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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오디오 데이터로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 정보 등의 부가 정보의 매립에 의한 음질의 변화를 인간의 청각으로
는 검지할 수 없도록 매립하면서, 한편, 음질에 현저한 열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오디오 데이터의 처리에 대
하여, 매립한 부가 정보가 잔존하여, 신뢰성을 갖고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고, 오디오 데이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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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여,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생성한
다. 그리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에, 부가 정보를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매립한다. 마지막으로 부가 정보가 매립된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로 역 변
환하도록 구성한다. 반대로, 오디오 데이터에 매립된 부가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
환하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부가 정보의 개시 위치를 특정하는 프레임 동기 검출 수단을 마련하여, 동
기 검출용 마스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부가 정보의 개시 위치로부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검출하도록 구성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부가 정보 매립 장치의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부가 정보 검출 장치의 블럭도,

도 3은 부가 정보의 매립/검출에 있어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예,

도 4는 본 발명의 부가 정보 매립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부가 정보 검출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프레임에서의 신호의 매립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프레임에서의 신호 검출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위상을 이용하여 프레임 개시 위치를 탐색하는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위상이 정렬된 신호의 매립에 의한 신축률의 추정 처리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반복 주기가 상이한 복수 정보 매립에 있어서, 종래 방법과 본 발명의 방법의 차이를 도시한 도면,

도 11은 바이트, 워드, 메시지 등의 해석의 구획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의 개념도,

도 12는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설명도,

도 13은 프레임에서의 검출 신뢰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설명도,

도 14는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복수의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15는 5 비트 길이의 열을 이용하여 3 비트의 정보를 매립하는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210 : 입력 제어 120,220 : 주파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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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청각 심리 모델 산출 140 : 부가 정보 매립

150 : 출력 제어 장치 160,270 : 의사 난수 생성

170 :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 생성

180 : 부가 정보 190 : 주파수 역변환

230 : 부가 정보 유무 검출 240 : 부가 정보 복원

250 : 부가 정보 동기 검출 260 : 부가 정보 검출

280 :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 생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오디오 신호가 디지털화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매립, 검출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가 정보를 매립한 오디오 데이터의 음질에 현저한 열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변(改變)에 대하여, 매립한 정보를 신뢰성을 갖고 검출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화된 음악 콘텐츠(content)는 CD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경유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오디
오 데이터는, 몇번을 듣더라도 음질의 열화가 없다고 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완전한 복제품을 용이하게 다량으로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한층 더 부정 복사 방지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의 부정한 복사(copy)를 막기 위
해서는, 미리 저작권 정보 등을 오디오 데이터 자체에 매립함으로써 저작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거나, 또한 콘텐츠 배포 
대상(a distribution destination)의 정보를 매립함으로써 부정한 복사가 나돈 경우에도 그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콘텐츠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의 매립에 의한 음질의 변화가 사람의 
귀에 들려서는 안된다. 또한, 콘텐츠에는 필터 처리, MPEG나 AC3나 ATRAC 등의 압축/신장,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트리밍(trimming), 재생 속도의 변화 등의 처리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 데이터의 음
질에 현저한 열화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데이터값의 변경, 결손, 삽입, 리샘플링에 대하여, 매립한 정보가 그대로 
남겨질 필요가 있다.
    

    
종래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의 매립 검출 방법은 기밀성(機密性)이 우수하지만, 인간의 청각으로는 검지할 수 
없도록 부가 정보를 약하게 매립할 경우, 압축/신장, 필터링,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등의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매립
한 부가 정보가 소거되어 버리는 등, 내성(耐性)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 매립 검출 방법으
로서 일반적인 것은 PN(Pseudo-random Noise) 변조에 의한 확산 스펙트럼(Spread Spectrum)법이다. 이 방법에
서는, 시간 영역에서, 의사 랜덤으로 보이는 노이즈에 의해 부가 정보를 변조하여 매립한다. 결과적으로, 주파수 공간에
서는 매립 정보에 대응하는 성분의 스펙트럼이 확산되어 보인다. 상기한 것에 속하는 기술로서는 USP4979210, 5073
925, 5319735 등이 있다.
    

이들 방법에서는, 적당한 암호 기술(예를 들면, DES)에 의해 생성된 +1과 1로 이루어지는 의사 난수열 Rn을 사용하여 
비트열 정보 Bm을 변조해서, 오디오의 샘플열 An에 다음과 같이 변조하여 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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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여기서, Bm은 +1 또는 1로서 1 비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고, 또한, n=0, 1, …N-1이며, c는 매립의 강도이다. 검출
은 다음 수학식 2에 의해, 비트열 정보를 추출한다.

수학식 2

열 Rn이 랜덤하면, ΣA Nm+n RNm+n 이 약분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축에서의 매립으로서는, 인간 청각
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할 수 없어 음질 열화의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매립에 의한 음질 변화를 귀로 검지할 수 없도록 
약하게 매립하면, 압축/신장 등의 처리에 매립 정보가 잔존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USP5687191에서는, 정보를 매립할 때, 시간 신호인 샘플열을 다위상 필터(polyphase filter)에 의해 
복수의 주파수대로 분해하여, 각 주파수대마다 의사 랜덤한 노이즈에 의해 정보를 변조하여 매립한다. 이 이점은, 주파
수대마다 서로 매립 강도를 사용할 수 있어, 인간 청각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법 중에서는, 음질의 열화가 없이 내성있는 매립을 실현하였다.

    
USP5613004나 USP5687236의 방법은, 본 발명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변환된 주파수 성분에 정보를 매립하여 검출
한다. 이들은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호 확산의 수단으로서 주파수 공간에서의 매립·검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USP에서는 고음질 고내성의 매립·검출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의 방법으로는, 무압축 디지털 오디오의 샘
플열을 구획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윈도우라고 칭함)으로 나눈 다음, 각각에 FFT(Fast Fourier Transformati
on)를 적용한다. 초기 마스크(primary mask)와 콘볼루션 마스크(convolutional mask)는, FFT에 의해 얻어진 주파
수 성분에 1 비트의 신호를 매립할 것인지 여부를 제어하는 데 이용된다. 초기 마스크와 콘볼루션 마스크는 모두 의사 
랜덤한 비트열이며, 초기 마스크의 사이즈는 주파수의 수에 대응한다. 각 윈도우는 콘볼루션 마스크의 특정한 위치에 
대응하며, 그 윈도우의 각 주파수 성분에 매립할 것인지 여부를, 주파수에 대응하는 위치의 초기 마스크의 비트값과 윈
도우에 대응하는 위치의 콘볼루션 마스크의 비트값과의 논리 연산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매립 여부를 결
정한다.
    

    
매립의 방법에 대해서, USP5613004에서는 매립 주파수 성분의 특정한 비트 위치에 맵 정보(부가 정보로부터 작성된 
용장성을 포함한 비트열)의 비트를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USP 5687236에서는 매립 주파수 성분을 본래의 값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사전 설정된 범위에 들어가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트를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1 비트
를 1 주파수 성분에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매립한 정보의 기밀성은 초기 마스크와 콘볼루션 마스크에 의해 유
지되고 있지만, 압축·신장이나 각 주파수 성분에 있어서의 랜덤·노이즈 부가 등의 데이터 처리에는 매립한 정보가 잔
존하지 않는다.
    

    
또한, 메시지 개시의 구획(start of message delimiter)은, 비교적 긴 비트열로 이루어지는 부호로, 검출 비트열상에
서 윈도우의 구획과 메시지 개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이용한다. 그들의 명세서에 따르면, 1 윈도우당 128 샘플로서 
64 비트가 매립되고, 16 윈도우로 1024 비트의 부호가 가능하며, 이것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대단히 작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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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1024 비트 부호를 메시지 개시의 구획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윈도우의 구획이나 메시지 개
시 위치의 탐색은, 메시지 개시의 구획을 검출할 때까지 윈도우의 개시 위치를 1 샘플씩 어긋나게 함으로써 실행한다. 
이 방법에서는, 매립 부가 정보가 길면, 메시지 개시 위치의 탐색에 걸리는 부하가 커져,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에서 빈
번히 발생하는 데이터 결손·삽입에 의한 재동기의 필요성에는 대응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 정보 등의 부가 정보의 매립에 의한 음질의 
변화를 인간의 청각으로서는 검지할 수 없도록 매립하면서, 음질에 현저한 열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오디오 
데이터의 처리에 대하여, 매립한 부가 정보가 잔존하여, 신뢰성을 갖고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목적은, 고음질로 고내성의 매립·검출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 매립·검출 방법 및 그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오디오 데이터의 샘플열을 주파수 변환하여, 주파수 공간상에서 조작을 가하는 것에 의해,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압축·신장이나 각 주파수 성분에서의 랜덤·노이즈 부가 등의 데이터 처리에 견딜 수 있는, 오디오 데
이터로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매립된 부가 정보의 탐색에 걸리는 부하를 작게 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 매립·검출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데이터 결손·삽입에 의한 재동기의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 매립·검출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본 발명은, 무압축의 디지털·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인간의 청각으로는 그 변화
를 검지할 수 없도록 저작권 정보 등의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매립 시스템」과, 압축 신장이나 트리밍 등의 처리가 실
시되더라도, 부가 정보가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매립되어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검출 시스
템」으로 이루어진다.

    
각 채널의 무압축 디지털·오디오 데이터는, 샘플이라고 불리는 정수의 열로 이루어진다. CD 품질의 오디오 데이터에
서는, 각 채널이 1초당 44,100개의 16 비트 길이의 샘플의 열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는, 청각 심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간에 의해 매립, 검출을 실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매립 시스템, 검출 시스템에서는, 샘플열을 
적당히 구획하여, 그 각각을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한다. 이 주파수 변환의 대상으로 되는 샘플열의 각 구간을 여기서는 
프레임(frame)이라고 부른다.
    

도 4에 본 발명의 부가 정보 매립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단계(410)에서는, 주파수마다 매립 신호의 위상을 정하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오디오 데이터의 각 프레임을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하고, 부가 정보에 대응하는 비트 정보나 동기 
신호를 주파수 성분에 매립하여, 주파수 공간에 의해 시간축상의 샘플열로 다시 되돌린다. 매립에서는, 프레임끼리는 
겹치지 않지만, 간극이 있어도 무방하다. 트리밍 내성을 요할 때에는, 부가 정보는 반복하여 매립한다.

도 5에 본 발명의 부가 정보 검출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단계(510)에서는,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의 샘플열로부터 
프레임의 개시점을 찾는다. 단계(520)에서, 부가 정보가 매립되어 있다고 판정되면, 검출 마스크를 이용하여, 주파수 
성분에 매립한 비트를 추출하고, 다음에 단계(530)에서 부가 정보의 반복 개시점을 찾아 매립한 부가 정보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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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지만 처리 내성이 있는 정보를 각 프레임에 매립, 검출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 검출
시에 올바른 프레임의 개시·종료 위치를 찾는 프레임 동기의 방법과 그 시스템, 각 프레임에서 검출된 개개의 비트 정
보로부터 비트열(메시지)을 복원하기 위한 비트 반복의 개시·종료 위치를 찾기 위한 메시지 동기의 방법과 그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오디오 데이터로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고, 오디
오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여,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에, 부가 
정보를,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매립한다. 마지막으로 부가 정보가 매립된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
를, 오디오 데이터로 역 변환하도록 구성한다. 반대로, 오디오 데이터에 매립된 부가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생성하여, 부가 정
보 검출을 위한 동기를 취하는 동기 검출 수단을 마련한다. 그리고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를 취하면
서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를 검출하도록 구성한다.
    

발명의 실시예

이하, 오디오 데이터로의 부가 정보 매립·검출의 각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각 프레임에서의 매립/검출의 방법과 그 시스템]

프레임은 주파수 공간으로의 변환의 단위로 되는 샘플열 상의 구간이다. 여기서는, 각 프레임에서의 매립, 검출 방법과 
그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청각 심리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에 포함되는 샘플의 수는, USP
5613004나 5687236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128보다 큰 수, 512 내지 4048 정도의 수가 적절하다.

이하에서는, 무압축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m번째의 프레임의 n번째의 샘플을 Am(n)이라고 기재하고, m번째의 
프레임에 주파수 변환을 실행하여 얻은 주파수 k의 성분을 Fm(k)라고 기재한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간극이 없으
면, 프레임의 샘플수를 N으로 할 경우 수학식 3의 관계로 된다.

수학식 3

각 주파수 성분은 실부(real part)와 허부(imaginary part)로 이루어지는 복소수이지만, 본래의 샘플이 실수이기 때
문에, Fm(k)와 Fm(N-k)=Fm는 복소공역의 관계에 있다. 즉, 독립된 주파수의 수는 프레임의 샘플수의 절반인 N/2
으로 된다. 복소수를 2차원 벡터라고 간주하고, 형식적으로 다음 수학식에 의해 내적을 정의하고, 이하의 기술에서 사
용한다.

수학식 4

여기서, 첨자, x 및 y는 각각 실부, 허부를 가리킨다. 이 때, 정의에 따라 α·α=｜α｜ 2 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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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시스템 및 검출 시스템은, 주파수 k에 대하여 의사 랜덤한 값을 취하는 복소수열 Mp(k)를 복수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마스크라고 부른다. 단, 매립이 시간 영역에서 실수이기 때문에, Mp(k)와 Mp(-k)는 복소공
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Mp(k)가 절대값 1의 복소수만으로 이루어지면, 그 위상은 의사 랜덤한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며, 또한, Mp(k)가 순 허수이면, 허수축을 따라 의사 랜덤으로 한다. 즉, Mp(k)가 취할 수 있는 
범위에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제한한다.
    

[프레임에서의 신호 매립]

    
도 6에 본 발명의 프레임에서의 신호의 매립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우선, 단계(610)에서 샘플열을 프레임으로 분할
한다. 그리고, 단계(620)에서 분할한 프레임의 각 프레임을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한다. 단계(630)에서는, 얻어진 주파
수 성분을 사용하여 청각 심리 모델을 적용, 평균적인 인간의 청각으로는 검지할 수 없는 변경 범위를 각 주파수마다 구
한다. 그리고 단계(640)에서는, 의사 난수로부터 얻어지는 마스크의 방향으로 각 주파수 성분의 값을 이 구한 범위내
에서 최대로 변경함으로써, 비트 정보나 부호 정보나 동기 신호를 매립한다. 이 때, 음질보다 내성이 중요한 경우, 각 마
스크에 대한 내적을 계산하여, 내적의 값이 내성이 요하는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청각 심리 모델의 최대 변경 범위
를 초과하더라도, 그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변경폭을 크게 한다. 음질이 중요한 경우, 내적이 내성이 요하는 임계값보
다 크면, 그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변경폭을 작게 한다. 각 주파수 성분에서의 변경이 종료되면, 단계(650)에서, 변
경된 주파수 성분에 역 변환을 실행하여, 주파수 공간으로부터 시간축상의 샘플열로 다시 되돌린다. 비트 정보나 동기 
신호의 매립은, 각 프레임에서의 주파수 변환에서 얻어진 주파수 성분 Fm(k)를, 다음 수학식 5로 변경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수학식 5

    
주파수 성분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변경 hm(k)도 복소수이다. 청각 마스킹 모델 등의 청각 심리 모델을 주파수 분포 
Fm에 적용하여, 평균적인 인간의 청각으로는 그 차이를 검지할 수 없는 변경 hm(k)의 범위를 각 주파수 k마다 구한다. 
검지할 수 없는 변경 범위는 2차원 공간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경 hm(k)가 인간
의 귀로는 검지할 수 없는 최대의 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절대값 ｜hm(k)｜가 단순히 최대값이라고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일반적으로는 변경 범위의 경계상에 있는 것을 말한다. 청각 마스킹 모델이란, 큰 순음(純音)이 있으면 그 전후의 
주파수 성분의 변경이 인간의 귀로 검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주파수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라 각 주파수에 있어서의 차
이를 검지할 수 없는 변경 범위가 변하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모의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마스크의 방향으로 매립한다는 것은, 다음 수학식 6으로 표현되는 내적이, 의도한 부호, 또는 값으로 되도록 각 주파수 
성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학식 6

    
여기서, C(Fm, k)는, 주파수 분포 Fm과 주파수 k에 의존하는 양(positive)의 규격화 정수로, 통계 추정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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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것이다. 각 마스크가 서로 거의 직교하고 있으면, 매립에 의한 주파수 성분의 변경을 다음 수학식 7로 하고, 
실정수 bp는 각각 마스크의 내적 Xp(m)이 의도하는 부호 또는 값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정수 a(k)는 평균적인 청각으
로는 검지할 수 없는 변경 범위의 경계상에 있도록 조정하면 된다. 규격화 정수 C(F'm, k)는 매립 결과에 의존하기 때
문에, 정정수 a(k)를 구하는 처리가 점차적으로 실행된다.
    

수학식 7

매립은 각 프레임 단위로 실행하기 때문에, 매립할 비트값이 틀리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이웃하는 프레임 사이에
서 변경값이 서로 다르면, 프레임의 구획 A'm (N-1), A'm+1 (0)에서 큰 불연속이 발생하여, 노이즈로 들리게 될 가능
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프레임의 양단에서 변경폭이 같아지도록, 각 주파수 성분의 변경 방법이나 마스크의 형상을 한
정함으로써, 음질의 열화를 막는다. 예를 들어, 각 주파수 성분의 변경을 순허수로 제한하여, 마스크도 순허수로 한다. 
변경을 순허수로 제한하는 것은, 시간축상에서는 각 프레임에서 정현파로 이루어지는 신호를 매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른 예로서, 각 주파수 성분의 변경과 마스크를 함께 실수로 제한함과 동시에, 우수의 주파수로 이루어지는 쌍 {2k, 
2k'}이나 기수의 주파수로 이루어지는 {2k+1, 2k'+1}을 만들고, 프레임의 양단에서 서로 약분되도록, 수학식 8 및 
수학식 9와 같이, 쌍을 이루는 주파수의 마스크나 변경값의 크기가 동일하지만 부호를 반대로 취한다. 변경폭을 실수로 
제한하는 것은, 시간축상에서는 각 프레임에서 여현파로 이루어지는 신호를 매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수학식 8

수학식 9

    
또한, 마스크가 서로 직교하도록 선택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마스크에 대응하여 매립하더라도, 서로 상대방
이 매립한 정보를 파괴하거나, 상대방의 매립에 의해 잘못 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버에 오디오 
데이터를 업로드(upload)하기 전에 음원의 저작권 정보를 매립하고, 인터넷 경유로 소비자가 그 오디오 데이터를 다운
로드한 후에, 사용자 ID 등의 추적 정보를 매립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스크의 값 Mp(k)
가 영(zero)이 아닌 주파수 k를 한정된 영역으로 취하고, 다른 마스크는 다른 영역이 영(zero)이 아니도록 취하면, 규
격화 정수 C(Fm, k)에 의존하지 않고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각 마스크의 영(zero)이 아닌 주파수 영역이 
단일 주파수 구간이 아니라, 폭넓은 주파수에 걸치도록, 복수의 구간으로 취함으로써, 음질과 내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MPEG 압축 처리에서는, 이득을 제어하는 파라미터(scale factor)를 주파수대(scale factor band)마다 정하
는 등, 주파수 대역마다 다른 파라미터로 압축을 실행하고 있다. 그 때문에, 주파수대를 단순히 분할하여, 각 마스크에 
단일 구간을 할 당하면, 콘텐츠에 의해, 마스크마다의 내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압축 처리의 단위
로 되는 주파수 대역(서브밴드)보다도 좁은 폭으로 대역 분할하여, 저음이나 고음에 각각의 매립 주파수 대역이 집중되
지 않도록 주파수 대역을 모아, 서로 직교하는 마스크를 합성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각 프레임에서의 매립 방법은, 종래 기술과 달리,

·1비트를 1 주파수 성분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주파수 영역의 각 주파수 성분을 마스크의 방향으로 변경하
여 매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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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폭을 주파수마다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파수 변환으로 얻은 주파수 분포에 근거하여 인간의 귀로는 
검지할 수 없는 최대의 변경 범위를 각 주파수마다 구해서, 그에 따라 각 주파수 성분의 변경폭을 정하는 것,

·시간축상에서 각 프레임의 양단에서 변경폭이 영(zero)에 가까이 가도록, 마스크와 주파수 성분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

·주파수를 좁은 대역으로 나누고, 주파수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복수의 대역을 모아 직교하는 마스크를 작성하여,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는 다중의 매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에 특징이 있다.

[프레임에서의 신호의 검출]

    
도 7에 본 발명의 프레임에서의 신호 검출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단계(710)에서 샘플열을 복수의 프레임으로 분할
한다. 단계(720)에서 이들의 각 프레임을 주파수 공간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단계(730)에서, 검출용 마스크와의 내적
을 구한다. 추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동일한 정보가 매립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별도의 프레임의 내
적을, 적절한 부호를 곱해 더한다. 즉, 동일한 부호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동일 부호로 더하고, 반대 부호
로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부호를 반전시켜 더한다. 마지막으로, 단계(740)에서 내적의 부호, 또는 어느 
마스크와의 내적이 큰지 여부에 따라서 비트 정보를 추출한다.
    

각 프레임에서, 주파수 성분 Fm(k)와 마스크 Mp(k)와의 내적을 수학식 10에 의해 계산한다.

수학식 10

여기서 규격화 정수 C(Fm, k)는, 통계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파수 분포와 주파수에 의존하는 양수(
positive number)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 ｜Fm(k)｜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저주파 성분으로
부터 고주파 성분에 걸쳐 진폭이 감소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용하는 음원이나 곡(曲)이 갖는 테마 등에서 콘텐츠에 
따라서도, 주파수 스펙트럼 분포는 크게 흔들린다. 통계 추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인간의 청각으로는 검지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최대의 변경을 실시했을 때의 통계 평균 < Xp(m)의 제곱이, 아무것도 매립하지 않을 때의 제곱 통계 
평균 < Xp(m)2 보다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수학식 11

수학식 12

상기 수학식 11과 수학식 12이 성립되기 때문에, 통계 추정의 신뢰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규격화 정수는 다음 수학식 
13이고, 이 때 수학식 14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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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3

수학식 14

여기서, c는 임의의 정수이고, a(k)는 평균적인 청각으로는 검지할 수 없는 최대의 변경폭이다.

규격화 정수의 분모인 < (Mp(k)·Fm(k)) 2 은 통계 평균으로 무엇을 모집단으로 취하는가에 따라서 변하는데, 프레임
의 개시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면 다음 수학식 15에 근사할 수 있어 수학식 16을 얻는다.

수학식 15

수학식 16

그러나, 분모가 영(zero)으로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Fm(k)｜가 a(k)보다 작을 때에는 그것으로 치환하든가, 또는 
수학식 17로 한다.

수학식 17

    
이 치환 또는 식의 변경에 의한 상한의 설정은, 매립후, 인간의 청각으로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랜덤한 변경은 압축·신
장 등에 의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근사이다. 상기에서, 또한, a(k)가 ｜Fm(k)｜와 비례한다고 하
는 단순한 청각 모델을 사용하면, 수학식 18과 같이 되고, ｜Fm(k)｜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치환하는 것으로 한다. 출
력된 내적의 신뢰도는, 우선, 수학식 19를 계산하여, 수학식 20이 정구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위장 포지
티브 에러(False Positive Error)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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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8

수학식 19

수학식 20

오디오 데이터는, 모든 샘플 Am(n)을 동시에 -Am(n)으로 변경하더라도, 어떠한 음질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데이터 처리를 극성 반전이라고 부르는데, 기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흘려보낼 때, 극성의 반전은 조합에 의해 발생한
다. 따라서, 내적 Xp(m) 또는 Xp(m)의 부호에 의해 단순히 비트를 정하면, 극성의 반전에 약해지게 된다. 이 해결책으
로서,

·부호용 마스크와 비트용 마스크를 준비하여, 비트용 마스크의 내적에 부호용 마스크의 내적을 곱한 것의 부호에 의해 
비트의 값을 추출하든가,

·비트의 값 0용 마스크, 비트의 값 1용 마스크를 준비하여, 어느쪽 마스크의 내적의 값이 큰지에 따라 비트의 값을 추
출하든가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전자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의 해결책으로는, 1 비트의 정보를 매립하는 데 2개의 마스크 M0(k)와 M1(k)를 사용하여, 각각의 내적 X 0 (m)과 
X1 (m)을 구하고,

수학식 21

수학식 21, 즉 M 0 (k)가 비트 0용의 마스크를, M 1 (k)가 비트 1용의 마스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부호
용 마스크 Ms(k)와 비트용 마스크 Mb(k)를 이용하는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수학식 22와 같이 하면, 대응하는 부호용 내적 Xs(m)과 비트용 내적 Xb(m)에도, 수학식 23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수학식 24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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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2

수학식 23

수학식 24

이 식에 의해, Xs(m)이 양(positive)이면, Xb(m)이 음(negative)일 때 비트 0, Xb(m)이 양일 때 비트 1로 해석하
고, Xs(m)이 음(negative)이면, Xb(m)이 음일 때 비트 1, Xb(m)이 양일 때 비트 0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s(k)와 같이, 그 마스크의 내적의 부호로, 다른 비트용 마스크의 내적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부호용 마스크라고 부
른다. 극성의 반전을 검출하여, 정확하게 비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라면, 1회의 매립에는 단일의 부호용 마스크로 충분하
며, 이 부호용 마스크의 내적의 부호로, 다른 복수의 비트용 마스크의 내적의 부호의 해석을 변경하면 된다. 또한, 극성
은 짧은 간격으로 흔들리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호용 마스크의 신호는 약하게 매립하고, 그만큼 비트용 마
스크의 신호를 강하게 매립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며, 부호용 마스크의 신호에 대해서는 프레임에 대하여 축적하여 신뢰
도를 높인다. 부호용 마스크의 신호는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매립한다고 하면, 내적과 분산을 다음 수학식 25와 연속하
는 프레임 m의 합에 의해 구한다.
    

수학식 25

검출의 대상으로 되는 오디오 데이터는 극성의 반전이나 시간축상에서의 데이터의 흔들림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
문에, 합의 프레임수를 그다지 크게 할 수 없다. 이 부호용 마스크는 프레임 동기 마스크나 매립 유무 판정과 공용하더
라도 무방하다. 매립 유무 판정은 수학식 26에 의해 실행한다.

수학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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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판정의 임계값으로, 대응하는 위장 포지티브 에러는 수학식 27이 정규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부호용 마스크를 이용하는 편이 더 유용하다.

수학식 27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각 프레임에서의 검출 방법은, 종래 기술과 달리,

·주파수 성분과 의사 랜덤열의 마스크와의 단순한 내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분포로부터 결정되는 주파수 의
존의 규격화 정수를 곱해 내적을 계산하고 있는 것,

·마스크와의 내적의 부호만으로부터 단순히 비트의 값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호용 마스크의 내적의 부호로 다
른 마스크의 비트값의 해석을 변경하고 있는 것,

·부호용 마스크를 모든 프레임에서 동일 방향, 또는, 교대로 반대 부호로 매립하여, 프레임 사이에 걸쳐서 모아 신뢰성
을 높이는 것,

·축적된 부호용 마스크의 내적을 이용하여 매립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

에 특징이 있다.

[프레임 동기의 방법과 그 시스템]

각 프레임에서의 신호 검출에 있어서는, 샘플열이 매립시의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
제의 오디오 데이터는, 정보가 매립된 후, 오디오 데이터가 시간 방향으로 신축되거나, 트리밍 등이 이루어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출의 최초, 및, 매립의 유무 판정에서 매립 있음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등에,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축
의 신축률의 추정이나 매립시의 프레임의 개시 위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위상을 이용하여 프레임 개시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

    
만일 각 프레임에서의 신호의 매립이 충분히 크면, 샘플열에서 개시 위치를 1 샘플씩 어긋나게 하여 가상의 1 프레임을 
취해 중첩시켜서 주파수 변환을 실행하고, 각 마스크와의 내적의 절대값의 합이 최대로 되는 위치를 매립시의 프레임의 
개시 위치로서 추정한다. 만일 매립에 의한 음질의 열화를 막기 위해서 약하게 매립되어 있는 것이라면, 매립 시스템에
서 연속하는 프레임의 간격을 모두 동일하게 취함으로써,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도, 동일한 개시 위치의 어긋남이 복수
의 연속하는 프레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단일 프레임으로 개시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프레임
에 관해서 동시에 양호한 값을 부여하는 개시 위치를 1 샘플씩 어긋나게 하여 탐색함으로써, 매립시의 프레임의 개시 
위치를 정밀도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모든 경우에, 1 샘플씩 어긋나게 하면서, 그 테스트의 개시 위치에서
의 각 프레임에 FFT를 실행함으로써, 프레임 동기를 위한 개시 위치 탐색의 계산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된다. 따라서 
다음의 고안에 의해 계산을 촉진시킨다. 도 8에 본 발명의 위상을 이용하여 프레임 개시 위치를 탐색하는 처리의 흐름
을 나타낸다. 매립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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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810)에서, 샘플열을 간극없이 가상의 프레임으로 분할하고, 단계(820)에서 프레임을 중첩시켜, 단계(830)에서 
주파수 변환한다. 한편, 동기 신호용 마스크 데이터(이 동기 신호용 마스크는 부호용 마스크와 동일하여도 무방함)는 
단계(840)에서 위상이 회전되어, 각 프레임에 동일한 마스크에 의해 동일 방향으로 매립한다고 하면, 단계(850)에서, 
주파수 변환된 프레임과 회전시킨 마스크와의 내적을 계산하여, 단계(860)에서 이 내적이 최대로 되는 위치를 매립시
의 프레임의 개시 위치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처리는 단계(840)로 되돌아간다. 각 프레임에서 동일한 신호가 매
립되어 있기 때문에, 검출 시스템에서는, 프레임 구획이 매립시의 프레임의 구획으로부터 어긋나 있더라도, 매립시 프
레임폭의 배수의 폭을 갖는 샘플열이 있으면, 마스크의 위상 회전(단계(840))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 시간축상에서 
v 샘플만큼 프레임이 이동하는 것은, 주파수 공간에서는 위상이 2πkv/N만큼 회전하는 것, 즉 마스크 Ms(k)를 Ms(k)
ej2πkv /N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j는 허수 단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단계에서 매립시의 프레임의 개시 위치를 추정한다.

(1) 가상의 프레임 구획대로 샘플 Am(n)을 모아 1 프레임의 데이터(수학식 28)을 동기시키고, FFT 등에 의해 주파
수 변환을 실시하여 주파수 성분 F(k)를 얻는다.

수학식 28

(2) 프레임 구획의 위치를 어긋나게 하는 대신에 동기 신호용 마스크 Ms(k)의 위상을 회전시켜, 내적(수학식 29)을 
각 v에 대하여 계산하고, 최대의 ｜Sync(v)｜을 부여하는 v를 구하여, 매립시의 프레임 구획의 개시 위치는 이 가상의 
구획 개시 위치보다 v샘플 앞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학식 29

여기서, 얻어진 Sync(v)를, 비트용 마스크의 내적의 해석을 변경하는 부호용 마스크의 내적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가상의 구획이 매립시의 위치인 것으로 가정하면, 상기 Sync(v)는 수학식 30과 같이 예측된다.

수학식 30

여기서, λ(k)는 매립후의 열화로부터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열화가 줄어들면 1에 가깝다. 고주파는 압축 신장에 의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상기한 것을 다음 수학식에 의해 근사시킨다.

수학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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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ync(v)는 일반적으로 최적의 v 주변에서 진동하고, 그 해상도는 N/(kmax-kmin+1)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주기 신호의 마스크의 0이 아닌 주파수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주기 신호용 마스크는 비트
용 마스크와 동일한 주파수역을 사용해야 한다.

[위상이 정렬된 신호의 매립에 의한 신축률의 추정 방법]

    
도 9에, 위상이 정렬된 신호의 매립에 의한 신축률의 추정 처리의 흐름을 나타낸다. 매립시의 프레임 구획 위치의 추정
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축상에서의 신축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신축이 있었던 경우에 매립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여 신축률을 추정한다.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1개 또는 복수의 특정 주파수
를 알고 있어, 매립 시스템은 단계(920)에서 평균적 인간의 청각에 의해 그 변화를 검출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 주파
수가 각 프레임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위상으로 되도록 변경한다. 검출 시스템에서는 단계(930)에서 프레임의 폭을 변
경하고, 프레임폭의 변경을 시간축상의 신축률로서 변경된 주파수의 위상이 각 프레임에서 정렬되어 있는지를 단계(9
50)에서 테스트하여, 단계(960)에 있어서, 가장 잘 정렬되어 있는 프레임폭의 변경에 의해,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설정
한다.
    

여기서, 프레임폭 N'에서의 샘플 Am
(N') (n)=AN'm+n 이라고 기재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주파수 성분을 수학식 32로 

기재한다.

수학식 32

만일 시간축상의 신축에 의해 프레임폭 N이 프레임폭 N'으로 신축시킨 것이면, 매립시의 Fm(N) (k)는 검출시의 Fm(

N') (k)로 변환될 뿐이다. 따라서,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특정한 주파수 ki를 서로 알고 있고, 매립 시스템은 그 
위상 Fm(N) (ki)=｜Fm(N) (ki)｜가 모든 프레임 m에서 가능한 한 동일하게 되도록 매립하며, 검출 시스템에서는 프
레임폭을 변경하여 각 주파수 ki에서 수학식 33이 최대값을 취하는 프레임폭 N'을 구하고, 그 비 N'/N에 의해 시간축
상의 신축률을 구한다.

수학식 33

서로 알고 있는 주파수 ki가 복수개 있을 때, 수학식 34 또는 수학식 35를 최대로 하는 프레임폭 N'을 구하고, 그 비 N'
/N에 의해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구한다.

수학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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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5

    
이 변형으로서,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한 주파수를 알고 있고, 매립 시스템은, 평균적 인
간의 청각으로 그 변화를 검지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 주파수가 각 프레임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위상과 진폭으로 되도
록 변경하며, 검출 시스템에서는 프레임의 폭을 변경해서, 프레임폭의 변경을 시간축상의 신축률로서 변경된 주파수의 
위상이 각 프레임에서 정렬되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여, 가장 잘 정렬되어 있는 프레임폭의 변경에 의해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정한다.
    

여기서,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특정한 주파수 ki를 서로 알고 있고, 매립 시스템은 그 주파수 성분 Fm (N) (ki)
가 모든 프레임 m에서 가능한 한 동등하게 되도록 매립하며, 검출 시스템은, 프레임폭을 변경하여 각 주파수 ki에서 수
학식 36이 최대값을 취하는 프레임폭 N'을 구하여, 그 비 N'/N에 의해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구한다.

수학식 36

서로 알고 있는 주파수 ki가 복수개 있을 때, 수학식 37 또는 수학식 38을 최대로 하는 프레임폭 N'을 구하여, 그 비 N'
/N에 의해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구한다.

수학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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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8

[메시지 동기의 방법과 그 시스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어느 위치부터 트리밍하더라도 메시지(부가 정보)가 잔존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매
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프레임으로부터 비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더라도, 어디가 반복 메시지의 비트열의 선두이
고 어디가 종점인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즉, 매립 시스템에서의 메시지의 선두와 검출 시스템의 메시지의 선두가 정
확하게 동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바이트, 워드 및 메시지 등의 해석의 구획을 위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

    
도 11에, 바이트나 워드나 메시지 등의 해석의 구획을 위한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추출된 비트열
에 바이트, 워드, 메시지 등의 해석의 구획을 넣기 위해서, 매립 시스템이, 그 구획 프레임을 제외한 각 프레임에 동일한 
방향으로 동기 신호를 매립하고, 구획 프레임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동기 신호를 매립하든가 또는 아무것도 매립하지 않
는다. 검출 시스템은, 그 동기 신호의 값이 다른 프레임과 반대 방향이든가, 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구획의 프레임이
라고 추정한다.
    

동기 신호는, 프레임 동기 신호용 마스크나 부호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매립하더라도 좋다. 이 경우, 프레임 동기 신호나 
부호 신호는, 충분히 많은 프레임에서의 내적의 합으로 판정함으로써, 구획 프레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 시스템에서는 구획 프레임 이외에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동기 신호를 매립함으로써, 검출 시스템에서는, 검출한 
구획 프레임의 동기 신호가 다른 프레임의 동기 신호의 흔들림의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통계 추정함으로써 그 추정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매립 시스템에 의해 매립된 프레임 구획의 간격을 검출 시스템이 알고 있고, 그 간격의 범위에
서 다른 것과 현저히 상이한 프레임을 탐색함으로써, 음질 유지를 위해 동기 신호를 비교적 약하게 매립한 경우에도 검
출이 가능하다.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서로 알고 있으면, 비트 정보는 구획 프레임에 매립하든 매립하지 않든 관
계없이 모두 무방하다.
    

[반복 주기가 서로 다른 복수 정보 매립 방법]

중요성이 다른 복수의 정보를 오디오 데이터에 매립하는 경우, 트리밍 내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정보는 빈번
히 반복되어 짧은 트리밍 구간에서도 검출할 수 있는 편이 좋다.

트리밍 내성이 상이한 복수의 정보를 매립, 검출하기 위해서,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각각의 정보를 분할하는 분
할 단위의 비트 길이와 분할수를 알고 있고, 매립시에 각각의 정보를 분할 단위의 비트 길이로 분할하여, 각 정보로부터 
순서대로 분할된 비트열을 취출하여 배열해서 균등한 비트 길이의 정보(합성 단위라고 칭함)를 작성하고, 그 정보의 합
성 단위의 선두 비트를 구획 프레임에 매립하고, 나머지 비트를 순서대로 계속되는 프레임에 매립한다.

예를 들어, 비트열 정보 A, B, C가 있다고 가정하고, 각 정보를 수학식 39로 분할하였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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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9

매립 시스템은 수학식 40으로 분할된 비트열을 배열함으로써, 검출되는 주기가 다른 복수의 정보를 트리밍에 대하여 균
일하게 매립한다. 각 ApBqCr의 선두 비트는 구획 프레임에 매립한다. 상기 반복 주기가 서로 다른 복수 정보 매립 방
법에 대하여, 종래 방법과 본 발명 방법의 차이를 도 10에 나타낸다.

수학식 40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은, 부가 정보의 비트열보다 길고, 또한 순회 시프트에서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 없는 특
정한 비트열(구획용 비트열이라고 칭함)을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 순회 시프트에서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비트열을 반복하였을 때, 본래의 구획으로 잘랐을 때에만, 본래의 비트열을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00100010"은, 그 반복으로 0010, 00100010, 00100010, 00100010, 0010, …로 구획하여 ","을 넣거
나, 0010, 00100010, 00100010, 00100010, 0010…로 구획하여 ","을 넣더라도 "00100010"을 복원할 수 있다. 따
라서, 구획용 비트열로서 사용할 수 없다. "00100010"은 "0010"을 그 내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
신중에서 주기를 갖는 비트열은 순회 시프트에서 자기 자신과 일치하여, 구획용 비트열로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자기 
주기를 갖지 않는 "00100011"은, 그 반복은 특정한 구획에서 밖에 본래의 비트열을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001000
11"은 구획용 비트열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은, 비트열에 구획용 비트열을 배타적 논리합(연산 xor)에 의해 가산했는지 여부를 판
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구획용 비트 '00100011'에서는 비트열 마지막 비트의 값을 봄으로
써 구획용 비트의 연산 xor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판정 방법은 일의적(unique)이지 않으며, 이 구획
용 비트열의 예에서는, 모든 자리수의 비트의 합이 기수인지 우수인지를 사용하더라도 판정이 가능하다. 도 12는, 상기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설명도이다.
    

매립 시스템은, 부가 정보가 작성하는 비트열에 1 비트 이상의 비트를 추가하여, 구획용 비트열과 동일한 길이의 확장 
비트열을 작성하고, 오디오 데이터에 그것을 반복하여 매립할 때, 하나 걸러씩 반복적으로 구획용 비트열을 연산 xor에 
의해 가산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 비트는, 구획용 비트열이 가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다.

검출 시스템에서는, 추출된 비트열에, 구획용 비트열의 비트 길이만큼 어긋나게 한 동일한 추출 비트열을 연산 xor에 
의해 가산해서, 얻어진 비트열로부터 구획용 비트열이 일치하는 구획을 탐색하여, 있으면 그것을 추출 비트의 구획 위
치로 하고, 없으면 추출 비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한다. 구획된 비트열은 일 구획 걸러씩 구획용 비트열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트를 사용하여, 가산되어 있지 않은 쪽의 비트열을 판정하고, 그것을 복원 비트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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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00100011'이 구획용 비트열인 것으로 한다. 매립 시스템에서 부가 정보가 7비트의 '1101101' 인 것으로 
한다. 이 때, 1 비트 '0'을 추가하여, 확장 비트열 '11011010'을 작성하고, 반복하여 매립할 때, 11011010, 1111100
1, 11011010, 11111001, 11011010, 11111001, …과 같이, 1개 걸러 반복적으로 구획용 비트열을 연산 xor에 의
해 가산하여 각 비트를 프레임에 매립한다. 여기서는, 구획 ','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가해 놓았지만, 실제로 각 프
레임에서 매립하는 것은 비트값 0 또는 1 뿐이다.
    

    
매립후의 처리를 위해 최초의 3 비트가 상기한 것으로부터 빠져서, 검출 시스템에서는 11010, 11111001, 1101101
0, 11111001, 11011010, 11111001, …과 같이, 비트열을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한다. 구획용 비트열의 길이만큼 
어긋나게 한 11001, 11011010, 11111001, 11011010, 11111001, 11011010, …을 연산 xor에 의해 가산하면, 0
0011, 00100011, 00100011, 00100011, 00100011, 00100011, …으로 된다. 따라서, 구획용 비트열 '00100011'
과의 일치로부터, 이 구획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각 구획에서, 추가 비트가 '0'인 확장 비트열을 선택함
으로써, 부가 정보의 비트열이 '1101101'인 것이 유도된다.
    

[프레임에서의 검출 신뢰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도 13은, 프레임에서의 검출 신뢰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설명도이다. 프레임에서의 검출 
신뢰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검출 시스템에서는, 구획용 비트열의 길이로부터 대응이 
설정되는 2개의 프레임에서 각각 비트용 마스크의 내적의 곱을 구하고, 거기에 구획용 비트열이 정하는 부호를 곱해서, 
계속되는 프레임에서의 합이 최대로 되는 것에서 구획을 탐색한다. 구획용 비트열을 {B(m)}으로 하고, 그 길이를 M으
로 한다. 또한, 여기서, 비트용 마스크에 의해 얻어진 각 프레임에서의 내적의 값을 Xb(m)으로 한다. 이 때, 수학식 4
1을 계산하여, 최대로 되는 v를 구하고, 그 위치를 메시지의 개시 위치로 한다. 여기서, 구획용 비트의 첨자가 본래의 
정의역을 초과했을 때, B(m+M)=B(m)과 같이 정의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한, (-1) 0 =1, (-1) 1 =-1로 한
다. 이 방법에서는, 각 프레임에서 비트의 오류가 있더라도,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수학식 41

비트 정보 자체는, 일단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알면, 복수의 반복에 관하여 축적한 수학식 42의 부호에 의해 구한다. 여
기서, p(r)은 구획용 비트가 가산되어 있는 반복일 경우 1, 가산되어 있지 않은 반복일 경우 0이다.

수학식 42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복수의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복수의 정보를 서로 다른 주기로 매립하기 위해서, 시프트에 의해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한 비트열(구획용 부
분 비트열이라고 칭함)을 매립시에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가산함으로써, 검출시에 정보의 개시 위치를 검출한다.

여기서, 시프트에 의해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길이 M의 비트열 {B(m)}에 대하여, 임의의 시프트 
v(0〈v〈M)를 실행했을 때, B(m)≠B(m+v)로 되는 m이 0≤m≤m+v≤M-1의 범위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01011011101111'과 '010011000111'은 시프트에 의해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비트열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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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매립되는 부가 정보의 비트열과, 그것보다 긴 주기로 반복되는 그 밖의 부가 정보의 분할 
비트열보다 긴, 구획용 부분 비트열을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은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 매립 시스템은, 짧은 주기
로 반복하는 부가 정보의 비트열에 비트를 추가하여 구획용 부분 비트열의 동일한 길이의 확장 비트열을 작성하고, 또
한 그 밖의 분할 비트열을 덧붙여, 합성 단위의 비트열을 작성해서, 순서대로 합성 단위의 비트열을 매립할 때, 하나 걸
러씩 구획용 부분 비트열을 확장 비트열에 배타적 논리합(연산 xor)에 의해 가산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 비트
는, 구획용 부분 비트열이 가산되어 있는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다.
    

    
검출 시스템에서는, 추출된 비트열에, 합성 단위의 비트열의 비트 길이만큼 어긋나게 한 동일한 추출 비트열을 연산 x
or에 의해 가산하고, 얻어진 비트열로부터 구획용 부분 비트열이 일치하는 구획을 탐색하여, 있으면 그것을 추출 비트
의 구획의 위치로 하고, 없으면 추출 비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한다. 구분된 비트열은 1 구획 걸러씩, 구획용 부분 비
트열이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트를 사용하여, 가산되어 있지 않은 쪽의 비트열을 판정하여, 그것을 복원 비트열
로 한다.
    

    
예를 들어, '00110111'이 구획용 부분 비트열인 것으로 하고, 짧은 주기의 부가 정보가 7 비트의 '1101101'인 것으로 
한다. 이 때, 매립 시스템은, 1 비트 '0'을 추가하여 확장 비트열 '11011010'을 작성하고, 그것에 그 밖의 긴 주기의 부
가 정보의 분할 비트열 '*******'을 첨부하여 합성 단위의 비트열 '11011010*******'를 작성한다. 여기서 '*'는 각각
이 0 또는 1 중 어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합성 단위의 비트열을 매립할 때, 하나 걸러씩 구획용 부분 비트열을 연
산 xor에 의해 가산하기 때문에, 11011010*******, 11101101*******, 11011010*******, 11101101*******, …
의 각 비트가 각 프레임에 매립된다. 여기서는, 구획 ','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덧붙여 놓았지만, 실제로 각 프레임으
로 매립하는 것은 비트값 0 또는 1 뿐이다.
    

    
매립후의 처리를 위해 최초의 3 비트가 상기한 것으로부터 빠져서, 검출 시스템에서는, 11010*******, 11101101**
*****, 11011010*******, 11101101*******, …과 같이 비트열을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한다. 합성 단위의 비트
열의 길이만큼 어긋나게 한, 01101*******, 11011010*******, 11101101*******, …을 연산 xor에 의해 가산하면, 
10111*******, 00110111*******, 001101111*******, …으로 된다. '*******'의 부분의 값이 어떤것이든, 구획용 
부분 비트열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 없고, 또한 시프트에 의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
00110111'과 일치하는 것은 매립시의 구획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각 구획에서, 추가 비트가 '0'인 확장 
비트열을 선택함으로써, 짧은 주기의 부가 정보의 비트열이 '1101101'이라는 것이 유도된다. 마찬가지로, 첨부한 비트
열 '*******'를 그 부가 정보 중에서 짧은 것을 취출하여, 그 길이에 대응한 부분 구획 비트열을 사용함으로써, 그 부가 
정보의 개시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도 14에 상기 특정한 비트열을 가산함으로써 복수의 메시지의 개시 위치를 추정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순회 시프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호어의 매립]

부가 정보가 반복하여 매립되는 것으로 하고, 매립 시스템과 검출 시스템이 1회반복의 프레임수를 알고 있으며, 그 길
이의 비트열의 모음에 대하여, 순회 시프트에 의해 동등하게 되는 비트열은 동일값으로 간주하고, 동일값이 아닌 비트
열을 다른 부가 정보에 대응시킴으로써 정보를 매립하여, 비트열의 개시를 모르는채 부가 정보를 추출한다.

    
순회 시프트에 의해 서로 동등하게 되지 않는 비트열로서는, 예를 들면 {00000}, {00001}, {00011}, {00101}, {0
0111}, {01011}, {01111}, {11111}이 있다. 5 비트 길이의 열을 이용하여, 8개의 상태, 즉 3 비트의 정보를 표현
할 수 있다. 도 15에 상기 5 비트 길이의 열을 이용하여 3 비트의 정보를 매립하는 예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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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M의 비트열의 모음에서, 순회 시프트에 의해 서로 동등하게 되지 않는 독립된 비트열의 수를 S(M)이라고 하면, 
소수 p에 대하여, 수학식 43, 수학식 44가 성립된다.
    

수학식 43

수학식 44

또한, 서로 소(素)인 p와 q에 대해서는 수학식 45가 성립된다.

수학식 45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에 본 발명의 부가 정보 매립 장치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입력 제어 블럭(110)은,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시계열
로 배열한 샘플값으로서, 주파수 변환 블럭(120)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입력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AD 변환을 실행
하고, 디지털화된 것이면 포맷을 해석하여 오디오 샘플열을 블럭(120)으로 전달한다.

주파수 변환 블럭(120)은, 오디오 신호의 각 주파수 성분을 산출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블럭(110)으로부터의 디지
털화된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그 구간에서의 주파수 성분을 계산한다.

청각 심리 모델 산출 블럭(130)은 인간의 귀의 특성에 근거하여, 변화에 대해 알아 듣기 어려운 영역을 산출하는 블럭
이다. 이 블럭은 블럭(120)으로부터의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 성분마다 들리는 것에 대한 영
향도를 산출한다.

의사 난수 생성 블럭(160)은, 0, 1의 의사 랜덤열을 생성하는 블럭이다.

생성된 의사 랜덤열은 블럭(170)으로 전달되어,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 생성을 위해 이용된다.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 생성 블럭(170)은 부가 정보 매립시에 이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블럭은, 블럭
(160)에서 생성된 의사 랜덤열과 위상 방향을 대응시켜, 주파수마다 매립 신호의 위상을 정하는 복소수 평면상에서의 
2차원 벡터(마스크)를 생성하는 블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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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180)는, 비트열 정보로서 블럭(140)으로 전달된다. 이 비트열은, 블럭(140)에서, 필요에 따라서 메시지 동
기 검출용으로 비트가 삽입, 반전된다.

부가 정보 매립 블럭(140)은, 오디오 신호에 비(非) 가청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있는 통계량이, 부가 정보(180)로부터 수신하는 비트 정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호로 되도록, 블럭(13
0)에서 산출된 청각 모델을 바탕으로 비 가청의 범위에서, 블럭(170)으로부터 수신하는 마스크 방향으로 신호 및 시간 
신축 검출용 동기 신호를, 블럭(120)으로부터 수신하는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에 부가한다.

주파수 역 변환 블럭(190)은,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를 역 변환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블럭(140)으로부터의 
부가 정보를 매립한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를 역 변환하여, 시계열로 배열된 오디오 샘플열을 산출하는 블럭이다.

출력 제어 블럭(150)은, 시계열로 배열된 오디오 샘플열을 오디오 데이터로서 출력하는 것이다. 이 블럭은, 블럭(190)
으로부터 수신한 오디오 샘플열을 DA 변환, 혹은 화일로서 헤더 정보 등을 부가하여 오디오 신호를 출력한다.

도 2에 본 발명의 부가 정보 검출 장치의 블럭도를 나타낸다. 입력 제어 블럭(210)은,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를 시계열
로 배열된 샘플값으로 하여 주파수 변환 블럭(220)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입력 신호가 아날로그인 경우, AD 변환을 실
행하고, 디지털화된 것이면 포맷을 해석하여 오디오 샘플열을 블럭(250)으로 전달한다.

주파수 변환 블럭(220)은 오디오 신호의 각 주파수 성분을 산출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블럭(210)으로부터의 디지
털화된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여, 그 구간에서의 주파수 성분을 계산한다.

    
부가 정보 동기 검출 블럭(250)은, 오디오 신호에 부가 정보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할 경우,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의 
시간 신축률이나, 부가 정보 매립 처리 단위(프레임) 개시 위치를 검출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에서는, 블럭(220)으로
부터 수신한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에 대하여, 시간 신축률 검출용의 동기 신호의 신축률을 측정함으로써, 오디오 
신호의 신축률을 구한다. 그 후, 블럭(280)으로부터 수신하는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회전시켜, 시간 신축률을 보
정한 오디오 신호와의 내적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최대로 되는 회전 각도로부터 프레임 개시 위치의 어긋남을 검출한
다.
    

의사 난수 생성 블럭(270)은, 0, 1의 의사 랜덤열을 생성하는 블럭이다. 생성된 의사 랜덤열은 블럭(280)으로 전달되
어,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 생성을 위해 이용된다.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 생성 블럭(280)은, 부가 정보 검출시에 이용되는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블럭은, 블럭
(270)에서 생성된 의사 랜덤열과 위상 방향을 대응시켜, 주파수마다 매립 신호의 위상을 정하는 복소수 평면상에서의 
2차원 벡터(마스크)를 생성하는 블럭이다.

부가 정보 검출 블럭(260)은, 오디오 신호에 매립되어 있는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에서는, 블럭(25
0)으로부터 수신한 시간 신축률, 프레임의 동기가 취해진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신호와, 블럭(280)으로부터 수신하는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와의 내적값을 통계량으로서 산출한다. 또, 통계량의 값에 따라, 동기를 재실행할 필요가 발생
한 경우에는, 블럭(250)의 부가 정보 동기 검출에 재동기의 신호를 부여한다.

부가 정보 유무 검출 블럭(230)은, 산출된 통계량을 바탕으로, 오디오 신호에 부가 정보가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의 유
무를 판정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블럭(260)으로부터 수신한 통계량의 크기가 충분히 큰 값인지 여부에 따라서, 입
력된 오디오 신호에 의도적으로 정보가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블럭이다.

부가 정보 복원 블럭(240)은, 검출된 비트 정보를 부가 정보로서 복원하는 블럭이다. 이 블럭은, 블럭(230)에 의해 부
가 정보가 매립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 통계량의 부호와 비트를 대응시켜 비트 정보로서 해석하고, 검출된 비
트 정보 중에서 부가 정보의 개시 비트를 검출하여, 개시 비트에 맞춰 검출된 비트 정보를 시프트시키고, 메시지 동기용
으로 비트가 삽입/반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제거/반전시켜, 매립한 부가 정보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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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는, 본 발명의 부가 정보의 매립/검출에 있어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의 일실시예가 나타나 있다. 시
스템(100)은, 중앙 처리 장치(CPU)(1)와 메모리(4)를 포함하고 있다. CPU(1)와 메모리(4)는, 버스(2)를 거쳐서 보
조 기억 장치로서의 하드 디스크 장치(13)(또는 MO, CD-ROM(23), DVD 등의 기억 매체 구동 장치)와 IDE 콘트롤
러(25)를 거쳐 접속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CPU(1)와 메모리(4)는, 버스(2)를 거쳐서 보조 기억 장치로서의 하드디스
크 장치(30)(또는 MO(28), CD-ROM(23), DVD 등의 기억 매체 구동 장치)와 SCSI 콘트롤러(27)를 거쳐서 접속되
어 있다. 플로피 디스크 장치(20)는 플로피 디스크 콘트롤러(19)를 거쳐서 버스(2)에 접속되어 있다.
    

    
플로피 디스크 장치(20)에는, 플로피 디스크가 삽입되어, 이 플로피 디스크 등이나 하드 디스크 장치(13)(또는 MO, 
CD-ROM, DVD 등의 기억 매체), ROM(14)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CPU 등에 명령을 부여해서,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부가 정보의 매립 또는 검출을 실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 또는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
며, 메모리(4)에 로드되는 것에 따라 실행된다.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코드는 압축하거나, 또는 복수로 분할하여 복수
의 매체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스템(100)은 또한, 사용자·인터페이스·하드웨어를 구비하여, 입력을 위한 포인팅·장치(마우스, 조이스틱 등)(7) 
또는 키보드(6)나,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 복원한 오디오 데이터, 부가 정보 등의 시각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12)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패러랠 포트(16)를 거쳐 프린터를 접속하는 것이나, 시리얼 포트(15)를 
거쳐 모뎀을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100)은, 시리얼 포트(15) 및 모뎀 또는 통신 어댑터(18)(이더넷이나 
토큰 링·카드) 등을 거쳐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른 컴퓨터 등과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립하는 부가 정보를 해
당 통신 어댑터(18)를 거쳐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취입하거나, 복원한 부가 정보를 네트워크를 거쳐 외부로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시리얼 포트(15) 또는 패러랠 포트(16)에, 원격 송수신 기기를 접속하여, 적외선 또는 전파에 의
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피커(23)는, 오디오·콘트롤러(21)에 의해서 D/A(디지털/아날로그 변환) 변환된 오디오, 음성 신호를, 앰프(22)를 
거쳐 수령하여, 오디오나 음성으로서 출력한다. 또한, 오디오·콘트롤러(21)는, 마이크로폰(24)으로부터 수령한 음성 
또는 오디오 정보를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여, 매립하기 위한 부가 정보로서 시스템에 취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100)은, 통상의 퍼스널 컴퓨터(PC)나 워크 스테이션, 노트북 PC, 팜 탑
(palmtop) PC, 네트워크 컴퓨터, 컴퓨터를 내장한 텔레비젼 등의 각종 가전제품, 통신 기능을 갖는 게임기, 전화, FA
X, 휴대전화, PHS, 전자수첩, 등을 포함하는 통신 기능을 갖는 통신 단말,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 것
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들의 구성 요소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그 모든 구성 요소가 본 발명의 필수적
인 구성 요소로 되는 아니다. 또, 도 1, 도 2의 부가 정보 매립/검출의 각 블럭을 전용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더라도 
무방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오디오 데이터에 대하여 저작권 정보 등의 부가 정보의 매립에 의한 음질의 변화를 인간의 청각으로
는 검지할 수 없도록 매립하면서, 한편, 음질에 현저한 열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오디오 데이터로의 처리에 
대하여, 매립한 부가 정보가 잔존하여, 신뢰성을 갖고 검출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CD나 
인터넷으로 배송된 음악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실현되어, 고품질의 음악 콘텐츠를 안심하고 디지털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음악 문화의 안정된 재생산·소비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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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에 있어서,

(1)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과,

(2)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
는 수단과,

(3) 부가 정보 검출시의 동기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생성하는 수단과,

(4)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에, 부가 정보를, 상기 부가 정보 매
립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수단과,

(5) 주파수 변환되어 부가 정보가 매립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로 역변환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1)이, 오디오 데이터를, 각각이 복수의 샘플열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프레
임으로 분할하고, 각 프레임을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는 수단(2)이,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주파수 
분포에 근거하여, 평균적인 인간의 청각으로는 검지할 수 없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는, 의사 난수 생성기(pseude-random number generator)로부터 얻어진 의사 난수에 
의해 생성되는, 주파수마다의 매립 방법을 정하는 의사 랜덤한 수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부가 정보에 따라서, 상기 의사 랜덤한 수와 상기 주파수 변환된 프레임의 주파
수 성분과의 내적(inner products)이 특정한 부호 또는 값으로 되도록 각 주파수 성분을, 상기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
의 변경 범위내에서 변경함으로써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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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청구항6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부가 정보의 검출시에 시간 방향으로의 신축률을 검출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각 
프레임에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연속하는 2 프레임에서, 전방 프레임내의 최종 샘플열과 후방 프레임내의 최초 샘플열의 주파수 변환후의 값이, 동일한 
값에 가까이 가도록, 상기 의사 랜덤한 수를 변경하든가, 또는 상기 각 프레임의 주파수 성분의 변경에 제한을 가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프레임 내의 주파수 성분을 복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서로의 내적이 영(zero)으로 되는 직교하는 복수의 부가 정보 매립용 복수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정보
를 매립하는, 다중의 부가 정보의 매립을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복수의 프레임에 동일한 부가 정보를 반복하여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1.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부가 정보의 검출시에 매립을 행한 프레임의 구획을 특정하기 위한 동기 신호를, 
각 프레임에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복수의 프레임에 반복해서 매립된 부가 정보의 반복 개시 또는 종료 프레임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기 부가 정보의 반복
을 검출하는 구획 프레임을 설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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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 프레임은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프레임에, 다른 프레임과는 상이한 동기 신호를 매립한 프레임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복수의 프레임에 걸쳐 반복하여 매립된 부가 정보의 반복 개시 또는 종료 프레임을 특정하기 위해, 부가 정보로서, 매립
하고자 하는 정보에 1 비트 이상의 추가 비트를 부가하여 확장 비트열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
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복수의 프레임에 걸쳐 반복하여 매립된 부가 정보의 반복 개시 또는 종료 프레임을 특정하기 위해, 순회 시프트에서 일
치하지 않는 구획용 비트열을 부가 정보에 가산한 것을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16.

오디오 데이터에 매립된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에 있어서,

(1)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과,

(2)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생성하는 수단과,

(3)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오리지날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 정보 검출을 위한 동기
를 취하는 동기 검출 수단과,

(4)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를 취하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
의 비트를 검출하는 부가 정보 검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1)이, 오디오 데이터를, 각각이 복수의 샘플열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프레
임으로 분할하여, 각 프레임을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는, 의사 난수 생성기로부터 얻어진 의사 난수에 의해 생성되는 의사 랜덤한 수인 부가 정
보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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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는, 부가 정보 매립시에 이용된 마스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4)이, 각 프레임이 주파수 변환된 주파수 성분과, 상기 의사 랜덤한 수와의 내적을 계
산하여, 상기 내적의 값의 부호, 또는 내적의 값에 의해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내적은, 각 프레임이 주파수 변환된 주파수 성분에 주파수 분포로부터 결정되는 주파수 의존의 정수를 곱한 것과, 
상기 의사 랜덤한 수와의 내적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2.

청구항2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3.

청구항2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4)이, 프레임 간에 걸쳐 동일한 부호로, 또는 교대로 반대 부호로 상기 내적의 값을 
더하여, 총합한 상기 내적의 절대값이, 소정의 임계값보다 큰지의 여부에 따라서, 부가 정보의 매립 유무를 판정하는 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5.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 검출 수단이, 상기 복수의 프레임을 중첩시켜 얻어지는 1 프레임의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여, 위상을 회전
한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와의 내적을 구하고, 그 내적의 절대값이 최대로 되는 위상의 회전각으로부터, 매립시의 프
레임 개시 위치를 특정하는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4)이, 프레임 동기용 마스크로부터 생성되는 의사 랜덤한 수와 각 프레임이 주파수 변
환된 주파수 성분과의 내적의 계산 결과에 따라서,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 각각에 있어서 검출된 값과 비트 정보와의 
대응 관계를 변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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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7.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수단(1)이, 프레임의 축을 변경하고, 매립한 동기 신호의 각 프레임에 있어서의 
위상 또는 진폭을 측정하고, 그들이 검출하는 전체 프레임에 있어서 가장 일치하고 있는 프레임 축의 변경량을 시간축
상의 신축률로 하여, 시간축상의 신축률을 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28.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수단(4)이, 다중으로 정보가 매립되어 있는 경우, 복수의 검출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각 프
레임이 주파수 변화된 주파수 성분과, 각각의 검출용 마스크로부터 생성되는 상기 의사 랜덤한 수와의 내적을 계산하고, 
사이 내적의 값의 부호, 또는 내적의 값에 의해, 다중으로 매립된 부가 정보를 각각 검출하는 수단인 부가 정보 검출 시
스템.

청구항 29.

제 20 항에 있어서,

(5) 상기 검출된 부가 정보의 비트로부터, 부가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반복의 개시 또는 종료 프레임을 특정하는 수
단을 포함하고,

상기 특정하는 수단이, 프레임으로부터 검출되는 동기 신호의 검출값이 다른 연속 프레임과 상이한 프레임이나, 또는 
동기 신호가 매립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을 구획 프레임으로서 특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30.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 수단(4)이, 구획용 비트열을 이용하여, 검출된 비트 열 중에서 부가 정보를 구성하는 비트열의 반
복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검출 비트열에 의해 부가 정보를 복원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31.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 비트열을 부가 정보로 하여 매립하는 경우, 반복 주기의 하나 걸러서 구획용 비트열을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가산하여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3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 수단(4)이, 매립시의 부가 정보의 반복 개시 위치를 아는 일 없이 부가 정보를 복원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검출 시스템.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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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3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4.

청구항34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5.

오디오 데이터로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여금,

(1)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기능과,

(2)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근거하여,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부가 정보를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를 결정하
는 기능과,

(3) 부가 정보 검출시의 동기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부가 정보 매립용 마스크를 생성하는 기능과,

(4)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의 상기 매립할 수 있는 주파수의 변경 범위에, 부가 정보를 상기 부가 정보 매
립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기능과,

(5) 주파수 변환되어 부가 정보가 매립된 오디오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로 역 변환하는 기능

을 실행하게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6.

오디오 데이터에 매립된 부가 정보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여금,

(1) 오디오 데이터를 주파수 변환하는 기능과,

(2)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생성하여,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오리지널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고, 부가 정보 검출을 위한 동기를 취하는 기능과,

(3) 상기 주파수 변환된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동기를 취하면서, 상기 부가 정보 검출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부가 정보
의 비트를 검출하는 기능

을 실행하게 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3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구획 프레임은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프레임에, 어떠한 신호도 매립하지 않은 프레임인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38.

 - 29 -



등록특허 10-0341197

 
제 10 항에 있어서,

순회 시프트하여도 다른 비트열과 구별할 수 있는 비트열 세트(코드워드)를 부가 정보와 대응시켜 반복 매립함으로써, 
반복 주기의 개시 또는 종료 프레임을 특정함이 없이 매립 정보 검출 가능한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3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 정보를 매립하는 수단(4)이, 복수의 부가 정보를 각각 다른 반복 주기로 매립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부가 정
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복수의 부가 정보를 각각 다른 반복 주기로 매립하는 경우, 가장 짧은 주기로 검출되는 부가 정보에 대하여, 다른 부가 
정보를 부가 정보마다에 정해지는 비트 길이로 분할한 것을 부가하고, 그들을 부가 정보 매립 반복 단위로서 매립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반복 단위를 알 수 있도록, 가장 짧은 주기에서 검출되는 정보에 대하여, 구획용 비트열을 반복 주기의 하나 걸러서 배
타적 논리 합에서 가산한 것을 매립하는 부가 정보 매립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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