 요약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카메라 촬영모드시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코딩방식으로 코딩하

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헤더 정보를 생성하여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하고,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로 생성한 후

헤더 및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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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카메라를 구비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카메라에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코딩하는 영상코덱과,

상기 영상코덱 내에 위치되며, 촬영자 정보를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워터마크삽입부와,

상기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을 저장하는 메모리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서 저장된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전송하는 통신부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가

외부 통신장치와 통신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외부 통신장치와 통신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통신인터페이스부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가,

기지국과 RF 통신을 수행하는 RF통신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자 정보가 단말기의 고유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휴대단말기의 영상데이타 처리장치에 있어서,

카메라와,

영상코덱을 구비하며,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처리하며, 녹화모드시 상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상기

영상코덱에 인가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코딩방식으로 코딩하는 엔코더와, 상기 코딩된 영상 데이터 스트림에 헤

더 정보를 삽입하는 헤더삽입부와, 상기 헤더정보 및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로 생성하여 삽입하는

워터마크삽입부로 구성되는 상기 영상코덱과,

녹화모드시 상기 워터마크가 삽입된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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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모드시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코딩된 영상데이타들 중에서 선택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전송하는 통신부를 더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장치에 있어서,

통신모드시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수신하는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서 설정된 위치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촬영자 정보로 생성

하는 워터마크추출부와, 상기 워터마크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영상 데이터 스트림에 헤더 정보를 추출하는 헤더추출부와,

상기 헤더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원래의 영상데이타로 복원하는 디코더로 구성되

는 영상코덱과,

상기 영상코덱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처리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영상처리부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표시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가,

기지국과 RF 통신을 수행하는 RF통신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자 정보가 단말기의 고유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휴대단말기의 영상데이타 처리장치에 있어서,

카메라와,

영상코덱을 구비하며, 상기 카메라 및 상기 영상코덱에서 출력되는 촬영되는 영상데이타 및 수를 처리하는 영상처리부와,

상기 영상처리부의 제어하에 상기 카메라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통신모드시 상기 영상코덱에서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전송하고, 또한 수신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상기 영상코덱에 출력

하는 통신부와,

상기 카메라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코딩방식으로 코딩하는 엔코더와, 상기 코딩된 영상 데이터 스트림에 헤

더 정보를 삽입하는 헤더삽입부와, 상기 헤더정보 및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로 생성하여 삽입하여

상기 통신부에 출력하는워터마크삽입부와, 상기 통신부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서 설정된 위치에 삽입

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촬영자 정보로 생성하는 워터마크추출부와, 상기 워터마크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영상 데이터 스트

림에 헤더 정보를 추출하는 헤더추출부와, 상기 헤더추출부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원래의

영상데이타로 복원하여 상기 영상처리부에 출력하는 디코더로 구성되는 상기 영상코덱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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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의 영상데이타 처리방법에 있어서,

카메라 촬영모드시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코딩방식으로 코딩하는 과정과,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헤더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스트림에 삽입하는 과정과,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로 생성하며, 상기 헤더 및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에 상기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과정과,

상기 워터마크가 삽입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과정이 미리 설정된 랜덤시퀀스에 촬영자 정보를 혼합하여 생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자 정보가 휴대단말기의 ESN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자정보에 가입자 전화번호가 더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촬영자 정보가 상기 촬영된 위치 정보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의 영상데이타 처리방법에 있어서,

영상 재생모드시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의 소정 위치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며, 사이 추출된 워터마크에서 촬영자정

보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워터마크가 추출된 데이터 스트림에서 헤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과,

상기 헤더정보가 추출된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된 디코딩 방식으로 디코딩하여 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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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카메라를 부착하는 단말기의 영상처리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촬영된 영상 이미지에 사용자의 식별정

보를 삽입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처리장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한

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는 CCD나 CMOS 센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부는 LCD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 장치의

소형화에 따라 상기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는 점점 소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현재 소형화된 디지털 카메라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카메라 장치는 휴대용 단말기에도 장착되는 추세이다. 상기 휴대용 단말기는

영상 화면을 촬영하여 동영상(moving picture) 및 정지영상(still picture)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촬영된 영상 화면을

기지국에 전송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소형화된 디지털 카메라들은 휴대 및 촬영이 간편하므로, 그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상기 소형

카메라장치를 이용한 촬영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진 촬영시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상대편의 동의없이 비밀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

카메라 장치의 촬영시 강제적으로 촬영음을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상기 휴대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찰칵"하는 소리를 발생하도록 한다. 이는 상기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할

때 주변에 사진을 촬영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촬영시 촬영음을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장소인 경우에는 사진을 찍히는 상대는 이

를 인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형카메라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상기 사진 촬영음의 발생을 제거하는 경우, 상대는

자신이 사진을 찍히고 있음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 등이 발달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몰래 찍을 사진을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라이

버시 침해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진을 찍는 카메라 및 사용자의 정보를 사진

이미지에 삽입하면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단말기의 정보를 촬영된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단말기의 정보를 촬영된 이미지에 삽입하며, 사진

이미지를 수신하는 단말기가 상기 이미지에 삽입된 정보를 추출하여 촬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된 이미지를 압축 부호화하고, 상기 압축부

호화한 이미지 스트림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된 이미지를 압축 부호화한 후 압축부호화

한 이미지 스트림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하며, 수신기가 수신된 이미지에서 촬영자정보를 추출한 후 압축된 이미지를 복

호하여 표시하며, 필요시 상기 추출된 촬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되는 이미지를 정지영상으로 압축 부호화

하고 상기 정지 영상의 이미지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되는 이미지를 정지영상들의 합성 동영상

로 압축 부호화하고 상기 합성된 동영상의 이미지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진 촬영시 촬영되는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압축 부호화하

고 상기 동영상의 이미지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삽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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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영상신호의 포맷, 전송 패킷 포맷, 영상압축방식 등과 같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

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이하에서 부호화되는 이미지의 데이터 포맷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촬

영되는 이미지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카메라가 휴대단말기의 경우를 가

정하여 설명될 것이지만,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휴대단말

기의 경우 상기 촬영자 정보로써 단말기 고유번호(ESN), 사용자 전화번호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장치 고유번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정보 이외에 촬영시간 및 촬영장소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메라를 구비하는 휴대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휴대전화기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RF통신부121은 휴대용 전화기의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RF통신부121은 송신되는 신호

의 주파수를 상승변환 및 증폭하는 RF송신기와, 수신되는 신호를 저잡음 증폭하고 주파수를 하강변환하는 RF수신기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처리부120은 상기 송신되는 신호를 부호화 및 변조하는 송신기 및 상기 수신되는 신호를 복조 및 복호화

하는 수신기등을 구비한다. 즉, 상기 데이터 처리부120은 모뎀(MODEM) 및 코덱(CODDEC)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모뎀은 송수신되는 신호를 변조 및 복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CDMA, GSM, UMTS 등의 다양한 모뎀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코덱은 송신 및 수신데이터 등을 처리하는 데이터 코덱과, 송신 및 수신되는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오

디오 코덱을 구비한다.

키입력부123은 숫자 및 문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키들 및 각종 기능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키들을 구비한다. 통신인터

페이스부125는 통신케이블을 통해 외부 장치와 연결되며, 제어부의 제어하에 외부 장치와 직렬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리130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생성 및 수신되는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동

영상 메모리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메모리는 휴대용 전화기의 일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및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표시부에 인가되는 영상신호의 경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

메모리는 상기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부110은 휴대용 전화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데이터처리부20

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키입력부123으로부터 설정되는 모드 명령에

따라 상기 영상신호를 촬영 및 저장, 재생, 전송 및 수신하는 동작들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제어부110은 사용자데이터

(user data)를 상기 표시부160에 출력하는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사용자 데이터는 휴대단말기에 표시되

는 정보는 현재시간, 수신감도, 배터리 잔량들을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들 및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 표시되는 사용

자데이터들이 될 수 있다.

카메라부(camera module)140은 영상 촬영시에 감지되는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 센서와, 상기 카메라

센서로부터 촬영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 센서는

CCD센서라 가정하며, 상기 신호처리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DSP)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카메라 센서

및 신호처리부는 일체형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분리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영상처리부150은 상기 카메라부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데이터를 발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영상처리부150은 상기 카메라부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처리하며, 상기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상기 표시부160

의 특성 및 크기에 맞춰 출력한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부150은 영상코덱250을 구비하며, 상기 영상코덱250은 영상신호를

설정된 방식으로 코딩하거나, 코딩된 프레임 영상데이터를 원래의 영상신호로 디코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영상처

리부150은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설정되는 모드에 따른 영상신호를 촬영 및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

기 영상코덱250은 정지이미지(이하 jpeg라 칭함), 합성 동영상(이하 모션 jpeg라 칭함), 동영상(이하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라 칭함)의 코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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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160은 상기 영상처리부50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부110에서 출력되는 사

용자 데이터를 표시한다. 또한 상기 표시부160은 상기 제어부110의 제어하에 재생되는 동영상신호를 표시한다. 여기서

상기 표시부160은 LC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기 표시부160은 LCD제어부(LCD controller), 영상데이터를 저

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LCD표시소자 등을 구비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LCD를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방식으로 구현

하는 경우, 입력부로 동작할 수도 있다.

GPS수신기(Global Positioning System receiver)170은 GPS 위성으로부터 GPS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110에 전

송한다. 여기서 상기 GPS 정보는 현재 휴대전화기가 위치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GPS수신기

를 통해 현재 영상촬영시 촬영 위치(장소) 정보 및 시간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휴대전화기가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방식의 채널들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처리부120은 상기 모뎀은 CDMA 방식의 모뎀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데이터처리부120은 상

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영상신호에 오디오신호를 코딩 및 디코딩하기 위한 오디오 코덱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휴대전화기는 인물 또는 주변 환경을 촬영하여 영상화면으로 표시 또는 전송하는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먼저 카메라부140은 휴대용 전화기에 장착되거나 또는 외부의 소정 위치에 연결될 수 있다. 즉, 상기 카메라

부140은 외장형 또는 내장형 카메라일 수 있다. 상기 카메라부140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센서 및 상기 센서로부터 촬영

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등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센서는 CMOS센서나 CCD(Charge

Coupled Device)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부140에 촬영되는 영상은 내부의 센서에서 전기적신호로 변환된 후

신호처리부에서 상기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리고 상기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와 동기신호들을

상기 영상처리부50에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동기신호는 수평동기신호(Hsync: Horizontal Synchronization signal) 및

수직동기신호(Vsync: Vertical Synchronization signal)등이 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영상처리부150의 구성의 일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영상처리부150은 상기 카

메라부140과 표시부160간에 영상신호를 인터페이스하는 동시에 상기 카메라부140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코딩

및 디코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영상처리부150은 영상신호를 코딩 및 디코딩하기 위한 영상코덱

250을 구비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영상코덱250이 JPEG, 모션 JPEG, MPEG, H.264 코덱이 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카메라인터페이스211은 상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는 YUV 포맷의 영상데이터이며, 표시부160은 RGB 포맷의 영상데이타

를 표시한다고 가정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가 YUV포맷이며, 표시부160

은 RGB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한다고 가정한다.

스케일러213은 상기 제어부10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카메라14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상기 표시부160

상에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스케일링한다. 상기 스케일러213은 상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픽셀들을 표시부

160에서 표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의 픽셀 수로 축소 및 크러핑한다. 그러나 상기 표시부160이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의 사이즈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스케일러213은 상기 제어부10의

제어하에 상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를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상기 확대 표시 방법은 상

기 카메라140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에서 표시부140에서 표시할 수 있는 픽셀수 만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색변환부215는 상기 스케일러213에서 출력되는 YUV 데이터를 RGB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카메라140이 촬

영되는 영상데이타를 RGB 포맷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상기 표시부160이 YUV 포맷의 영상데이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상기 색변환부215의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LCD 인터페이스217은 상기 표시부160에 영상데이타를 인터페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LCD 인터페이스

부217은 내부에 버퍼를 구비하여 상기 LCD인터페이스217에서 표시부160과 인터페이싱되는 영상데이타를 버퍼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영상코덱250은 영상처리제어부200의 제어하여 상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영상 코딩하거나 또는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복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영상코덱250은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의 제어하에 상기 색변환기215에서 출력

되는 카메라 영상신호 또는 상기 표시부160에서 표시되는 영상신호를 입력하여 설정된 코딩 방식으로 영상 코딩하며, 상

기 코딩된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삽입하여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발생한다. 또한 상기 영상코덱250은 상기 영

상처리제어부200의 제어하에 코딩된 영상신호에서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추출하며,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디코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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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케일러213 또는 LCD인터페이스부217에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영상처리시 상기 키입력

부123에서 입력되는 키 데이터들을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키입력부123에서 발생되는 키

입력을 상기 제어부110이 확인하며, 영상처리에 관련된 키데이타인 경우에는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에 전달하여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이 영상처리에 관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영상처리부15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즉,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제어

부110의 제어하에 상기 표시부160을 제어하여 상기 카메라140으로부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의 표시를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영상코덱250을 제어하여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삽입하거나

또는 상기 영상데이타에 삽입된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식

별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은 상기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워터마킹(water marking)하거나 또는 영상데이타의

스트림에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워터마킹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영상데이타의 스트림에 촬영자의 식별

정보를 워터마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영상데이타를 영상 코딩한 후 코

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킹하는 예를 가정하여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영상데이타를 코딩하

기 전에 촬영자 정보를 삽입한 후, 촬영자 정보가 삽입된 영상데이타를 코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영상메모리230은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의 제어하에 영상데이타를 저장하거나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영상메모리230

에 저장되는 영상데이타는 상기 촬영된 영상데이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휴대단말기에서 수신된 영상데이타가 될 수 있

다.

선택기219는 상기 제어부110에서 출력되는 경로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영상처리부15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또는 상기 제

어부110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표시부160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영상촬영모드시 상기 제어부110은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에 영상처리의 제어권을 넘긴다. 그러

면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제어부110에서 전달되는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하며, 이외의 카메

라부140에서 촬영되는 영상데이타를 표시부160에 표시하는 동작 및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메모리

130에 저장하는 동작을 제어한다. 즉, 상기 제어부10은 통신에 관련된 동작을 제어하며, 또한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에만 상기 표시부160의 동작을 제어한다. 그리고 통신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는 상기 표시부160의 전반적인

동작 제어는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에서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즉, 카메라부140의 동작이 선택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은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에서 제어하게 된다.

상기 카메라140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타를 표시부160에 전송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영상처리부150은 상기 카메라

14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처리하여 표시부160에 표시한다. 이때 영상처리부150의 스케일러213은 상기 카메라140

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의 화소수를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도록 상기 화소들 증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기 화

소들의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표시(zooming)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촬영되는 영상신호는 메모리230에 저장되지

않으며, 상기 표시부160에 프리뷰 화면으로 표시된다. 상기와 같이 프리뷰 화면으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동작에서는 영

상 코딩 동작이 발생되지 않으며, 따라서 상기 촬영되는 영상신호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하는 동작도 생략된다.

또한 상기 카메라14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표시부160에서 영상 화면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표시되는 영

상신호를 저장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키입력부123의 영상처리에 관한 기능키 또는 메뉴 상에서 영상처리에 관한 기능이

선택되면, 상기 카메라부140에서 촬영되는 영상신호를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촬영 명령이 발생되면, 상기 영상처리제어부

200은 상기 영상코덱250을 제어하여 상기 카메라인터페이스부211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코딩하고,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의 스트림에 촬영자 정보를 삽입하여 영상데이타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킹한 후 이를 영상메모리230에 저장

한다. 또한 상기 저장된 영상데이타 또는 수신된 영상데이타를 재생하는 경우,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영상코덱250을

제어하여 영상데이타에 워터마킹된 상기 촬영자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영상코덱은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를 디

코딩한 후 스케일러213에 출력하여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한다. 또한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추출된 촬영자 정

보를 선택기219를 통해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영상코덱250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상기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방식으로 코딩하고,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wartermark)로 삽입하는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은 코더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지만, 디코더의 구조는 상기 코더의 역순으로 동작하며 상기 코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엔코더311은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방식에 따라 코딩한다. 이때 상기 코딩방식은 영상데

이타의 형태에 따라 각각 설정된 방식으로 코딩한다. 즉, 상기 영상코덱250은 촬영되는 영상데이타가 정지영상 또는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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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따라 다른 코딩방법이 다르며, 또한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에서도 각각 다른 코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정지영상이면 JPEG 코더를 사용하며, 동영상이면 MPEG4 또는 H.264 코더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정지 영상을 연속하여 동영상으로 처리하며, 또한 상기 동영상에 오디오 및 텍스트를 합성 동영상신호를 처리하는 모션

JPEG(motion JPEG) 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엔코더311은 촬영되는 영상데이타(raw image data)를 입력하며, 상

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설정된 코딩 방식으로 영상데이타를 압축 부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엔코더311

은 상기한 바와 같이 JPEG 코더, 모션 JPEG 코더, MPEG4 코더 또는 H.264 코더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헤더삽입기

(codec adaptive header inserter)313은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터 스트림에 헤더를 삽입한다. 여기서 상기 헤더 정보는 각

각 해당하는 코딩 방식에 따른 헤더정보가 될 수 있으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설정된 위치에 상기 헤더정보를 삽

입한다.

혼합기317은 휴대단말기 정보와 랜덤시퀀스를 혼합하여 워터마크를 생성한다. 상기 혼합기317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

이트(exclusive OR gate)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휴대단말기 정보는 촬영자정보로써,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및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ESN은 휴대단말기의 고유번호로써, 각 휴

대단말기에 독립적으로 부여되는 부호이다. 그리고 상기 MIN은 휴대단말기의 정보로써 휴대단말기의 전화번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휴대단말기 정보 이외에 영상을 촬영한 시간(Time) 및 촬영장소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

서 상기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는 상기 GPS 수신기170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상기 GPS수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휴

대단말기의 무선통신을 서비스하는 기지국의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랜덤시퀀스(pseudo random

sequence)는 휴대단말기에서 사용하는 확산부호(spreading code: PN시퀀스)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휴대단말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속된 랜덤 시퀀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랜덤시퀀스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혼합기317은 생략될 수 있다. 상기 혼합기317에서 특정 랜덤시퀀스와 혼합는 촬영자 정보는 영상데이타의 워

터마크 정보로 사용된다.

워터마크삽입기(watermark embedder)315는 상기 혼합기317에서 출력되는 워터마크를 상기 헤더 및 코딩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삽입한다. 즉,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는 상기 워터마크를 상기 헤더 및 코딩 영상데이타로 구성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소정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가 상기 촬영자 정보를 영상데이타에 워터마킹하는 방법은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소정 위치에 상기 촬영자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상기 코딩된 데이

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하는 경우,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는 일정 규격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상기 워터마크삽입기

315는 상기 촬영자정보를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소정 위치에 삽입하며, 이때 상기 촬영자 정보가 삽입되는 위

치는 미리 약속된 위치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포맷에는 사용되지 않는 예비 영역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기 예비 영역의

특정 영역을 상기 촬영자 정보의 워터마킹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이 코딩된 영상데

이타의 스트림에서 특정 위치를 워터마킹 영역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들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워터마킹

방법 이외에 상기 영상데이타에 상기 촬영자 정보를 직접 워터마킹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

에서 출력되는 영상데이타 스트림은 워터마크(촬영자 정보), 헤더정보 및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출력부319는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에서 출력되는 스트림에 시작 및 종료코드를 삽입하여 코딩된 영상데이타의 스트림

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시작코드(start code)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시작을 나타내는 부호이며, 종료코드(end

code)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따라서 상기 출력부319에서 출력되는 데이터 스트림

은 시작코드, 워터마크, 헤더, 코딩된 영상데이타 및 종료코드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는 상기 촬영자

정보를 상기 시작코드 다음 위치, 또는 상기 헤더정보의 다음 위치, 또는 상기 종료코드의 전단에 삽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영상코덱250은 코딩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포맷으로 코딩된 영상스트림을 생성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영상코덱은250은 정지 영상데이타의 코딩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영상 데이터의 코딩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JPEG, 모션 JPEG, MPEG4, H.264 방식의 영상 코딩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JPEG

코딩 방식은 정지 영상을 코딩하는 방식이며, 모션 JPEG 코딩 방식은 정지영상들을 합성하여 동영상 형태로 코딩하는 방

식이고, MPEG4 및 H.264 코딩 방식은 동영상 데이터를 코딩하는 방식이다. 상기와 같은 각 코딩 방식에 따른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 4 -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여기서 상기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정보가 워터마킹된 JPEG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정보가 워터마킹된 JPEG 200 스트림의 구조

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정보가 워터마킹된 모션 JPEG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

하는 도면이며,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정보가 워터마킹된 MPEG4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이고, 상기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정보가 워터마킹된 H.264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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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코덱250은 JPEG 영상 코덱이 될 수 있다. 상기 카메라140에 촬영된 영상데이타는

영상코덱311의 엔코더315에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엔코더311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JPEG 코딩방식으로 코딩

하여 도 4의 411의 ECS0 - ECSlast를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411의 ECS0 - ECS last는 JPEG 코딩된 영상데이타가 된다.

이후 상기 JPEG 코딩된 영상데이타는 헤더삽입기313에 인가되어 411과 같이 헤더정보가 더해진다. 여기서 상기 헤더정

보는 JFIF 마커, 길이, JFIF 스트링, table/misc, 프레임 헤더(frame header) 및 스캔헤더(scan header)로 구성될 수 있

다. 여기서 상기 table/misc 정보는 도 4의 413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프레임 헤더(frame header)는 도 4의 415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스캔헤더(scan header)는 도 4의 417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후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는 상기 도 4의 411과 같이 상기 헤더정보의 앞에 촬영자정보를 삽입한다. 여기서 상기 촬영

자 정보는 워터마크임을 식별하기 위한 마커(marker), 워드마크의 길이(length), 그리고 X 바이트의 워터마크

(watermark)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x바이트의 워터마크는 상기 촬영자정보로서, ESN, MIN, 촬영시간 및 촬영장소 또

는 이들 중 일부 정보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ESN 및 MIN은 휴대단말기의 고유 정보로써, 촬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촬영자 정보를 JPEG 스트림에 삽입한 후, 출력부319는 상기 시작코드 SOI(start of image) 및 종료코드(end of

image)를 삽입하여 JPEG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을 완성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출력

부319에서 출력되는 상기 도 4의 411과 같은 JPEG 스트림을 메모리230에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단말기의 제어부110에

의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영상코덱250은 JPEG 영상 코덱이 될 수 있다. 상기 카메라140에 촬영된 영상데이

타는 영상코덱311의 엔코더315에 인가된다. 그러면 상기 엔코더311은 상기 입력되는 영상데이타를 JPEG 코딩방식으로

코딩하여 도 5의 451의 비트 스트림(bit stream)을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451의 비트스트림은 JPEG 2000 방식으로 코

딩된 영상데이타가 된다. 이후 상기 JPEG 코딩된 영상데이타는 헤더삽입기313에 인가되어 451과 같이 헤더정보가 더해

진다. 여기서 상기 헤더정보는 메인 헤더(main header marker segment), 그리고 다수개의 타일파트 헤더(tile part

header) 및 SOD( start of data)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기 도 5의 451에 도시된 바와 같이 JPEG2000 영상 데이터 구조

는 메인헤더, 그리고 다수의 타일파트 헤더, SOD, 비트스트림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메인헤더 정보는 도

5의 453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타일파트 헤더(tile part header)는 도 4의 455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SOC와 메인헤더 사이의 예비 영역(reserved region)에 촬영자의 정보를 워터마킹한다. 이

를 위하여 상기 헤더삽입기313의 뒷단에 연결되는 상기 워터마크삽입기315는 상기 도 4의 451과 같이 상기 메인 헤더정

보의 앞에 촬영자정보를 삽입한다. 여기서 상기 촬영자 정보는 워터마크임을 식별하기 위한 마커(marker), 워드마크의 길

이(length), 그리고 X 바이트의 워터마크(watermark)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x바이트의 워터마크는 상기 촬영자정보로

서, ESN, MIN, 촬영시간 및 촬영장소 또는 이들 중 일부 정보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ESN 및 MIN은 휴대단말기의

고유 정보로써, 촬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촬영자 정보를 JPEG 스트림에 삽입한 후, 출력부319는 상기 스트림의 시작 위치에 시작코드 SOC(start of

codestream) 및 스트림의 마지막 위치에 종료코드 EOC(end of codestream)를 삽입하여 JPEG 2000 방식으로 코딩된 영

상데이타 스트림을 완성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출력부319에서 출력되는 상기 도 4의

451과 같은 JPEG 2000 스트림을 메모리230에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단말기의 제어부110에 의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

다.

세 번째로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코덱250은 모션 JPEG 영상 코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모션 JPEG 영상은

JPEG 영상들을 합성하여 동영상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모션 JPEG 영상은 오디오 및(또는) 텍스트 데이터

를 합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모션 JPEG는 합성 동영상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합성 동영상데이타는 도 6의

5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데이타가 위치되고, 이후 프레임 구간 단위로 프레임 크기의 오디오 데이터와 영상데이타

가 인터레이싱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합성 동영상데이타의 앞단에 모션 JPEG 헤더가 삽입된다. 여기서

상기 모션 JEPG 헤더는 도 6의 51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상기 모션 JPEG 헤더에는 515와 같이 모션 JPEG을 구성하는

데이터 구조 및 도 6의 517과 같이 프레임 헤더(frame header) 및 스캔헤더(scan header)로 구성되는 헤더정보를 포함한

다. 그리고 상기 table/misc 정보는 도 6의 519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프레임 헤더(frame header)는 도 6의 521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스캔헤더(scan header)는 도 6의 52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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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워터마크삽입기315는 상기 도 6의 513과 같이 상기 모션 JPEG 헤더 영역내에 촬영자정보를 삽입한다. 여기서 상

기 촬영자 정보는 워터마크임을 식별하기 위한 마커(marker), 워드마크의 길이(length), 그리고 X 바이트의 워터마크

(watermark)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x바이트의 워터마크는 상기 촬영자정보로서, ESN, MIN, 촬영시간 및 촬영장소 또

는 이들 중 일부 정보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ESN 및 MIN은 휴대단말기의 고유 정보로써, 촬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촬영자 정보를 모션 JPEG 스트림에 삽입한 후, 도 6의 513과 같이 모션 JPEG 헤더 영역의 앞 부분에 시작코드 SOI

(start of image)를 삽입하고, 상기 모션 JPEG 헤더의 마지막 부분에 종료코드(end of image)를 삽입하여 모션 JPEG 스

트림을 완성한다. 그러면 상기 영상처리제어부200은 상기 출력부319에서 출력되는 상기 도 4의 411과 같은 JPEG 스트림

을 메모리230에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단말기의 제어부110에 의해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도 7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코덱250은 MPEG4 영상 코덱이 될 수 있다. 상기 MPEG4 스트림은 도 7의 61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상기 511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MPEG4 스트림에서 시작코드(Visual_object_sequence_start_

code)는 MPEG4 스트림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코드이며, 프로파일 및 레벨 식별자(Profile_and_level_indication)는 속성

및 크기를 나타내는 식별자이고, 워터마크시작코드(Watermark_start_code) 및 워터마크(Watermark)는 워터마크의 시

작 및 워터마크 정보를 나타내며, 비주얼 오브젝트(Visual object)는 다수개로 구성되고, 상기 비주얼 오브젝트가 종료되

는 위치에 종료코드(Visual_object_sequence_end_code)가 삽입된다.

그리고 각각의 상기 비주얼 오브젝트는 도 7의 613과 같이 비주얼 오브젝트 정보들 및 비디오 오브젝트(video object)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는 도 7의 615와 같이 비디오 오브젝트 정보들 및 다수의 비디오 오브젝트 레이어

(video_object_layer)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 레이어는 617과 같이 비디오 오브젝트 정보들

과 비디오 오브젝트 그룹(group_of_videoobjectplane)으로 구성되며, 상기 비디오 오브젝트 그룹은 도 7의 619와 같은

구성을 가진다.

상기 도 7은 MPEG4 데이터 스트림에서 촬영자정보, 즉 워터마크가 상기 비주얼 오브젝트의 앞에 위치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워터마크는 상기 도 7의 611과 같은 MPEG4 스트림에서 시작코드의 다음 또는 종료코드의 앞에 위치

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영상코덱250은 H.264 영상 코덱이 될 수 있다. 상기 H.264 스트림은 도 8과 같은 구조

를 가진다. 상기 도 8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H.264 스트림에서 시작코드(start code)는 H.264 스트림의 시작임을 나타내

는 코드이며, NAL 헤더(NAL header, NAL: Network Adaptation Layer)는 1비트의 forbidden_zero_bit, 2비트의 Nal_

ref_idc 및 5비트의 Nal_unit_type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5비트의 상기 Nal_ref_idc는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0-12까지는 각각 설정되어 사용되며, 13-23은 예비(reserved) 영역이고, 24-31은 규정되지 않은(unspecified) 영역이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Nal_ref_idc의 13을 워터마크 NAL 헤더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상기 워터마크

NAL 헤더는 워터마크 헤더가 된다. 그리고 상기 워터마크 NAL 헤더에 이어서 X바이트의 워터마크가 삽입된다. 따라서

상기 H.264 스트림에서 워터 NAL 헤더 및 페이로드(payload)인 워터마크가 상기 H.264 스트림에 삽입된다. 그리고 상기

도 8에서 상기 워터마크 다음에 이어지는 NAL 헤더들 및 페이로드 정보들은 H.264 스트림의 기존 구조들이 된다.

상기와 같이 영상코덱250에서 촬영된 영상데이타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영상코덱250에서 상기 촬영되는 영상데

이타를 코딩하게 된다. 이때 상기 영상코덱250에서 영상데이타를 코딩할 때 상기 촬영된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정보를

워터마킹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영상코덱250은 먼저 촬영되는 데이터를 설정된 코딩 방식으로 코딩하며, 상기 코딩된 데

이터 스트림에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의 헤더정보를 생성하여 삽입하고, 상기 헤더 및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스트림에 촬영

자 정보를 워터마크로 생성하여 삽입하며, 상기 워터마크, 헤더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스트림의 시작코드를 삽입하여 저장

하거나 또는 전송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영상코덱에서 촬영자 정보를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 삽입한다. 이때 상기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크

로 사용하면, 영상데이타를 디코딩할 때 상기 워터마크를 분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휴대단말기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촬영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상기 워터마크를 가지는 영상데이타를 디코딩하는 하는 동작은 상기 코딩시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도 9는 상기 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영상코덱250의 디코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먼저 코딩된 영상데이타가 수신되면, 입력부351은 수신되는 코딩된 영상데이타 스트림에서 시작코

드 및 종료코드를 분리하여 워터마크, 헤더 및 코딩된 데이터의 스트림을 추출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워터마크추출부353

은 상기 워터마크, 헤더 및 코딩된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스트림에서 소정 위치에 삽입된 워터마크(즉, 촬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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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한다. 이때 상기 워터마크는 워터마크헤더 정보에 의해 그 크기를 알 수 있으며, 상기 워터마크 헤더 정보에 따른

워터마크를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워터마크 추출부353에서 추출되는 워터마크는 혼합기359에서 랜덤시퀀스와 혼합되어

원래의 촬영자 정보로 발생된다. 여기서 사이 혼합기359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타가 될 수 있으며, 상기 랜덤시퀀스는

상기 도 3에서 사용되는 랜덤시퀀스와 동일한 시퀀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상기 혼합기359에서 출력되는 촬영자 정보는 코

딩시 삽입된 촬영자 정보로써, ESN, MIN, 시간 및(또는) 위치 정보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촬영자 정보는 영상처리

제어부200에 인가되어 상기 표시부160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워터마크추출부353에서 출력되는 헤더 및 코딩 데이터의 스트림은 헤더추출부355에 인가되며, 상기 헤더추출

부355는 상기 헤더정보를 추출하며, 디코더357은 헤더추출부355에서 출력되는 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을 디코딩하여 원래

의 영상데이타(raw image)로 생성한다. 따라서 상기 영상코덱250의 디코더 구성은 상기 코더의 동작과 역순으로 동작됨

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촬영되는 영상데이타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킹하는 동작이 영상코덱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가정

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영상데이타에 촬영자 정보를 워터마킹하는 방법은 상기 카메라140에서 촬영시 단말기의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촬영자 정보를 영상데이타 워터마크로 삽입할

때, 데이터 스트림의 소정 위치에 페이로드로 삽입하는 것을 예로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 이외에 촬

영된 영상데이타에 상기 촬영자 정보를 직접 워터마킹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카메라를 구비하는 단말장치에서 상기 촬영되는 영상데이타에 촬영자의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므로

써 영상물의 촬영 출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카메라를 부착하는 단말기들이 증가하고 또한 소형화되는 추세이

므로, 많은 사람들이 원치않는 상태에서 피사체로 촬영될 수 있으며,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중에 신

속하게 유포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촬영된 영상물은 촬영자를 추적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진 촬영시 촬영되는 영상

물에 촬영자의 정보를 삽입하면, 불법 유통시 촬영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서 영상처리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도 2에서 영상코덱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된 영상에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삽

입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식별정보가 삽입된 JPEG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식별정보가 삽입된 JPEG2000 스트림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식별정보가 삽입된 모션 JPEG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다라 촬영자 식별정보가 삽입된 MPEG4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 식별정보가 삽입된 H.264 스트림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도 2에서 영상코덱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촬영자의 식별정보가 포함된 영상데이

타에서 촬영자의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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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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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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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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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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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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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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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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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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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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