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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날로그 비디오에 대한 워터마킹 방법

요약

아날로그 형태로 전송될 비디오의 워터마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프레스되는 부가적인 데이터의 비트를 캐리하는데 사

용되는 비디오 라인의 세그먼트의 부분인 색도 성분들중 적어도 일부 각각에, a)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

(antipodal waveform)의 값, b) 임프레스되는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를 표시하는 값, 및 c) 선택적으로, 부가적

인 워터마크 데이터가 가산되는 지점에서 영상의 로컬 비지니스를 표시하는 가중값의 곱을 가산하도록,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버전을 처리함으로써 성취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워터마킹, 세그먼트, 색도, 루미넌스, 가산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아날로그 형태로 송신되어야 하는 비디오를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워터마킹하는 예시적인 송신기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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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워터마킹된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로부터 부가적인 데이터를 복구하는 예시적인 수신기

를 도시한 도면.

도 3a 및 3b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연결될 때,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부가적인 데이터를 갖는 색도 부분들

중 하나를 워터마킹에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도면.

도 4a 및 4b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연결될 때, 비디오 신호 내의 워터마킹 신호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정보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색도 성분에 임프레스되는, 디지털로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부가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예

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1의 안티포달 비트 맵퍼의 보다 상세한 도면.

도 6은 색도 성분에 대한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는데 어느 특정 부분이 더 적합해서, 선택되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예

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일부의 예시적인 분할된 컬러공간의 단면도.

도 8은 특정 색도 부분이 픽셀에 대한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되는 다른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도 5 및 5에 도시된 몇 개의 요소들로부터의 예시적인 출력들을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3: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decimater)

105: 컬러 선택기

109: 이중-쓰로 스위치(double-throw switch)

111: 텍스쳐 마스킹 유닛

113: 승산기

115: 가산기

117: 멀티플렉서

119: 채널 엔코더

121: 블럭 인터리버

123: 안티포달 비트 맵퍼(antipodal bit mapper)

125: 변환기

129: 지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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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아날로그 신호로서 송신된 비디오의 워터마킹 기술에 관한 것이며, 특히 비디오 정보 내의 부가적인 정보를 포

함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비디오 신호의 워터마킹은 일반적으로 비디오 자체 내에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디오 소스의 임베딩

된 식별(embedded identification)을 제공하고, 비디오가 어디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재생되는지를 추적하고, 비디오를

통하여 정보를 보조 장치에 통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디오 신호들을 워터마킹하는 종래의 기술들은 전형적으로 부가

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비디오의 루미넌스(luminance)를 사용하여 비디오 자체 내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아날로그 포

맷으로 엔코딩한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루미넌스 신호에 매우 민감해서, 워터마킹된 신호를 보는 사람은 부가

적인 정보의 비트 레이트를 일정 포인트 이상, 예를 들어, 초당 120 비트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할 때, 부가

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비디오 신호에 대해 행해진 변화들에 기인하는 왜곡을 용이하게 감지한다. 따라서, 비디오 신

호들의 워터마킹에 대한 종래의 기술들이 일정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성공은 부

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비디오 신호를 보는 사람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왜곡 없이 달성 가능한 매우 작은 비트 레이트로

제한되었다.

본원에 충분히 설명되고 참조되어 있는 이전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10/342704호에서, 나의 공동발명자와

함께 나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루미넌스보다 색도(chrominance)에 훨씬 덜 민감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우리는

비디오 신호의 루미넌스 신호보다는 오히려 비디오 신호의 색도 성분에 워터마킹 신호의 부가적인 정보를 삽입하는 비디

오 신호를 디지털 워터마킹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부가적인 정보는 비디오 신호의 색도 성분에 "임프레스된다

". 유용하게도, 특히 부가적인 정보가 종래 기술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왜곡 없이 달성 가능한 것보다 높은 비트 레이트를

가질 때, 색도 성분의 상당한 왜곡이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왜곡은 적절하게 관리되는 경우, 인간의 시각 시스

템에 의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가적인 정보는 종래 기술에 의해 달성 가능한 것이 비하여 높은 비트 레이트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초당 150 비트보다 큰 비트 레이트가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유용하게도, 부가적인 데이터는 부

가적인 데이터로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가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1 및 MPEG-2 엔코딩 시스템들을 사용하여 압축

된 이후에도 비디오 신호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되는 비디오 송신의 가장 공통적인 형태는 아날로그 비디오이다. 아날로그 비디오

의 송신에 대한 일부 비디오 표준들은 NTSC, PAL, 및 SECAM을 포함한다. 부가적인 데이터의 임프레션(impression)에

대해 우리가 개시한 많은 이전의 개념들, 예를 들어, 색도 성분의 어느 부분이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색도 성분 및 컬러 선택기에 부가적인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 아날로그 비디오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아날

로그 비디오 신호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채널들의 특성들의 결과로 인한 왜곡들 때문에, 우리의 이전에 개시된 기술들은 임

의의 송신되는 워터마킹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신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가는 아날로그 형태, 예를 들어, NTSC, PAL, 또는 SECAM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비디오의 워터마킹이 a) 주기적

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antipodal) 파형의 값, b) 임프레스되는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를 나타내는 값; 및 c)

선택적으로,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가 부가되고 있는 포인트에서 이미지의 로컬 비즈니스(local business)를 나타내는

가중값의 곱인,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프레스되고 있는 부가적인 데이터의 비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비디오의 라인의

세그먼트 부분인 색도 성분들의 적어도 일부 각각에 부가하도록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버전을 프로세싱함으로써 본 발

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각각의 세그먼트는 전형적으로 라인의 픽셀들의 연속적인 수에 대응하는 색도 성분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비트를 나

타내는 라인의 세그먼트들은 색도 성분들의 동일한 수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라인 상에 720 개의 사용 가능

한 픽셀들이 존재하고 비디오가 4-2-2 포맷인 경우, 제 1 비트는 라인 상의 제 1의 112 개의 색도 성분들의 그룹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제 2 비트는 라인 상의 128 개의 색도 성분들의 다음 그룹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제 3 비트는 다시 라인

상의 112 개의 색도 성분들의 다음 그룹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임의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색도 성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와 같은 색도 성분들은 워터마킹 용도들에 대해 무시된다. 예를 들어, 상술된 그룹들을 사용하면,

라인의 마지막 8 개의 색도 성분들이 무시된다.

색도 성분들의 각 그룹은 서브그룹들로 분할된다. 각 서브그룹은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사이클의 주기에

시간 대응한다. 상기 예는 특히 4-2-2 표현에서 32 개의 픽셀들에 대응하는 16 개의 색도 성분들을 디스플레이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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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긴 주기를 갖는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에 적합하다. 112 개의 색도 성분들의 그룹에 임프레스되고 있

는 비트들 각각은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7 사이클들에 대응하는 반면, 128 개의 색도 성분들의 그룹에

임프레스되고 있는 중간 비트는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8 사이클들에 대응한다. 라인 상의 임의의 포인트

에서 부가적인 사이클이 사용되거나, 전혀 사용될 수 없을지라도, 이미지의 중간 부근에 여분의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은 최대의 활동성을 가지므로, 최소의 이미지 상관을 갖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분의 사이클에 의해 제

공된 부가적인 견고성(robustness)으로 이익을 얻는다.

각각의 색도 성분에 대하여, 컬러 선택 프로세스는 어느 색도 부분, 즉, U 또는 V가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더 양호한지를 결정한다. 하나의 이와 같은 선택 프로세스는 본원에 충분히 설명되고 참조되어 있는 미국 특허 출원 일

련 번호 제 10/673893호에 개시되어 있다. 색도 부분은 부가적인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더 양호한 것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지정될 때, 서브그룹에 대한 대다수의 시간들을 선택한다. 특히, 선택 프로세스가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더 양호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선택된 색도 부분을 선택하는 서브그룹의 그러한 색도 성분들이 부가적인 워터

마크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변경된다. 이 때문에, 각각의 이와 같은 색도 성분들이 a) 색도 부분에 임프레스되는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를 나타내는 값; b) 특정 색도 성분 위치에 대한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값, 및 c)

선택적으로, 값이 부가되고 있는 위치 부근의 이미지의 비즈니스의 함수, 예를 들어, 국부적인 변화의 곱에 의해 표현되는

값이 부가된다. 만약 있는 경우, 나머지 색도 성분은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데이터가 보

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된 신호는 송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아날로그 NTSC 표현으로 역변환된다.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는 다중 라인들 상의 동일한 세그먼트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임프레스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는 연속적인 라인들 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색도 성분들의 그룹들에 임프레스될 수 있

다. 또한, 데이터가 반복되는 각각의 라인 상의 세그먼트에 대한 데이터의 표현이 동일한 필요는 없다.

NTSC 비디오에 대한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비디오의 각 라인의 "활성" 부분은 720 개의 루미넌스 픽셀들로 분할된다. 각

라인의 "활성" 부분은 시청자에게 디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되는 콘텐트를 전달하는 라인의 그 부분이다. 이 실시예에 대해

사용되지 않고 활성이 아닌 NTSC 스캔 라인의 부가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의하라. NTSC 비디오에서, 프레임

당 525 개의 비디오 라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라인들은 NTSC에서 두 개의 인터레이스드 필드들(interlaced field), 263

개의 라인들을 갖는 소위 "홀수" 필드 및 262 개의 라인들을 갖는 소위 "짝수" 필드로서 프로세싱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단지 480 개의 라인들만이 사용된다. 이것들은 소위 "활성" 라인들에 대응하는데, 즉 이것들은 시청자에게 디

스플레이되도록 의도된 콘텐트를 전달하는 라인들이다.

본 발명은 4-2-2 표현에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디오가 YUV 포맷으로 표현될 때, 각각의 색

도 성분에서 전형적으로 두 개의 색도 부분, 예를 들어, U 및 V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의하라. 비디오가 4-2-2 표현일 때,

360 개의 색도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즉, 라인의 활성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V 색도 부분들에 각각 관련된 360 개의 U 색

도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라인은 3 비트를 전달하는데, 각 비트는 3 세그먼트들 중 각각의 세그먼트에 의해 전달되어, 라인 상

의 색도 성분들은 세 그룹들로 그룹화되고, 각 그룹은 세그먼트에 대응하고 비트들 중 하나를 나타낸다. 라인에 임프레스

되는 제 1 비트는 라인의 제 1의 112 개의 색도 성분들의 그룹에 의해 표현되고, 라인에 임프레스되는 다음 비트는 라인의

다음 128 개의 색도 성분들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 표현되며, 라인에 임프레스되는 최종 비트는 라인의 다음 112 개의 색

도 성분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 표현된다. 각각의 라인 상의 마지막 8 개의 색도 성분들은 워터마킹 용도에 대해 무시된

다. 112 개의 색도 성분들은 16의 7 개의 서브그룹들로 이루어지고, 128 개의 색도 성분들은 16 색도 성분들의 8 개의 서

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은 정현파 신호이다. 선택적인 함수는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

터를 나타내는 값이 부가될 수 있는 특정 색도 성분의 위치 부근 이미지의 루미넌스의 비즈니스의 측정치이다. 비즈니스

함수의 범위는 예를 들어, 1에서 20까지일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변경되는 임의의 색도 부분에 부가된 값은 색도 부분의 시

간에서의 정현파의 값 및 색도 부분의 위치에서의 결정된 국부적인 루미넌스 변화의 값에 의해 임프레스되는 비트의 표현

을 함께 승산함으로써 결정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데이터는 다수의 라인들, 예를 들어 3 쌍들로서 배열된 6 개의 라인들을 통하여 반복된다. 한 쌍의

각 라인에 대하여, 데이터는 상기 쌍의 다른 라인에서 사용된 것에 반대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된다. 예를 들어, 한 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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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라인에 대하여, 1이 1에 의해 표현되고 0이 -1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 상기 쌍의 다른 라인, 예를 들어, 프레임의 다른

연속적인 라인에 대하여, 1은 -1에 의해 표현되고 0은 1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필드의 각 라인은 동일한 데이터 표현

을 사용하며, 프레임의 각 필드는 동일한 프레임의 다른 필드로부터 반대의 표현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최상부 부근의 프레임의 영역은 한 세트의 비트

들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소정 시퀀스들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9 비트를 할당받는다. 이와 같은 시퀀스들은 프레임 내에

임의의 워터마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프레임 내에 워터마크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시퀀스는

식별 신호의 역할을 하여, 사용자는 프레임의 워터마크 데이터가 그 사용자에게 의도되는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시퀀스는 서로로부터 사용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가입 번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용하게도, 프레임이 모

니터되고 있는 사용자에게 의도되지 않는 경우, 그 프레임이 무시됨으로써 전력 소비 및 필요로 되는 프로세싱 전력을 감

소시킬 수 있다. 9 비트의 이와 같은 소정 시퀀스들을 나타내는 것은 총 18 개의 라인들에 대하여 3 세트의 6 개의 라인들

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여기서, 6 개의 라인들의 각 세트는 상술된 방식에서 3 비트를 나타낸다.

수신기는 수신되는 워터마킹된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화된 버전을 사용한다. 특히, 디지털화 프로세스는 디지털 버전을

신호를 워터마킹시에 사용되는 동일한 포맷, 예를 들어, 라인당 720 픽셀들, 480 라인들, 4-2-2 표현이 되도록 해야만 한

다. 그러나, 비디오는 프로그래시브하게(progressively), 즉, 예를 들어, 종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수신된 필드가 디인터레

이스드(deinterlaced)로 배열되어야만 한다.

프로세싱은 라인들의 쌍들, 예를 들어 연속적인 라인 쌍들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각 라인데 대하여, 색도 성분들의 샘플들

이 송신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룹화된다. 제 1 라인의 각 서브그룹에 대하여 컬러 선택이 수행되고, 각 서브그룹에 대하

여 대다수의 선택된 컬러가 식별된다. 각각의 서브그룹의 U 색도 부분들은 서브그룹에 대한 U 상관 값을 발생시키기 위하

여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과 상관되는 반면, 각각의 서브그룹의 V 색도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서브그룹에 대

한 V 상관 값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과 상관된다. 각각의 라인 내의 각각의 그룹의 각

서브그룹에 대한 대다수의 선택된 색도 부분에 대한 상관 값들은 통합되는데, 즉 함께 합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라인들 상

의 각 그룹에 대해 통합된 값이 발생된다. 제 2 라인의 각 그룹의 통합된 값은 제 1 라인의 각각의 동일하게 위치된 그룹에

대한 통합 값으로부터 감산된다. 결과적인 차이들은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동일한 비트가 임프레스되는 다른 라인

쌍들로부터 동일한 그룹 위치에 대해 발생된 차이들과 가변 가중 결합기를 사용하여 결합된다. 한 비트의 워터마크 데이터

에 각각 대응하는 가변 가중 결합기들의 출력들은 워터마크 데이터의 최종적인 하드 비트 버전을 제공하는 비터비 디코더

(viterbi decoder)에 제공되는 소프트 비트들로서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쌍을 이룬 라인들의 3 세트들이 동일한 임프레스되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단지 라인들의 중간 쌍만이 프로

세싱되고 다른 4 개의 라인들은 무시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변 가중 결합기들에서 제 1 및 최종 쌍들에 대해 0의 가중치

들을 사용하고 중간 쌍에 대해 1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한다. 이렇게 임프레스되고 복구된 데이터가 NTSC 신호

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비디오를 복구하며, 다양한 필터링 동작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스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양호한 성능

이 여전히 달성된다. 대안으로, 라인 쌍들 각각에 다양한 가중치가 제공될 수 있고, 가중치들을 소프트 비트들에 인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라인들은 중간 그룹은 동일하게 가중될 수 있는 나머지 다른 그룹들보다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

프리앰블 시퀀스가 사용되는 경우, 결과적인 차이들은 비터비 디코더로 송신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차이들, 즉, 소프트

비트 값들은 특정 사용자에 대응하는 공지된 패턴에 대해 상관될 수 있다. 정합이 존재하는 경우, 프레임의 나머지가 프로

세싱된다. 프로세싱은 그것이 특정 사용자에 속할 때, 프레임을 식별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레

임의 나머지는 무시된다.

다음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들을 서술한다. 따라서, 당업자들은 본원에 명백하게 설명되고 도시되지 않을지라도, 본 발명

의 원리들을 구현하고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포함되는 다양한 장치들을 고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본원에 기술된 모든 예들과 가정 어구들은 원칙적으로는 명백히 본 발명의 원리들 및 기술을 진행시키는 발명자(들)에 의

해 기여된 개념들을 이해시에 독자를 돕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이 특정하게 기술된 예들 및 조건들에 국

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들, 양상들 및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특정 예들을 기

술한 본원의 모든 진술들은 그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등가물들 모두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부가적으로, 이와 같은 등가물

들이 현재 공지된 등가물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되는 등가물들, 즉,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발되

는 임의의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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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를 들어, 임의의 블럭도들이 본 발명의 원리들을 구현하는 예시적인 회로의 개념적인 도면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당업자들을 이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의의 흐름 차트들, 흐름도들, 상태 변화도들, 의사코드 등은 이와 같은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가 명백히 도시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컴퓨터 판독 매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프로세서들"로서 라벨이 붙은 임의의 기능적인 블럭들을 포함하는 도면들에 도시된 다양한 요소들의 기능들은 전용 하드

웨어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프로

세서에 의해 제공될 때, 기능들은 단일 전용 프로세서, 단일 공유 프로세서 또는 그 일부가 공유될 수 있는 다수의 개별적

인 프로세서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또는 "제어기"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직 소프트웨

어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아야만 하고,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하드웨어, 네

트워크 프로세서, 주문형 집적 회로(ASIC), 필드 프로그램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FPGA),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한 판

독-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및 비-휘발성 저장장치를 암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

지 않는다. 종래의 다른 하드웨어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면들에 도시된 스위치들은 단지 개념적인 것이다.

그것들의 기능은 프로그램 논리의 동작, 전용 논리, 프로그램 제어와 전용 논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는 심지어 수동으

로 수행될 수 있고, 특정한 기술은 문맥으로부터 특히 더 잘 이해되는 바와 같이 실행자에 의해 선택 가능하다.

청구항들에서,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표현된 임의의 요소들은 예를 들어, a) 그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 요소

들의 조합 또는 b) 상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적절한 회로와 결합된 펌웨어(firmware), 마

이크로코드 등을 포함한 임의의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임의의 방법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이와 같은 청구항들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다양한 기술된 수단에 의해 제공된 기능들이 청구항들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합되고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임의의 수단을 본원에 나타낸 것들

과 등가인 것으로 간주한다.

소프트웨어 모듈들, 또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인 것을 나타내는 모듈들은 원문 서술 및/또는 프로세스 단계들의 성능을 나

타내는 흐름차트 요소들 또는 다른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듈들은 명백히 또는 암시적

으로 도시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도면과 명세서에서 동일한 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가 병기되어 있다.

도1은 a) 주기적으로-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값, b) 임프레스되는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비트를 나타내는 값;

및 c) 선택적으로,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가 부가되고 있는 포인트에서 이미지의 로컬 비즈니스를 나타내는 가중값의

곱을 비디오 라인들의 세그먼트들의 색도 성분들에 부가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버전을 프로세싱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아날로그 형태, 예를 들어, NTSC, PAL, 또는 SECAM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비디오의 워터마

킹을 위한 예시적인 송신기(101)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도시한다.

a) YUV 디멀티플렉서(디먹스) 및 데시메이터(decimator)(103), b) 컬러 선택기(105), c)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

(double-throw switch)(109), d) 텍스쳐 마스킹 유닛(texture masking unit)(111), e) 승산기(113), f) 가산기(115), g)

멀티플렉서(먹스)(117), h) 안티포달 비트 맵퍼(antipodal bit mapper)(123), i) 국가 텔레비전 표준 위원회(NTSC) 변환

기(125), 및 j) 지연기(129)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선택적인 k) 채널 엔코더(119), 및 l) 블럭 인터리버(121)가 또한 도1

에 도시되어 있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워터마킹된, 즉, 이에 부가된 부가적인 정보를 갖는 비디오 신호를 수신한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디지털 비디오, 예를 들어,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SDI) 표준에 따라 포맷된

비디오와 함께 동작할 수 있다. 당업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바와 같이, 처음에 적절한 디지털 포맷이 아닌 임의의 비디오 신

호는 종래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변환될 수 있다. 아날로그 비디오는 프로세싱의 시작 이전에 디지털로 변환될 수 있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비디오의 루미넌스(Y) 요소 및 색도 성분을 디멀티플렉싱힌다. 비디오 신호의

색도 성분은 두 개의 부분들(U 및 Y)를 가지며, 여기서, U는 차동적인 청색 부분이고 V는 차동적인 적색 부분이다.

색도 성분 상에 부가적인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프로세싱의 대다수는 바람직하게는, 소위 "4-2-2" 포맷, 즉, 루미넌스

요소는 완전 레졸루션인 반면, 색도 성분은 a) 수직으로만 완전 레졸루션이고 b) 수평으로는 반 레졸루션인 비디오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SDI 입력에 의해 제공된 포맷이다. 4-2-2 포맷에서, 라인 상의 루미넌스의 모든 두 개의 픽셀들에 대하

여, 하나의 색도 성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프로세싱 프로세스들에 대하여, 루미넌스 및 색도가 동일한 레이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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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색도 성분에 대하여 단지 하나의 루미넌스 요소 값만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 때문에, YUV 디멀티플렉

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루미넌스 요소를 수평적으로 데시메이팅(decimating)하고, 이것은 신호(Y)로서 출력된다. 데시

메이팅된 루미넌스 신호 및 색도 부분들이 출력으로서 컬러 선택기(105)에 제공된다.

다른 입력 포맷들, 예를 들어, 4-4-4가 비디오 입력 신호로서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에 제공될 수 있고,

이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그 후에 그 신호를 상술된 적절한 포맷으로 데시메이팅한다. 그것들은 그렇

게 하도록 선택되어야만 하고, 당업자들은 적절한 데이메이팅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자신의 방법들을 고안할 수 있다. 대안

으로, 프로세싱이 4-4-4 포맷을 사용하는 일부 영역들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수평 방향으로의 부가적인 색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원래 비디오의 포맷을 인지하기 위하여 상이한 포맷들이 송신기(101)에 제공될 수 있는 경우에, a) 운영자가 송신기(101)

에 제공된 비디오의 특정 포맷을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에 나타낼 수 있고, b) 비디오의 포맷이 종래의 기

술들의 사용하여 비디오로부터 직접 검출되거나, c) 정보가 입력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 더 높은 층 프로세서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는 또한 Y, U 및 V 출력들을 원래 입력 비디오 신호의 포맷, 바람직하게는 4-2-2

포맷으로 지연기(129)에 제공한다. 지연기(129)는 자신이 수신하는 Y, U 및 V 신호들을 색도 성분들의 한 서브그룹의 시

간, 즉, 안티포달 파형의 한 주기의 시간까지 지연시키고, 자신이 수신한 U 및 V 신호들의 지연된 버전들을 이중-극, 이중

-쓰로 스위치(109)에 제공한다. Y 신호의 지연된 버전은 텍스쳐 마스킹 유닛(111) 및 멀티플렉서(117)에 제공된다.

컬러 선택기(105)는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로부터 각각의 지연되지 않은 버전의 U, V 및 루미넌스 신호

(Y)를 수신한다. 각각의 관련된 U 및 V 값은 단일 색도 성분을 구성하고, 이들과 대응하는 Y 값과 함께, 두 개의 수평적으

로 인접한 4-2-2 픽셀들에 대응한다. 컬러 선택기(105)는 필요한 경우, Y, U 및 V 값들의 임의의 세트에 대하여, 색도 성

분의 어느 부분, 즉, U 부분 또는 V 부분에서 값의 변화가 가시 아티팩트(visible artifact)를 도입하지 않고 더 양호하게 수

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컬러 선택기(105)의 동작은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은 검색 테이블

에 기초한다. 대안으로, 컬러 선택기(105)의 동작은 본원에 충분히 설명되고 참조되어 있는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

10/342,70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양한 계산들에 기초할 수 있다. 결과적인 판정은 요소 컬

러 저장장치(131)에 저장된다. 요소 컬러 저장장치(131)는 하나의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들에 대한 판정들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U가 색도 성분을 위해 선택된 색도 부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컬러 선택기(105)가 결정하는 경우, 1이 요소 컬

러 저장장치(131)에 저장된다. 마찬가지로, V가 색도 성분을 위해 선택된 색도 부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컬러 선택기

(105)가 결정하는 경우, 0이 요소 컬러 저장장치(131)에 저장된다. 요소 컬러 저장장치(131)는 출력(요소 컬러)으로서 선

택된 색도 부분의 표시를 제공하기 이전에, 하나의 서브그룹 지연 기간의 지속기간, 즉, 안티포달 파형의 한 사이클의 시간

지속기간을 갖는 지연을 제공하도록 시프트 레지스터로서 구현될 수 있다.

일단 서브그룹의 모든 색도 성분들이 컬러 선택기(105)에 의해 평가되면, 서브그룹의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을 위하여 U

또는 V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지가 결정된다. 서브그룹의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을 위하여 선택되는 특정 색도 부분의 표시

는 다음 서브그룹의 지속기간 동안 서브그룹 대다수 저장장치(133)에 저장되고 출력(서브그룹 대다수)으로서 제공된다.

컬러 선택기(105)의 출력(요소 컬러)은 또한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109)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요소

컬러는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109)를 제어하여, 1) 워터마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색도 성분의 부분을

가산기(115)에 제공하도록 하고; 2) 선택되지 않은 색도 성분의 부분들 YUV 멀티플렉서(117)에 제공하도록 한다. 요소

컬러는 또한 후술된 바와 같은 용도로 멀티플렉서(117) 및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에 제공된다.

텍스쳐 마스킹 유닛(111)은 가시 아티팩트들을 도입하지 않고 색도 성분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값의 최대 변화를 결정하

기 위하여, 지연기(129)에 의해 지연된 이후에, YUV 디먹스 및 데시메이터(103)에 의한 출력으로서 제공된 데시메이팅된

포맷으로 각각의 관련 색도 성분 및 루미넌스 요소 주위의 루미넌스의 텍스쳐를 분석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가중치를 출력

으로서 제공한다. 가중치 값은 예를 들어, 10 비트 색도 부분 값들에 대하여 1에서 20까지의 정수 값들을 취하여 코딩될 수

있다. 텍스쳐 마스킹 유닛(111)이 그것의 텍스쳐를 계산하기 위하여 특정 색도 성분 주위의 모든 픽셀 위치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몇 개의 라인들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텍스쳐 마스킹 유닛(111)은 현재 색도 성분와 관련된 픽셀들의 루미넌스 값들 및 현재 라인 상의 현재 색도 성분 직전 및

직후의 색도 성분들과 관련된 픽셀들의 루미넌스 값들로부터 간단하게 텍스쳐를 결정할 수 있다. 유용하게도,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프로세스의 과도한 복잡성 없이 충분한 정확도가 달성된다. 가중치는 승산기(113)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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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특정 값들이 각각의 Y, U 및 V 값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비트들의 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주의하라.

당업자들은 사용된 값들이 사용되는 비트들의 수에 대해 스케일링(scaling)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승산기(113)는 텍스쳐 마스킹 유닛(111)으로부터 수신된 가중치를 이 색도 성분의 부분으로서 송신될 정보와 관련된 값만

큼 승산하고, 이것은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에 의해 제공된 값은 그것

의 선택된 색도 부분이 서브그룹에 대해 선택된 색도 부분과 동일한, 즉, 신호(서브그룹 대다수)와 동일한 그러한 색도 성

분들에 대하여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정현파의 값, 예를 들어, sin(x) 또는 -sin(x)일 수 있다. 그것의 선택된 색도

부분이 서브그룹 대다수 신호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그룹에 대해 선택된 색도 부분과 동일하지 않은 그러한 색도

성분들에 대하여,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는 0을 제공한다. 승산기(113)에 의해 발생된 곱이 가산기(115)에 제공된다.

가산기(115)는 색도 성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승산기(113)에 의해 제공된 값을 컬러 선택기(105)에

의해 선택되는 색도 성분의 부분의 값에 부가함으로써 변경된 색도 부분을 발생시킨다. 나타낸 바와 같이, 부가적인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하여 컬러 선택기(105)에 의해 선택되는 색도의 부분은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109)에 의해 가산기

(115)로 통과된다. 가산기(115)에 의해 제공되는 변경된 색도 부분은 멀티플렉서(117)에 제공된다.

멀티플렉서(117)는 지연기(129)로부터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109)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지연된 원래 루미넌

스 요소(Y) 및 지연된 변경되지 않은 색도 부분을 수신한다. 멀티플렉서(117)는 또한 가산기(115)로부터 변경된 색도 부

분을 수신한다. 그리고 나서, 멀티플렉서(117)는 원래 루미넌스 요소, 변경되지 않은 색도 부분, 및 변경된 색도 부분을 함

께 멀티플렉싱한다. 멀티플렉서(117)는 색도 성분의 변경된 부분을 어느 리드(lead) 상에서 수신하는지와 색도 성분의 변

경되지 않은 부분을 어느 리드 상에서 수신하는지를 컬러 선택기(105)의 출력을 수신하는 것에 의해 인지한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결과적인 비디오 신호가 멀티플렉서(117)에 의하여 워터마킹된 출력 비디오 신호(비디오 출력)로서 제

공된다.

원래 루미넌스 요소가 색도 성분들과 상이한 레이트로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예를 들어, 원래 비디오가

4-2-2 포맷일 때, 각각의 픽셀은 루미넌스 값과 하나 이상의 다른 픽셀에 의해 공유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색도 값으로 이

루어진다. 2 개의 인접 픽셀들의 그룹들이 자신의 각각의 Y 값들을 가지면서 색도 성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루미넌스 요소

(Y)는 색도 성분들의 레이트에 두 배로 변화하고 있다. 당업자들은 이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타이밍을 설계하는

방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YUV 디먹스 및 데시메이터(103), 지연기(129), 및 멀티플렉서(117)는 다른

요소들의 레이트에 두 배로 동작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각 그룹에 대하여 송신되어야 할 이진 데이터 값, 즉, 1 또는 0이 워터마크 데이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에 직접 제공되거나, 수신기에서 정보의 프로세싱 및 복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프로세

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시적인 프로세싱은 선택적인 채널 엔코더(119) 및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채널 엔코더(119)는 비디오 스트림 내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는

포워드 에러 수정 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엔코딩된다. 이와 같은 포워드 에러 수정 방식은 컨벌루션 엔코딩, 예를 들어 비터

비 엔코딩 또는 터보 엔코딩과 같은 임의의 종래의 포워드 에러 수정 방식이거나, 임의의 새롭게 개발된 코딩 방식일 수 있

다. 본 발명의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1/4 레이트의 비터비 코딩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코딩의 결과로서, 원래 비트

스트림의 모든 비트마다 네 개의 비트들이 생성된다. 채널 엔코딩된 비트 스트림이 채널 엔코더(119)에 의한 출력으로서

블럭 인터리버 유닛(121)에 제공된다.

블럭 인터리버(121)는 데이터를 랜덤으로 분포시키기 위하여 채널 엔코딩된 비트 스트림의 비트들의 순서를 재배열한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수신기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실제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어렵

게 하는 잡음의 버스트들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채널 엔코딩된 비트 스트림의 인접한 섹션들이 손실되는 가능성이 감

소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유닛으로서 인터리빙되는 비트들의 수는 프레임 내의 비트들의 수와 동일하다.

블럭 인터리버는 블럭의 열들에 좌우로 순차적으로, 각 열의 끝에서는 아래의 다음 열의 가장 좌측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

여 데이터를 기록하고 나서, 블럭의 가장 좌측의 최상부 위치에서 시작하여 데이터를 판독하고 포인트 판독이 다음 행의

최상부에서 지속되는 행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행을 아래로 판독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14 열 x 16 행의 블럭 인터리버

가 720 x 480 픽셀들의 픽처 크기에 대해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상이한 레졸루션들에 대하여, 당업자들은 유사

한 블럭 엔코더들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리빙된 채널 엔코딩된 비트 스트림은 비트 인터리버(121)에 의

한 출력으로서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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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 비트는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의 제어 하에서,

원래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한 프레임의 적어도 한 그룹의 라인들에 임프레스된다.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르면,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는 그 후에 텍스쳐 마스킹(111)의 출력으로 가중되고 선택된 색도 부분의 값에 부가되는 임프레스되고 있

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값을 제공한다.

도5는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의 더 상세한 도면을 도시한다. a) 이중-쓰로 스위치(501), b) 승산기(507), c) 안티포달

정현파 발생기(aintipodal sinusoid generator)(509), d) 승산기(513), e) 비교기(515), 및 f) 제어기(517)가 도 5에 도시

되어 있다.

제어기(517)는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의 전체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제어기(517)는 블럭 인터리버(121)로부터 수신

된 한 비트의 데이터가 표현되는 방법을 제어한다. 많은 색도 성분들이 동일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지정된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한 라인의 색도 성분들의 색도 성분 값들은 세 개의 그룹들로

그룹화되며, 그 각각의 그룹은 한 비트의 표현으로 할당된다. 라인 상의 제 1 비트는 112 개의 크로미넌 요소값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라인 상의 다음 비트는 128 개의 색도 성분값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라인 상의 최종 비트는 112 개

의 색도 성분값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각 라인 상의 마지막 8 개의 색도 성분값들은 워터마킹 용도에 대해 무시된다.

112 개의 색도 성분값들은 16 개의 색도 성분들의 7 개의 서브그룹들에 대응하며, 128 개의 색도 성분값들은 16 개의 색

도 성분들의 8 개의 서브그룹에 대응한다.

또한, 다수의 라인들, 예를 들어, 3 개의 쌍들로 배열된 6 개의 라인들을 통하여 동일한 그룹의 색도 성분들에서 동일한 데

이터가 전달된다. 한 쌍의 각 라인에 대하여, 데이터는 반대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한 쌍의 제 1 라인

에 대하여 1은 1에 의해 표현되고 0은 -1에 의해 표현되며, 상기 쌍의 다른 라인, 즉, 프레임의 다음의 연속적인 라인에 대

하여, 1은 -1에 의해 표현되고 0은 1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필드의 각 라인은 동일한 데이터 표현을 사용하고, 프레임

의 각 필드는 동일한 프레임의 다른 필드로부터 반대의 표현을 사용한다.

제어기(517)의 제어 하에서,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는 그 색도 성분이 워터마킹된 출력 비디오 신호에 통합되어야 할

때, 원래 비디오 신호의 서브그룹의 각각의 색도 성분에 대한 적절한 시간에 원래 비디오 신호의 각 라인의 각 서브그룹에

대해 통신되어야 하는 인터리빙된 채널 엔코딩된 비트 스트림으로부터 비트의 적절한 데이터 표현을 제공한다. 따라서, 안

티포달 비트 맵퍼(123)는 비디오 신호의 프로세싱이 라인에 기초한다는 것, 즉, 상기 프로세싱이 라인 상의 좌우로, 그 다

음에 아래의 다음 라인으로 그리고 다시 좌우로 행해져서, 비트스트림으로부터 동일한 비트를 전달하는 인접한 색도 성분

들이 반드시 비디오 스트림 내에 순차적으로 위치되지는 않게 되므로, 모두 시작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사

실을 고려한다. 안티포달 비트 맵퍼(123)의 출력으로서 제공된 특정 데이터 비트는 항상 승산기(113)로의 입력으로서 제

공된다.

제어기(517)는 블럭 인터리버(121)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다. 제어기(517)는 또한 이미지의 스캔 라인이 프로세싱되고

있는지에 관한 표시를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제어기(517)는 라인 수의 함수로서 데이터의 값을 보완한다. 예를 들어, 짝수

스캔 라인들에 대해서만, 데이터 값들이 보상되는데, 즉, 1은 0으로 변화되고 0은 1로 변화된다.

제어기(517)는 이중-극 스위치(501)의 위치를 제어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각각의 순차적

인 라인 상의 데이터에 사용된 표현이 반전된다. 따라서, 홀수 필드에 대하여 제1 표현이 사용되고 짝수 필드에 대하여 반

대의 표현이 사용된다.

블럭 인터리버(121)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적절하게 변환하기 위하여, 이중-쓰로 스위치(501)는 1의 상수 값에 연결된

제 1 입력, 및 -1의 상수 값에 연결된 제 2 입력에 연결된다. 제어기(517)로부터의 출력이 1일 때, 이중 쓰로 스위치(501)

의 출력은 상수 1 값에 연결된다. 제어기(517)로부터의 출력이 0일 때, 이중-쓰로 스위치(501)의 출력은 상수 -1 값에 연

결된다. 따라서, 이중-쓰로 스위치(501)는 1, 0 데이터 표현을 1, -1 데이터 표현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한다.

이중-쓰로 스위치(501)의 출력은 승산기(507)에 제공된다.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제공된 예시적인 신호에 대한 이

중-쓰로 스위치(501)로부터의 예시적인 출력이 도9에 도시되어 있다.

승산기(507)는 또한 정현파 신호와 같은 안티포달 파형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안티포달 파형은 안

티포달 정현파 발생기(509)에 의해 발생된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종래의 사인파이다. 사인파 신호의 주기는 하나의

서브그룹 시간과 동일한데, 즉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 텔레비전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시간과 동일하며, 픽셀들의 수는 한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들의 수에 대응하여, 예를 들어 32 개의 픽셀들이며, 이것은 4-2-2 표현에서 16 개의 색도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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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함한다. 정현파는 다수의 동일하게 이격된 샘플들에 의해 디지털로 표현된다. 사용되는 동일하게 이격된 샘플들의

수는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들의 수, 예를 들어 16 개와 동일하다. 이것은 샘플들 사이의 22.5도의 간격에 대응한다. 예

를 들어, 테이블1을 참조하자.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제공된 예시적인 신호에 대한 안티포달 정현파 발생기(509)로

부터의 예시적인 출력이 도9에 도시되어 있다.

승산기(507)에 의해 발생된 안티포달 정현파 발생기(509)와 이중 쓰로 스위치(501)의 출력의 곱이 승산기(513)에 제공된

다.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제공된 예시적인 신호에 대한 승산기(507)로부터의 예시적인 출력이 도9에 도시되어 있

다.

비교기(515)는 컬러 선택기(105)에 의해 현재 제공된 신호(요소 컬러)의 값을 컬러 선택기(105)에 의해 또한 제공된 신호

(서브그룹 대다수)의 현재 제공된 값과 비교한다. 상기 값들이 동일한 경우, 비교기(515)는 승산기(513)에 1을 출력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교기(515)는 승산기(513)에 0을 출력한다. 따라서, 비교기(515)는 예를 들어, 배타적 NOR에 의해 구

현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기(515)에 의해 출력된 1은 현재 색도 성분이 그것의 서브그룹 내의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에 대

해 변경되도록 선택된 동일한 색도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교기(515)에 의해 출력된 0은 현

재 색도 성분이 그것의 서브그룹 내의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에 대해 변경되도록 선택되지 않으므로, 색도 성분의 변경이

수행되지 않아야만 하는 색도 부분이 변경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승산기(513)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제공된 결과적인 곱이 승산기(113)(도1)에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전

달하도록 선택된 색도 부분이 색도 성분와 동일한 서브그룹 내의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에 대해 선택된 색도 부분과 동일하

지 않은 임의의 색도 성분에 값이 부가되지 않는다. 블럭 인터리버(121)에 의해 제공된 예시적인 신호에 대한 승산기(513)

로부터의 예시적인 출력이 도9에 도시되어 있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엔코더를 사용하면, 비디오 프레임 크기가 720 x 480 픽셀들일 때, 채널 엔코더(119)에 제공된

바와 같은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에러 없이 초당 약 1,480 비트의 비트 레이트가 달성되었다.

당업자들은 도1이 본질적으로 본 발명의 파이프라인 구현예(pipelined implementation)를 나타낼지라도, 다른 배열이 가

능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전체 라인은 편의상 버퍼링되고 나서, 더 큰 등급의 병

렬구조로 프로세싱된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프레임의 특정 비트 위치들은 엔코딩된 사용자-제공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공지된 데

이터 시퀀스, 예를 들어, Barker 시퀀스에 의해 삽입될 수 있다. 이것은 선택적인 시퀀스 가산기(127)에 의해 수행된다. 선

택적인 시퀀스 가산기(127)는 특정한 공지된 데이터 시퀀스, 예를 들어, Barker 시퀀스를 제공한다. 안티포달 비트 맵퍼

(123)는 예를 들어, 블럭 인터리버(121)로부터의 데이터를 그러한 위치들에 위치시키는 대신에, 상기 시퀀스의 비트들을

프레임의 특정 비트 위치에 위치시키고, 그 대신에 데이터 시퀀스는 엔코딩된 사용자 데이터이다. 바람직하게는 프레임의

상부 부근에 위치될지라도, 데이터 시퀀스가 엔코딩되는 비트 위치는 프레임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비트 위치들을 통하

여 스캐터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퀀들을 삽입하는 하나의 용도는 워터마킹된 프레임일 때, 프레임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삽입된 시퀀스의 다른 용도는 특정 프레임이 어느 사용자에게 속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며, 이것은 상이한 사용

자들의 프레임들에 대한 상이한 코드들을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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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는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색도 신호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킹을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의 부가적인 데이터를 복구

하는 예시적인 수신기(201)를 도시한다. a) YUV 디멀티플렉서(디먹스) 및 데시메이터(203), b) 컬러 선택 유닛(207), c)

이중-극, 이중-쓰로 스위치(209), d) 서브그룹에 대한 V 상관기(213), e) 서브그룹에 대한 U 상관기(215), f) 디인터리버

(219), g) 채널 디코더(221), h) 그룹 통합기(231), i) 라인 버퍼(233), j) 이중-쓰로 스위치들(239), k) 라인 지연기(241),

l) 감산기(243), m) 다중-쓰로 스위치(245 및 249) 및 n) 가변 가중치 결합기(247-1 내지 247-N), 본원에서 총괄하여 가

변 가중치 결합기(247)가 도2에 도시되어 있다.

송신기(101)(도1)의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와 유사할 수 있는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203)는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신호의 색도 성분에 부가적인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디지털로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를 수신

한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203)는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SDI)에 따라 포맷된 디지털 비디오와 함께 동작

할 수 있다. 당업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바와 같이, 수신된 아날로그 NTSC 신호와 같은 처음에 적절한 디지털 포맷이 아닌

임의의 비디오 신호는 종래의 기술들을 사용하여 변환될 수 있다.

색도 성분로부터 부가적인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대부분의 프로세싱은 바람직하게는, 4-2-2 포맷인 비디오로 수행된

다. 그러나, 어떤 프로세싱 동작들에 대하여, 루미넌스와 색도가 동일한 레이트인 것, 즉 모든 색도 성분에 대하여 단지 하

나의 루미넌스만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 때문에,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203)는 루미넌스 요소를 수

평적으로 데시메이팅하고, 이것은 신호(Y)로서 출력된다. 수신된 비디오의 포맷을 인지하기 위하여, a) 운영자가 입력 비

디오의 특정 포맷을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에 나타낼 필요가 있고, b) 비디오의 포맷이 종래의 기술들의

사용하여 비디오로부터 직접 검출되거나, c) 정보가 입력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 더 높은 층 프로세서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디멀티플렉싱된 색도 및 데시메이팅된 루미넌스 요소들이 컬러 선택 유닛(207)에 제공된다. 또한, V 색도 부분이 서브그

룹에 대한 V 상관기(213)에 제공되고, U 색도 부분이 서브그룹에 대한 U 상관기(215)에 제공된다.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103)와는 달리, YUV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203)는 원리 입력 비디오 신호의 완전한 포맷으로 YUV 출

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컬러 선택 유닛(207)은 각각의 서브그룹에 대하여, 부가적인 정보가 이 서브그룹에 대해 색도 성분의 어느 부분 상에, 즉,

U 부분 또는 V 부분 상에 삽입되는지를 서브그룹 내의 다수의 색도 성분들의 Y, U 및 V의 함수로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컬러 선택 유닛(207)은 본질적으로 컬러 섹션(105)(도1)에 의해 수행되는 신호(서브그룹 대다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계

산들을 반복한다. 컬러 선택 유닛(207)(도2)의 출력은 이중-쓰로 스위치(209)의 위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어, 이중-쓰로

스위치(209)가 대다수의 선택된 컬러에 대응하는 상관기들(213 및 215)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상관 값을 그룹에 대한

통합기(231)에 제공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컬러 선택 유닛(207)은 이하에 보다 상세히 서술된 바와 같이

검색 테이블에 기초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로 될 수 있는 YUV 대 RGB 변환에 대한 필요성이 피해짐으

로써 프로세스가 간소화된다.

서브그룹(213)에 대한 V 상관기는 서브그룹에 대한 V의 값들을 안티포달 정현파 발생기(509)에 의해 발생되는 바와 같은

안티포달 정현파의 완전 사이클과 상관시킨다. 이 때문에, 각각의 V 색도 부분의 값은 동일하게-위치된 정현파 값만큼 승

산되고, 모든 곱들이 함께 합산되어 단일 값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서브그룹에 대한 U 상관기(215)는 서브그룹에 대

한 U의 값들을 안티포달 정현파 발생기(509)에 의해 발생되는 바와 같은 안티포달 정현파의 완전 사이클과 상관시킨다.

이 때문에, 각각의 U 색도 부분의 값은 동일하게-위치된 정현파 값만큼 승산되며, 모든 곱들이 함께 합산되어 단일 값을

발생시킨다.

안티포달 정현파의 완전 사이클과 상관시킴으로써, 상기 사이클에 비해 단지 적은 양만이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

므로, 본질적으로 DC 레벨에 대응하는 선택된 부분에 대한 U 또는 V 부분의 실제 값이 상쇄된다. 이것은 승산의 결합 법

칙에 의하여, 결과적인 곱이 색도 부분 값 더하기 0의 DC 레벨에서 임프레스되는 정현파 만큼 승산된 안티포달 정현파인

DC 레벨만큼 승산된 안티포달 정현파로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DC 레벨만큼 안티포달 정현파를 승산하는 것에 관해

서는, 안티포달 파형의 양의 절반 동안 생성된 각각의 양의 곱 값에 대하여, 안티포달 파형의 음의 절반 동안 생성된 대응

하는 음의 곱 값이 존재한다. 대응하는 양 및 음의 곱들이 합산될 때, 이것들은 상쇄된다. 그러나, 0의 DC 레벨에서 임프레

스되는 정현파와 안티포달 정현파의 곱은 안티포달 정현파가 0인 포인트들을 제외하면, 양 또는 음의 값을 발생시킨다. 따

라서, 이와 같은 값들을 합산하는 것은 전체적인 양 도는 음의 값을 발생시킨다. 전체적인 값이 양인지 또는 음인지는 임프

레스되는 정현파의 극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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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되지 않은 색도 부분에 대해 상관기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작아야만 할지라도, 무관하며, 안티포

달 정현파와 색도 부분의 변화 사이의 본래의 상관성을 반영한다.

그룹 통합기(231)는 그룹 내의 서브그룹들 각각에 대해 선택된 색도 부분들 각각에 대해 발생된 값들을 합산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각 그룹 내의 서브그룹들의 수는 동일할 필요는 없고, 일부 색도 성분들은 임의의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주의하라. 또한, 각 그룹이 특정 비트의 송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결과적인 값들은 이중-쓰로 스위치(239)

에 제공된다.

도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홀수 라인들에 대하여, 이중-쓰로 스위치(239)는 그룹-통합된 값들, 예를 들어, 라인

당 3 개의 값들을 그룹 통합기(231)에서 라인 지연기(241)로 라우팅한다. 짝수 라인들에 대하여, 이중-쓰로 스위치(239)

는 그룹-통합된 값들을 그룹 통합기(231)에서 직접 감산기(244)로 라우팅한다. 홀수 라인들로부터의 값들은 라인 지연기

(241)에서 한 라인 기간 동안 저장되고 나서, 감산기(243)에 제공된다. 감산기(243)는 짝수 라인들의 그룹-통합된 값들을

홀수 라인들의 대응적으로 위치된 각각의 값들로부터 감산한다.

두 라인들의 각 그룹에 대한 차이 값들은 스위치(245)에 의해 가변 가중 결합기(247) 중 하나로 라우팅된다. 예를 들어, 각

라인 상에 임프레스되는 3 비트가 존재할 때, 3 개의 가변 가중치 결합기(247)가 존재하며, N=3이다. 라우팅은 가변 가중

치 결합기들(247) 중 제 1 결합기가 제 1 그룹의 두 라인들에 대응하는 통합된 차이 값을 수신하고, 가변 가중 결합기들

(247) 중 다음 결합기가 다음 그룹의 두 라인들에 대응하는 통합된 차이 값을 수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행해진다.

가변 가중치 결합기들 각각은 동일한 비트들이 임프레스되는 각 쌍의 라인들에 대해 하나씩 소정 수의 통합된 차이 값들에

대한 저장 위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임프레스되고 있는 데이터가 6 개의 라인들 상에서 반복될 때, 가변 가중치 결합기들

(247) 각각에서 각 쌍의 라인들에 대해 하나씩 3 개의 저장 위치가 존재한다.

임프레스되는 데이터 비트가 반복되는 모들 라인들이 프로세싱된 이후에, 가중치는 다수의 가변 가중치 결합기들(247) 각

각에서 각각의 저장된 값들만큼 승산된다. 가중된 값들이 합산되고, 결과적인 출력이 비트에 대한 소프트-비트로서 제공

된다. 소프트-비트들은 예를 들어, 그것들의 대응하는 그룹들이 비디오 신호의 라인들 상에 나타나는 순서로 스위치(249)

에 의해 연속적으로 라우팅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임프레스되고 있는 데이터가 6 개의 라인들 상에서 반복될 때, 중간의 두 라인들에 대한 가중치

는 1인 반면, 제 1의 두 개 및 최종 두 개에 대한 가중치는 0이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단지 두 개의 중간 라인들만이 프

로세싱될 필요가 있어서, 계산이 간소화된다. 이와 같은 배열을 사용하면, 3-라인 콤 필터(comb filter)가 이미지를 프로세

싱하는데 사용될 때에도 워터마크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수신된다.

디인터리버(219)는 송신기(101)의 블럭 인터리버(121)(도1)의 결과를 원래로 되돌리기 위하여 소프트-비트들을 재배열

한다. 그리고 나서, 재배열된 값들이 채널 디코더(221)(도2)에 제공되는데, 이 디코더는 송신기(101)(도1)의 채널 엔코더

(119)에 의해 사용된 엔코딩의 유형을 사용하여 엔코딩된 신호에 대한 적절한 디코딩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비트

들을 최종적인 하드 비트 페이로드로 변환하는 것을 수행한다. 결과적인 디코딩된 값들이 부가적인 데이터 신호의 재구성

된 버전으로서 채널 디코더(221)(도2)에 의해 제공된다. 부가적인 견고성을 위하여, 채널 디코더(221)는 소위 "시퀀스 디

코더", 예를 들어, 터보 디코더일 수 있다.

하나의 예시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디오 신호의 벤더(vendor)의 다양한 광고방송들(commercial)이 모니터될 수 있다.

벤더는 그것의 광고방송의 각 프레임 내에 삽입되는 특정 코드를 할당받을 수 있다. 수신기는 특정한 유일한 코드 및 워터

마킹된 프레임들의 어느 비트 위치들이 상기 코드를 포함하여야만 하는지를 인식한다. 워터마킹된 프레임들 내의 코드의

출현을 검출함으로써, 수신기는 프레임을 벤더의 광고방송들 중 하나에 속하는 프레임인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일단 상

기 코드를 갖는 프레임이 식별되면, 광고방송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코드를 포함한 순차적인 프레임들의 수가 카

운팅될 수 있다. 카운팅된 프레임들의 수가 예상된 프레임들의 수보다 적은 경우, 그것이 원래 워터마킹될 때의 광고방송

의 공지된 길이에 기초하여, 상기 광고방송이 예상된 프레임들의 수와 카운팅된 프레임들의 수 사이의 차이에 대응하는 프

레임들을 수를 제거함으로써 부적절하게 단축되었다는 것이 가정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잘못된 정합들을 피할 뿐만 아니

라, 에러들에 기인하여 제 1 프레임을 미싱하는 것을 다루는 다른 종래의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광고방송의 각 프레임, 또는 광고방송 내의 프레임들의 그룹들은 프레임에 대한 상이한 시퀀스의 부분인 특정 식별자, 예

를 들어, 프레임 또는 그룹 번호로 워터마킹될 수 있다. 예상된 시퀀스 내의 갭이 하나 이상의 미싱 프레임(missing frame)

공개특허 10-2006-0051955

- 12 -



들로 인하여 검출될 때, 미싱 프레임은 각 프레임이 특정 식별자를 갖는 경우 특정하게 식별될 수 있다. 식별자들이 단지

그룹들에 할당되고 각 그룹 내의 프레임들의 수가 공지될 때, 얼마나 많은 프레임들이 미싱되고 있는지의 카운트에 따라서

임의의 미싱 프레임에 속하는 특정 그룹만이 식별될 수 있다.

벤더가 상이한 광고방송들을 갖는 경우, 각각의 광고방송들은 수신되고 있는 그 벤더의 특정 광고방송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것의 프레임들 중 적어도 하나에 삽입된 부가적인 시퀀스를 가질 수 있다.

각 벤더가 특정 코드를 할당받는 동안은, 다수의 벤더들이 광고방송을 워터마킹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 1의 특정 코드를

갖는 제 1 벤더의 광고방송들의 출현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은 제 2 특정 코드를 갖는 제 2 벤더의 광고방송들을 무시할 것

이다. 대안으로, 단일 시스템은 각각 특정 코드를 가지는 상이한 벤더들로부터의 광고방송들의 출현에 대해 비디오 신호를

모니터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벤더에 의해 자신들의 코드들에 기초하여 분리될 수 있다.

다수의 벤더들이 광고방송들을 워터마킹할 때, 각각이 벤더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상기 코드는 각 벤더에 대한 프레

임 내의 동일한 비트 위치들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레임 내에 포함된 모든 그 다음 데이터는 각 벤더에 대한 특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고 각 벤더는 그 벤더에 대한 키만을 인식하는 수신기를 갖는다. 따라서, 각 벤더는 단지 자신의 광

고방송들로부터 데이터를 해독하고 수신할 수 있다. 대안으로, 각 벤더에 대한 데이터는 프레임의 비트 위치들에 대해 데

이터를 스크램블링함으로써 암호화될 수 있다. 각 수신기는 자신의 관련 벤더에 대한 스크램블링 패턴만을 인식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광고방송의 시작을 나타내는 코드의 최초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은 연속적으로, 또는

광고방송이 방송되는 것이 예상되는 시간의 윈도우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존재할 때, 선택적인 시퀀스 프로세서(223)는 프레임 내에 사용자의 특정 코드가 존재하는지를 검출하고 이와 같은 코드

에 대응하는 소프트 비트들을 스트립 아웃(strip out)하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위치될 수 있다. 시퀀스 프로세서(223)는 사

용자의 특정 코드를 소프트 비트들과 직접 상관시킴으로써 검출한다. 상기 코드의 정합이 존재하는 경우, 나머지 소프트

비트들은 디인터리버(219)에 제공된다.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연결될 때, 도3A 및 3B는 본 발명의 원리들에 따라서 부가적인 데이터를 갖는 색도 부분들

중 하나를 워터마킹시에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도3의 프로세스는 모두 소프트웨어로 수행되거나,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장치와 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스는 서브그룹의 모든 색도 성분들이 이용 가능할 때, 단계(301)에 들어갈 수 있다. 도3의 프로세싱의 부분은

서브그룹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한 색도 성분씩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픽셀 레벨에서도 발생한다. 라인의 색도 성분들은

포인터(i)를 사용하여 인덱싱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이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하여, 각각의 색도 성분은 두 개의 루미넌스

요소들에 대응한다.

단계(301)에서 프로세스에 들어간 이후에, 상기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변수들이 단계(303)에서 초기화되는데,

예를 들어, 카운트U(i)=0이고 카운트V(i)=0이 된다. 카운트 U는 U 색도 부분에 대한 워터마킹에 적절한 바와 같은 컬러

선택 프로세스에 의해 서브그룹 내의 얼마나 많은 색도 성분들이 선택되는지의 누계인 반면, 카운트 V는 V 색도 부분에 대

한 워터마킹에 적절한 컬러 선택 프로세스에 의해 서브그룹 내의 얼마나 많은 색도 성분들이 선택되는지의 누계이다.

그 이후에, 종래의 브랜치 포인트(307)는 어느 특정 색도 부분, 즉, U 또는 V가 서브그룹에 대한 워터마크 정보를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이것은 서브그룹 내의 각 색도 성분들에 대한 컬러 선택을 평가하고 각 색도 부분에 대

해 선택되는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들의 수를 카운팅함으로써 행해진다. 즉, 서브그룹 내의 각 색도 성분들에 대하여, 카

운트U(i) 및 카운트V(i) 중 적절한 하나는 그 색도 성분에 대한 부가적인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된 색도 부분에 기

초한 증분이다. 색도 성분에 대한 선택된 색도 부분은 후술된 바와 같은 검색 테이블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들에 대해 대다수가 선택되는 색도 부분은 워터마킹을 위해 선택되는데, 즉, 카운트U(i) 및 카운터V(i) 중

더 큰 하나가 선택된다.

각각의 색도 성분들에 대해 워터마킹되도록 선택된 컬러를 결정하는 특정 방법은 실행자의 재량이다. 본 발명의 하나의 실

시예에서, 최저값을 갖는 색도 성분의 색도 부분이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술된 컬러 선택 장치가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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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07)에서, 테스트 결과가 V 색도 부분이 워터마킹되도록 선택되는 것인 경우, 즉, 카운트V(i) > 카운트U(i)인 경우,

제어는 변수(서브그룹 대다수)가 V와 동일한 세트인 단계(309)로 통과한다. 그 후에, 제어는 단계(313)로 통과한다. 단계

(307)에서, 테스트 결과가 U가 워터마킹되도록 선택되는 색도 부분인 경우, 즉, 카운트U(i)≥카운트V(i)인 경우, 제어는 변

수(서브그룹 대다수)가 U와 동일한 세트인 단계(311)로 통과한다. 그 후에, 제어는 단계(313)로 통과한다.

단계(313)에서. 서브그룹에 대한 제 1 색도 성분이 얻어진다. 그리고 나서, 단계(315)에서, 얻어진 색도 성분에 대한 워터

마킹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특정 색도 부분이 결정된다. 색도 성분에 대한 선택된 색도 부분은 후술된 바와 같은 검색 테이

블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 후에,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17)는 얻어진 색도 성분들에 대한 워터마킹에 사용되어야

만 하는 특정 색도 성분이 서브그룹 대다수에 의해 표현된 색도 부분과 동일한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단계(317)에

서, 테스트 결과가 얻어진 색도 성분에 대한 워터마킹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색도 부분이 서브그룹 대다수에 의해 표현된

색도 부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색도 부분이 실제로 워터마킹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

는 색도 부분과 관련된 루미넌스 값들에 대한 var(i), 비즈니스의 표현, 예를 들어 변이가 계산된다. 색도 부분 주위의 일부

또는 모든 색도 값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한 양상에 따르면, 다음:

과 같이, 현재 색도 성분 및 직전과 직후 색도 성분들과 관련된

루미넌스 값들만을 사용하여 var(i)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여기서, 색도 성분 및 이와 관련된 두

개의 루미넌스 요소들은 라인 상에 로서 배열되고; i는 현재 색도 성분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며; i-1은 이전의 색도

성분 및 유사하게 배열되는 이와 관련된 루미넌스 값들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며; i+1은 다음의 색도 성분 및 유사하게 배열

되는 이와 관련된 루미넌스 값들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다. var(i)에 대한 이와 같은 계산을 사용하는 장점은 이것이 텍스쳐

를 갖지 않는 주위 영역들에 대한 에지들 상에서 워터마킹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큰 값을 포함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에지에서, 루미넌스와 색도 사이에 매우 큰 변화가 존재하지만, 주위 영역들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루미넌

스 및 색도를 갖는다. 에지의 변이 값이 에지 상의 색도 성분에 대해 부가될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에지 상의

워터마킹은 가시 아티팩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에지의 양 측 상에서, 상기 변이가 매우 작아서, 에지의 양 측 상에

매우 적은 텍스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이의 표시자로서 최소 변화를 사용함으로써, 워터마크 데이터에 기껏해야 작은 값

이 부가될 것이다. 즉, var(i)에 대한 상기 식은 텍스쳐되지 않은 영역들 사이의 경계들을 반영하는 변화들을 상기 변이로

부터 필터링한다.

또한, 라인의 시작부에 존재하므로, 라인 상의 직전 프로미넌스 부분을 가지지 않거나, 직전 색도 부분이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그러한 색도 부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직전 색도 부분의 값은 0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색도 부분들의 일부가

라인 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본원에 설명되었을지라도, 이것들이 임의의 서브그룹에 속하지 않고, 그러한 색도 부분들

이 라인의 끝에 존재한다는 것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최초 색도 부분들의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라인 상에서 최초로 사용된 색도 부분의 변이가 그 색도 부분보다 앞선 색도 부분에 대한 실제 값들로 계산되

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으로 사용된 색도 부분의 변이가 그 색도 부분 다음의 색도 부분에 대한 실제 값들 계산되게 된다.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21)는 다음으로 변수(서브그룹 대다수)가 U와 동일한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단계(321)에서

테스트 결과가 변수(서브그룹 대다수)가 V와 동일하여, 워터마킹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색도 성분의 V 색도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23)로 통과하는데, 이 포인트는 색도 성분와 관련된 변이

(var(i))가 가장 큰 V 임계값인 제 1의 규정된 V 임계값(t1v)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var(i)의 식에 기초

한 t1v의 예시적인 값은 20이다.

U 및 V 둘 모두에 대해 도3과 4와 관련하여 사용된 특정 임계값들이 var(i)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식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Y 값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비트들의 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따른다. 예를 들어, 본원에서 제안된 임계값들은 10

비트 값인 Y에 대한 것이다. 당업자들은 8 비트에 대해 사용된 값들이 예를 들어, 상기 값을 우측으로 두 번 시프팅하여 4

로 분할함으로써 8 비트로 스케일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Y, U 및 V에 대해 사용된 다른 수들의 비트들이 유사하게 수

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다양한 비교들에 대한 변이를 사용하는 대신에, 상이한 평균 변이, 예를 들어, 서브그룹에

대한 평균 V 변이가 계산되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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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23)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1v, 즉 20보다 크고, 부가적인 데이터가 m1, 예를 들어, 16으로서 표현된 가

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1, 예

를 들어, 16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25)로 통과된다.

단계(323)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

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상기 변이가 제 2의 가장 큰 임계값인 제 2의 규정된 임계값(t2v)보다 큰지 여부를 결

정하도록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29)를 통과한다. t2v의 예시적인 값은 10이다.

단계(329)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2v보다 크고, 즉, 부가적인 데이터가 m2로서 표현된 제 2의 가장 큰 엔코딩

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2, 예를 들어, 12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31)로 통과된다.

단계(329)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제 2의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색도 성분에 대한 변이(var(i))가 가장 작은 V 임계값인 제 3의 규정된

V 임계값(t3v)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33)으로 통과한다. t3v의 예시적인 값은 5

이다.

단계(333)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3v보다 크고, 즉, 부가적인 데이터가 m3, 예를 들어, 8로서 표현된 제 3의 가

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3, 예

를 들어, 8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35)로 통과된다.

단계(333)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제 3의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기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4, 예를 들어, 4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37)로 통과된

다.

단계(321)에서 테스트 결과가 변수(서브그룹 대다수)가 U와 동일해서, 워터마킹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색도 성분의 U 색

도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색도 부분과 관련된 변이(var(i))가 가장 큰 U 임계값인 제 1의 규정된 U

임계값(t1u)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43)로 통과한다. var(i)의 식에 기초한 t1u의

예시적인 값은 20이다.

단계(343)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1u보다 크고, 즉, 부가적인 데이터가 m1, 예를 들어, 16으로서 표현된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1, 예를

들어, 16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45)로 통과된다.

단계(343)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지 않

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변이가 제 2의 가장 큰 U 임계값인 제 2의 규정된 임계값(t2u)보다 큰지 여부

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49)로 통과한다. t2u의 예시적인 값은 10이다.

단계(349)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4u보다 크고, 즉, 부가적인 데이터가 m2, 예를 들어, 12로서 표현된 제 2의

가장 큰 엔코딩된 임계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2, 예를 들어, 12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51)로 통과된다.

단계(349)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제 2의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색도 성분에 대한 변이(var(i))가 가장 작은 U 임계값인 제 3의 규정된

U 임계값(t3u)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53)로 통과한다. t3u의 예시적인 값은 5이

다.

단계(353)에서 테스트 결과가 var(i)의 값이 t3u보다 크고, 즉 부가적인 데이터가 m3, 예를 들어, 8로서 표현된 제 3의 가

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3, 예

를 들어, 8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55)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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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53)에서 테스트 결과가 부가적인 데이터가 제 3의 가장 큰 엔코딩된 값으로 엔코딩될 수 있을 만큼 변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변수(m)가 m4, 예를 들어, 4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단계(357)로 통과된

다.

당업자들은 U 및 V에 대해 별도의 경로들이 제공될지라도, 이것은 U 및 V에 대한 상이한 임계값들 및/또는 상이한 엔코딩

된 값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인지할 것이다. 본원의 예에서와 같이, U 및 V에 대한 임계값들

및 엔코딩된 값들이 동일할 때, 두 개의 경로들이 단일 경로로 축약될 수 있다.

단계들(325, 331, 335, 337, 345, 351, 355 및 357)중 어느 하나의 완료시에, 제어는 현재 처리되는 라인이 프레임의 홀

수 라인인 경우, 가변 홀수라인의 값을 1로 설정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61)로 통과한다. 이것은 2로 분할된 현재 라

인 수의 모듈러스(modulus)에 동일하게 홀수라인을 설정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리고 나서,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63)는

홀수라인의 값이 1과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단계(323)에서 테스트 결과가 현재 라인이 실제로 프레임

의 홀수 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단계(367)로 통과한다. 단계(323)에서 테스트 결과가 현재 라인이

프레임의 짝수 라인이기 때문에, 홀수라인의 값이 0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홀수라인의 값이 -1로 설

정되는 단계(365)로 통과한다. 그리고 나서, 제어는 단계(367)로 통과한다.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67)는 현재 색도 위치에 부가될 데이터가 1인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한다. 단계(367)에서 테스트

결과가 현재 색도 성분에 대해 부가되는 데이터가 1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인 경우, 제어는 워터마크부가의 값이 m, 홀수

라인, 및 워터마킹되는 색도 성분의 위치에 대한 안티포달 파형의 값의 곱으로 설정되는 단계(369)로 통과한다. 즉, 워터마

크부가 = m * 홀수라인 * sin(2πi/16)이고, 여기서, i는 현재 색도 성분 위치이다.

단계(367)에서 테스트 결과가 현재 색도 성분 위치에 대해 부가되는 데이터가 0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니오인 경우, 제어

는 워터마크부가의 값이 m, -1, 홀수라인, 및 워터마킹되는 색도 부분의 위치에 대한 안타포달 파형의 값의 곱으로 설정되

는 단계(369)로 통과한다. 즉, 워터마크부가 = -m * 홀수라인 * sin(2πi/16)이며, 여기서, i는 현재 색도 위치이다.

단계(369 또는 371)를 완료한 이후에, 제어는 워터마크부가의 값이 서브그룹 대다수에 의해 표현된 현재 색도 성분의 색

도 부분의 값에 부가되는 단계(373)로 통과한다.

단계(373)를 완료한 이후에, 또는 단계(317)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제어는 막 프로세싱된 색도 성분이 서브그

룹의 마지막 색도 성분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조건부 브랜치 포인트(375)로 통과한다. 단계(375)에서 테스트 결과가 예

인 경우, 제어는 단계(379)로 통과하고, 프로세스는 엑시트(exit)한다. 단계(375)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인 경우, 제어

는 처리될 서브그룹의 다음 색도 성분을 얻는 단계(337)로 통과한다. 그리고 나서, 제어는 단계(315)로 다시 통과하여 프

로세스가 상술된 바와 같이 지속된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함께 연결될 때, 도4A 및 4B는 비디오 신호 내의 워터마킹 신호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정보가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색도 성분에 임프레스되는, 디지털로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부가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예

시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소프트웨어 실시예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당업

자들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들이 도2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련되는 방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것이다.

프로세스는 부가적인 데이터의 단일 비트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색도 성분들, 예를 들어, 6 개의 라인들에 대한 동일한 그

룹의 색도 성분들이 수신되어 저장될 때, 단계(401)(도4)에 들어간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원에서 색도 성분들은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비트에 의해 그룹화된 도4의 프로세스에 의한 프로세싱을 위해 제공되어, 비트에 대한 모든 색도

성분들이 다음 비트에 대한 임의의 색도 성분들이 프로세싱되기 이전에 프로세싱된다고 가정된다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

나, 실제 시스템을 설계시에, 당업자들은 색도 성분들이 자신들이 스캐닝되는 동일한 순서로 프로세싱될 수 있다는 것과,

색도 성분들을 비트에 의해 유효하게 개별적으로 프로세싱하도록 적절한 메모리 위치들 및 제어 구조들이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단계(401)에서 프로세싱에 들어간 이후에,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몇 개의 변수, 예를 들어, k 및 비트가 단계(402)에서 0으

로 초기화된다. 변수 비트는 비트 위치에 대한 최종 소프트 비트 출력이며, k는 실제 프레임 라인 수의 모듈러스(6)의 나머

지를 취하고 1을 부가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라인 카운트이며, 여기서, 라인들은 1에서 525까지 넘버링된다. 상술된 바

와 같이, 이것들이 라인 상에 3 비트 위치들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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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403)에서, 라인 k에 대한 그룹에 걸쳐서 전체 통합, 즉 Integ(k)는 제로와 동일하게 된다. 도2에서, Integ(k)는

그룹 통합기(231)에 의해 발생된다. 변수(j), 즉 서브그룹 인덱스는 또한 1로 설정된다.

단계(405)에서, j번째 서브그룹에 대한 U값, 즉 CorrU(j)는 제로로 설정된다. 또한 횟수(U)를 카운트하는 CntU는 서브그

룹 내에서 워터마킹된 색도 부분이 제로로 설정되는 것으로 선택된다. 게다가, i, 즉 1 내지 16 범위인 서브그룹 내의 색도

성분 인덱스는 1로 설정된다. 유사하게, j 번째 서브그룹에 대한 V의 값, 즉 corrV(j)는 제로로 설정된다. 또한, 횟수 V를

카운트하는 CntV는 서브그룹 내에서 워터마킹되는 색도 부분이 제로로 설정되는 것으로서 선택된다.

단계(407)에서, 현재 라인(k)에 대해서, 현재 색도 성분, 즉 U(i, j) 및 V(i, j)가 판독되고, 색도 성분과 관련된 Y(i, j)에 대

한 값이 발생된다. Y(i,j)는 예를 들어 현재 색도 성분과 관련된 2개의 Y 값들의 평균으로서 발생될 수 있거나, 이는 단지 Y

값들 중 하나 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폐기된다.

색도 성분들 각각의 값 및 안티포달 파형의 현재 값 간의 상관은 단계(409)에서 계산되고 이 결과 값이 현재 서브그룹의 총

상관을 적절하게 실행하도록 가산된다.

CorrU(j)=CorrU(j)+U(i, j)* sin(2πi/16)

및

CorrV(j)=CorrV(j)+V(i,j)*sin(2πi/16)이 계산된다.

다음에, 조건부 분기점(41)은 현재 색도 성분에 대한 어느 색도 부분(U 또는 V)이 워터마킹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테스

트한다. 이는 예를 들어 컬러 선택(207)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이 특정 색도 부분은 컬러 선택(105)(도1)에 의해 수

행되는 바와 같은 신호(SUBGROUP MAJORITY)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계산들을 반복함으로써 Y,U 및 V 함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컬러 선택 유닛(207)(도2)은 후술되는 바와 같은 룩업 테이블을 토대로 한다.

단계(411)에서 테스트 결과가 V이면, 즉, 현재 색도 성분에 대해서, V가 부가적인 데이터를 캐리하도록 선택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CntV를 증분시키는 단계(413)로 통과된다. 단계(411)에서 테스트 결과가 U이면, 즉 현재 색도 성분에

대해서 U가 부가적인 데이터를 캐리하도록 선택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CntU를 증분시키는 단계(415)로 통과된다.

단계(413 또는 415) 중 어느 한 단계가 완료된 후, 제어는 현재 처리되는 색도 성분이 현재 서브그룹에서 최종 색도 성분,

즉 안티포달 파형의 현재 사이클에 대응하는 최종 색도 성분인지를 결정하도록 테스트하는 단계(417)로 통과된다. 단계

(417)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라면, 즉 이 서브 그룹에 부가적인 색도 성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단계(419)로 통과되는데, 이 단계에서 색도 성분 인덱스(i)는 증분된다. 그 후, 제어는 단계(407)로 다시 통과되고 이 프로

세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계속된다.

단계(417)에서 테스트 결과가 예라면, 즉 현재 색도 성분이 현재 서브그룹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CntU≥CntV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조건부 분기점(421)으로 통과된다. 단계(421)에서 테스트 결과가 예라

면, 즉 U가 막 처리된 서브그룹 내의 V 보다 적어도 많지않는 횟수만큼 선택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Integ(k)를

Integ(k)+CorrU(j)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423)로 통과되는데, 즉 서브그룹에 걸쳐서 U에 대한 상관이 이 그룹에 걸

쳐서 전체 인터그레이션에 가산된다. 유사하게, 단계(421)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라면, 즉 V가 막 처리된 서브그룹 내

에서 U 보다 더 많은 횟수가 선택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Integ(k)를 Integ(k)+CorrV(j)와 동일하게 하는 단계

(425)로 통과되는데, 즉 서브그룹에 걸쳐서 V에 대한 상관이 이 그룹에 걸쳐서 총 인터그레이션에 가산된다.

단계들 (423 또는 425)을 완료한 후, 제어는 현재 처리되는 서브그룹이 현재 그룹의 최종 서브그룹인지를 결정하기 위하

여 테스트하는 조건부 분기점(427)으로 통과된다. 단계(427)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라면, 제어는 서브그룹 인덱스(j)

를 다음 서브그룹까지의 지점으로, 증분시키는 단계(428)로 통과된다.

테스트 결과 단계(427)가 예라면, 즉 전체 그룹이 현재 라인을 위하여 처리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현재 라인 카운트

(k)의 값이 우수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조건부 분기점(428)으로 통과된다. 단계(429)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

니오라면, 즉 현재 라인이 기수 라인임으로 현재 비트가 결정될 수 있기 전 처리되어야 될 더 많은 라인들이 존재한다는 것

을 표시하면, 제어는 현재 라인 카운트(k)를 증분시키는 단계(431)로 통과시킨다. 그 후, 제어는 단계(403)로 다시 통과되

고 이 프로세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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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429)에서 테스트 결과가 예라면, 즉 현재 비트가 결정될 수 있기 전 처리되어야 할 많은 라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단계(433)로 통과되는데, 이 단계에서 bit(k)의 값, 즉 비트 위치를 위한 최종 소프트 비트 출력은

가중 팩터와 이전 라인에 대한 그룹에 걸친 인터그레이션, 즉 Integ(k-1) 및 현재 라인에 대한 그룹에 걸친 인터그레이션,

즉 Integ(k) 간의 차이의 곱을 자신에 가산함으로써 갱신된다. 다른 말로서, 단계(433)는 예를 들어 bit=bit+w(K/2)*

(Integ(k-1)-(Integ(k))을 계산한다. 한 비트에 대해서 6라인들을 사용할 때, 3개의 가중값들이 존재할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가중들은 (0, 1, 0)이 된다. 따라서, 중간 2개의 라인들이 비트 값을 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러

나, 6라인들에 걸쳐서 데이터를 반복하면, NTSC 신호는 적절하게 검출될 정도로 충분히 높은 가능도를 겪도록 중간 2 라

인들 상의 데이터가 필터링을 통과하게 한다.

조건부 분기점(435)은 비트에 대한 최종 라인이 도달되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즉 k가 최대값, 예를 들어 6에 도달되는지를

테스트한다. 단계(435)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라면, 즉 현재 비트가 결정될 수 있기 전 처리되어야 할 부가적인 라인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단계(431)로 다시 통과되고 이 프로세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계속된다. 단계(435)에

서 테스트 결과가 예라면, 즉 현재 비트에 대한 모든 라인들이 처리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단계(437)로 통과되는데,

이 단계에서 비트의 값은 소프트 데이터 출력으로서 공급된다. 그 후, 이 프로세스는 단계(439)에서 끝난다.

비디오 신호의 프레임의 모든 비트 위치들 모두가 부가적인 정보에 임프레스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도 6은 어느 특정 색도 부분이 더욱 적합하게 되어 색도 성분을 위한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되어야 되는지를 결

정하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도록 색도 부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계(601)에서 시작된다. 도6의 설명을 위하여, 색도 성분이 YUV 포맷으로 표시된다라고 가정된다. 게다가, 각 색도

부분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Y 값이 필요로 된다. 그러므로, 4-2-2 레졸루션에서 라인상의 각 색도 부분과 관련된 2개의

Y값들은 평균화될 수 있는데, 즉 이들 중 하나는 선택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폐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 값은

YUV 멀티플렉서에 의해 출력으로서 공급되고 데시메이터(103)는 다음 도면들의 설명에서 Y로서 사용될 수 있다.

개념적으로, Y, U 및 V 값들이 취해질 수 있는 전체 범위가 제공되면, 가능한 Y, U, 및 V 조합에 대응하는 3차원 YUV 컬

러스페이스에서 각 위치는 예를 들어 실험 관찰들을 토대로 한 색도 부분이 할당되는데, 이는 워터마킹되면 시각적인 아티

팩트들을 덜 발생시키는 것 처럼 워터마킹에 더욱 적합하게 된다. Y, U 및 V의 각 가능한 세트를 위한 전체 표의 버전이 사

용되어야만 되면, 각 Y, U 및 V는 전체 8비트들의 범위를 갖는 경우, 1비트가 선택된 색도 부분을 표시하도록 각 위치에

대해서 저장된다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16M 정보 비트가 저장될 필요가 있다.

3차원 YUV 컬러스페이스 내에서 각 가능한 Y, U 및 V 조합을 위하여 선택되어야 하는 색도 부분의 전형적인 할당들의 일

부분의 절단도가 도7에 도시되어 있다. 도7은 개념화의 시각적 도움으로서 단지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지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라.

저장 요건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YUV 컬러스페이스는 영역들의 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각 영역은 적어도 하나의

세트, 통상적으론 Y, U 및 V 값들의 다수의 세트들에 대응하는 위치들, 즉 각 영역에 대응하는 컬러스페이스 내의 위치들

을 포함하도록 규정됨으로, 이 영역에 매핑하는 각 Y, U, V 조합은 예를 들어 실험 관찰들을 토대로 색도 부분을 할당받는

데, 이는 이 영역 내에 있는 Y, U 및 V 값들의 임의의 세트에 대해서 선택되어야 한다. 영역들로의 이와 같은 그룹화를 조

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양자화인데, 이는 선형 또는 비선형일 수 있다.

표 1은 전형적인 컬러스페이스 선택 테이블을 위한 리스트인데, 여기서 각 영역은 4개의 Y 값들 및 4개의 V 값들에 대응

함으로 임의의 픽셀에 대한 8비트 값들의 64개의 조합이 가능하게 된다. 단지 1비트가 각 위치에 대해서 저장된다라고 가

정하면, 이와 같은 표의 사용에 의해 저장될 필요 정보를 256Kbits에 이르기까지 감소시킨다. 표1은 임의의 컴퓨터 판독가

능한 매체, 예를 들어 ROM, RAM, 하드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와 같은 자기 저장 장치, CD-ROM 또는 DVD-ROM

과 같은 광 저장 장치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당업자는 전체 8비트들의 범위를 갖는 Y, U 및 V 각각에 대해 표1에 사용되는 값들이 예를 들어 우측으로 2번 각 10비트

값을 시프트하여 4로 나눔으로써 도1의 나머지 요소들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10비트 Y, U 및 V 값들에 사용되도록 스케

일링될 수 있다는 것을 손쉽게 인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Y, U 및 V에 사용되는 다른 비트들의 수들은 유사하게 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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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열하고 액세스하기 위하여, 이는, 동일한 U 및 V 양자화된 값을 갖지만 상이한 순차적인 양

자화된 Y 값들을 갖는 8개의 인접 영역들에 대해서 1이 U를 선택하는 것을 표시하고 0이 V를 선택하는 것을 표시하는 특

정 U 또는 V 선택이 바이트를 형성하도록 모두 그룹화되도록 배열된다. 따라서, 각 U 및 V 값에 대해서, 8 바이트들이 존

재하는데, 각 바이트는 동일한 U 및 V 양자화된 값들을 갖지만 상이한 양자화된 Y 값들을 갖는 영역에 대응한다.

표1은 U 값들에 대응하는 최상위 유효 비트들, V값들에 대응하는 다음 최하위 유효 값들 및 Y값들에 대응하는 최하위 유

효 값들을 갖는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어드레스되도록 배열된다. 다른 말로서, 이 바이트들의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이 형성

될 수 있다.

U7｜U6｜U5｜U4｜U3｜U2｜V7｜V6｜V5｜V4｜V3｜V2｜Y7｜Y6｜Y5

여기서, U7, U6, U5, U4, U3, 및 U2는 U값의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 V7, V6, V5, V4, V3, 및 V2는 V값의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이고 Y7, Y6 및 Y5는 Y값의 제 8 내지 제 6 최하위 유효 비트들이다. 이때, 이 바이트

내의 특정 비트는 Y값의 제 5 내지 제 2 최하위 유효 비트들, 예를 들어 Y4, Y3 및 Y2를 사용함으로써 규정된다.

표1과 같은 표는 인간 시각 시스템이 a) 청색에 덜 민감하고 b) 낮은 루미넌스 값들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들을 반영한 것이

다. 이와 같은 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었다.

컬러 스페이스는 섹션들에서 검사되는데, 각 섹션은 최소값으로부터 최대값까지 변화하는 제 1 색도 부분에 대응하는 제

1 차원에서의 루미넌스 값 및 범위와 최소값으로부터 최대값까지 변화하는 제 2 색도 부분에 대응하는 제 2 차원에서의 루

미넌스 값 및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 임의의 또는 모든 루미넌스 및 색도 부분들은 예를 들어 8비트 값들의 6개의 최상위

유효 비트들을 사용하여 양자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상이한 컬러들의 박스들로서 디스플레이될 때 나타나는 색도 부

분 값들의 체크보드를 갖는 플레인들의 세트를 생성하는데, 한 플레인은 각 루미넌스 값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루미넌

스를 위한 8비트 값들의 6개의 최상위 유효 비트들 및 2개의 색도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양자화하면 각각 가능한 양자화된

루미넌스 값에 대응하는 64 플레인들을 산출하고, 각 플레인은 컬러화된 박스들의 체크보드를 갖는데, 64개의 박스들은

수직으로 그리고 64개의 박스들은 플레인 당 수평으로 총 4096 박스들에 대한 것이다.

각 플레인은 개별적으로검사된다. 랜덤 데이터는 시간에 걸쳐서 프레임의 유사하게 위치된 박스들에서 상이한 값들을 갖

도록 하는데 신뢰할 정도로 충분한 다수의 프레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플리커를 관찰자가 검출하도록 발생

된다. 값이 30초보다 긴 것이 판명되었다. 랜덤 데이터는 플레인을 포함하는 프레임들 상이지만 색도 부분들 중 제 1 부분

상에만 임프레스된다. 이 결과의 프레임들의 버전은 디스플레이되고 관찰된다.

플리커가 관찰되지 않는 임의의 박스는 루미넌스 및 색도 부분들의 조합이 이 조합을 위한 선택된 색도 부분으로서 워터마

크 데이터를 현재 운반하는 색도 부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표에 표시되어 있다. 플리커가 관찰되는 임의의 박스는

루미넌스 및 색도 부분들의 조합이 이 조합을 위한 선택된 색도 부분으로서 워터마크 데이터를 현재 캐리되지 않는 색도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 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 프로세스는 플레인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이에 가산되는 데이터를 갖는 색

보 부분을 변경시킨다.

발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색도 부분들 둘 다에 대해 플리커가 발생되는 플레인의 임의의 박스에 대해서, 구현기

(implementor)는 어느 색도 부분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는 인간 시각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청색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이 결과 표의 더욱 양호한 데이터 압축을 위하여 제공되는 색도 부

분이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플리커가 어느 한 박스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용하기 위한 색도 부분의 선택은 구현기

의 판단에 따른다.

이 프로세스는 전체 테이블이 채워(populate)질 때까지 각 플레인에 대해서 반복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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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603)는 이와 같이 배열될 때 정보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특히, 단계(603)에서,

y=Y>>5

u=U>>2

및

v=V>>2는 현재 색도 부분에 대해서 계산되는데, 여기서 ">>" 부분은 우-시프트 연산이다. 이렇게 하면 U 값의 소망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 V값의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 및 값의 제 8 내지 제 6 최하위 유효 비트들을

남겨둔다. 그 후, 단계(605)에서, 룩업 테이블 어드레스는 LUT_Address=u<<9+v<<3+y로서 계산되며, 여기서 "<<"는

좌-시프트 연산이다.

이렇게 하면 추출된 비트들을 결합된 어드레스 및 지점들을 공급된 Y, U 및 V 값들에 대응하는 1바이트에 결합시킨다. 그

후, 단계(607)에서, 공급된 Y, U 및 V 값들에 대응하는 바이트 내에서 특정 비트는 바이트로의 인덱스로서 Y 값들의 제 2

내지 제 5 최하위 유효 비트들로 이루어진 값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단계(607)는 b=mod(Y<<2, 8)을 계

산하는데, 여기서 mod는 모듈로 함수(modulo function)이다.

단계(609)에서, 계산된 룩업 테이블에서 바이트의 b번째 비트 위치의 값이 추출되며, 출력으로서 공급되는 변수 m의 값으

로서 할당된다. 또다시, 이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추출된 비트가 1이면, U는 선택된 색도 부분이고, 추출된 비트가 O이면,

V는 선택된 색도 부분이 된다.

그 후, 이 프로세스는 단계(611)에서 종료된다.

당업자는 상술된 바를 다른 포맷들의 픽셀들, 예를 들어 RGB 또는 YIQ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손쉽게 인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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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Huffman 엔코딩이 바람직한 경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가 다수의 픽셀 조합들에 대해서 선택되었

다라고 가정하면, 1이 되는 선택 U 및 0이 되는 선택 V의 상술된 바의 대응성이 반전되어야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도8은 특정 색도 부분이 픽셀을 위한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도시한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워터마킹 정보를 포함하는데 적합한 색도 부분을 선택하도록 필요로 될 때 단계(801)에서 시작된다. 도8의

설명을 위하여 각 색도 성분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Y가 존재한다라고 가정된다.

본 발명의 양상에 따라서 도6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도8의 실시예의 저장 요건들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YUV 컬러스

페이스가 영역들로 분할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최대값의 1/2인 소정값보다 적은 U값을 갖는 임의의 픽셀이 워터마킹을

위하여 선택되는데, 각 영역은 Y, U 및 V 값들의 적어도 한 세트에 대응하며, 각 영역은 예를 들어 실험 관찰을 토대로 Y,

U 및 V값들이 영역 내에 있는 임의의 픽셀에 대해서 선택되는 색도 부분을 할당받는다. 따라서, 8비트 Y, U 및 V 값들에

대해서, U의 값이 128보다 적으면, U 색도 부분은 항상 V 또는 Y의 값들에 관계없이 워터마킹을 위하여 선택된다. 이는

인간 시각 시스템이 V 성분 보다 청색 성분 U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색도 부분 선택 표의 최상위 유효 어드레스 비트들이 어드레스의 U값 도출된 비트들에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표의 크기는

최대 1/2까지 유용하게 감소될 수 있다. 이는 U값이 표 어드레스를 형성하기 전 최대값의 1/2 보다 적게 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한 테스트를 부가함으로써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예이면, 즉 U 색도 부분을 선택하도록 표시하고 테이블에 액세스하

는 프로세스의 나머지를 스킵하면, 또한 어드레스의 U-값 도출된 비트들을 계산하기 전 실제 U 값으로부터 최대 U값의

1/2을 감산함으로써 성취된다. 따라서, 0인 최상위 유효 U 비트에 대응하는 도6에 대해서 사용되는 표의 섹션은 제거되

고, 최상위 유효 U 비트가 1인 표의 부분만이 유지된다. 그러나, 표의 나머지 부분으로의 인덱싱은 U-값-도출된 비트들을

형성하기 전 최대 U 값의 1/2의 U값으로부터 감산에 의해 시프트된다.

따라서, 표는 U값들에 대응하는 최상위 유효 비트들, V 값들에 대응하는 다음 최하위 유효 값들 및 Y값들에 대응하는 최하

위 유효 값들을 갖는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어드레스되도록 배열된다. 다른 말로서, 바이트들의 어드레스는 다음과 같이 형

성될 수 있다.

U6｜U5｜U4｜U3｜U2｜V7｜V6｜V5｜V4｜V3｜V2｜Y7｜Y6｜Y5

여기서, U6, U5, U4, U3, 및 U2는 U값의 제 7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의 값들이며, V7, V6, V5, V4, V3, 및 V2는

V값의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의 값들이고, Y7, Y6 및 Y5는 Y값의 제 8 내지 제 6 최하위 유효 비트들의 값들

이다. 이 때, 이 바이트 내의 특정 비트는 Y값의 제 5 내지 제 2 최하위 유효 비트들, 예를 들어 Y4, Y3 및 Y2를 사용함으

로써 규정된다.

이를 위하여, 조건부 분기점(802)은 U<predefined_value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는데, 여기서 predefined_

value는 예를 들어 최대 U 값의 1/2 이다. 비트를 절약하고 표 크기를 1/2로 하기 위하여, predefined_value는 2의 거듭

제곱(power of 2)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802)에서 테스트 결과가 아니오라면, 즉 U의 값이 소정값, 즉 U의 최대

값의 1/2, 예를 들어 128이고 선택될 색도 부분이 Y, U 및 V의 함수가 됨으로 표가 액세스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단계(803)로 통과되어 이 표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단계(803)에서,

y=Y>>5

u=(U-predefined value)>>2, 예를 들어, u=(U-128)>>2 및

v=V>>2는 현재 색도 성분에 대해서 계산되는데, 여기서 ">>"는 우-시프트 연산이다. 이렇게 하면 U 값의 소망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 V값의 제 8 내지 제 3 최하위 유효 비트들, 및 값의 제 8 내지 제 6 최하위 유효 비트들을 남겨

둔다. 그 후, 단계(605)에서, 룩업 테이블 어드레스는 LUT_Address=u<<9+v<<3+y로서 계산되며, 여기서 "<<"는 좌-

시프트 연산이다.

이렇게 하면 추출된 비트들을 결합된 어드레스 및 지점들을 픽셀에 대응하는 1바이트에 결합시킨다. 그 후, 단계(807)에

서, 픽셀에 대응하는 바이트 내에서 특정 비트는 바이트로의 인덱스로서 Y 값들의 제 5 내지 제 2 최하위 유효 비트들로 이

루어진 값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단계(807)는 b=mod(Y<<2, 8)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mod는 모듈러 함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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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809)에서, 계산된 룩업 테이블에서 바이트의 b번째 비트 위치의 값이 추출되며, 변수 m으로 저장된다. 변수 m의 값

은 단계(811)에서 출력으로서 공급된다. 또다시, 출력 비트가 1이면, U는 선택된 색도 부분인 반면에, 추출된 비트가 0이

면, V는 선택된 색도 부분이 된다. 그 후, 이 프로세스는 단계(813)에서 종료된다.

단계(802)에서 테스트 결과가 예이면, 즉 U 색도 부분이 픽셀 컬러가 주로 청색이고 이로 이해 픽셀의 청색 변화가 인간

시각 시스템에 의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다는 것을 표시하면, 제어는 변수 m을 1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단계(815)

로 통과된다. 이렇게 하면, U가 선택되도록 한다. 그 후, 제어는 단계(811)로 통과되고 이 프로세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계

속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들이 이동하는 다양한 채널들의 특성들의 결과로 인한 왜곡들로 인해 임의의 송신되는 워

터마킹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신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디오 신호 내에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를 임베딩하는 장치로서,

상기 비디오 신호의 색도 성분들의 선택된 색도 부분들에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의 각 유닛을 표시하는 값들을 부

가하는 데이터 가산기로서, 상기 값들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antipodal waveform)의 함수인, 상기 데이

터 가산기를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가적인 정보의 단일 유닛을 표시하는 상기 색도 성분들 중 각 성분은 색도 성분들의 다수의 그룹

들 중 한 그룹의 멤버이며, 상기 그룹들 각각은 상기 비디오 신호의 상이한 라인 상에 동일-위치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

베딩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가산되는 상기 값들 각각은: a) 상기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값; 및 b) 상기 비디오 신호

에 임베딩되는 상기 부가적인 정보의 상기 유닛의 값을 표시하는 값의 곱의 함수인,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에 임베딩되는 상기 부가적인 정보의 유닛을 표시하는 값이 상기 색도 성분들이 속하

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라인 수의 함수인,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에 임베딩되는 상기 부가적인 정보의 상기 유닛을 표시하는 상기 값은 값 1 및 -1을 사

용하여 표시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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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색도 부분들에 가산되는 상기 값들 각각은: a) 상기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값; b)

임프레스되는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의 상기 유닛을 표시하는 값; 및 c) 가중 값의 곱의 함수인,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인간 시각 시스템(human visual system)에 의해 실질적으로 인지가능한 아티팩트를 초래함이 없이 색

도 부분이 값이 변화에 더욱 견딜 수 있는 상기 색도 성분들 각각에 대해서 결정하는 컬러 선택 유닛을 더 포함하는, 워터

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에 임베딩되는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크 데이터에 앞서 상기 부가적이 워터마킹 데이터

를 인터리빙(interleave)하는 블록 인터리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디오 신호에 임베딩되는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에 앞서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

채널 엔코딩하는 채널 엔코더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특정 사용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프레임을 식별하는 시퀀스를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에 부가하

는 시퀀스 가산기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가산기는 상기 색도 성분들 각각의 많아도 하나의 색도 부분에 상기 값들 각각을 가산하는

데, 상기 장치는:

적어도, 상기 색도 성분들의 수정되지 않은 색도 부분 및 상기 색도 성분들의 상기 수정된 색도 부분들을 다중화하는 다중

화기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가산기는 안티포달 비트 맵퍼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가산기는 발생할 가시 아티팩트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상기 색도 성분들의 상기 선택된

색도 부분들을 견디도록 할 수 있는 변화량을 결정하는 텍스쳐 마스킹 유닛을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가산기는 상기 량

이상은 상기 색도 부분에 가산하지 않는,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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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의 유닛은

상기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제 1 라인 상에 적어도 색도 성분들의 제 1 그룹으로 캐리(carried)되며, 상기 그룹은 적어도 2

개의 서브그룹들을 포함하는, 상기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브그룹들 각각에서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을 위한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를 캐리하도록 하는 색도 부분의 표시를 발

생(developing)시키는 단계; 및,

서브그룹 내의 모든 색도 성분들의 상기 표시된 색도 부분 및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 간의 상관 값을 발생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라인을 위한 그룹 통합 값을 생성시키기 위하여 상기 서브그룹들 각각에 대해 상기 발생된

상관값을 통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의 상기 유닛은 또한, 상기 제 1 그룹으로서 동일한 수평 위치에 위치되지만 상기

비디오 신호의 제 2 라인 상의 색도 성분들의 적어도 제 2 그룹으로 캐리되며, 상기 방법은 제 1 라인 차를 발생시키기 위

하여 상기 제 1 라인에 대해서 상기 그룹 통합 값 및 상기 제 2 그룹에 대해서 발생된 그룹 통합 값 간의 차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결합된 라인 차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 1 그룹으로서 동일한 수평 위치에 위치되지만 제 3 및 제 4

라인들 각각 상의 그룹들의 색도 성분들에 대해서 발생된 제 2 라인 차와 상기 제 1 라인 차를 결합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출력으로서 상기 결합된 라인 차를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단계는:

가중된 제 1 라인 차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1 라인 차를 가중치와 승산하는 단계;

가중된 제 2 라인 차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제 2 라인 차를 가중치와 승산하는 단계;

가중되어 결합된 라인 차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상기 가중된 제 1 라인 차 및 상기 가중된 제 2 라인 차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워터마크 데이터 추출 방법.

공개특허 10-2006-0051955

- 34 -



청구항 20.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의 유닛들을 추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수신기로서,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

의 유닛이 상기 비디오 신호의 적어도 제 1 라인 상의 적어도 색도 성분들의 제 1 그룹으로 캐리되는데, 상기 그룹은 다수

의 서브그룹들을 포함하는, 상기 워터마킹된 비디오 신호로부터 워터마크 데이터의 유닛들을 추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서브그룹들 각각에서 대다수의 색도 성분들을 위한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를 캐리하도록 하는 색도 부분의 표시를 발

생시키는 컬러 선택 유닛;

서브그룹내 모든 색도 성분들의 상기 표시된 색도 부분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을 상관시킴으로써 발생된

서브그룹 상관값을 출력으로서 공급하는 상관기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버전이 4-2-2 포맷과 같은, 색도 성분을 갖지만 각 4-2-2 색도 성분을 위한 단지 하나의 루미넌스 값

을 갖는 상기 비디오 신호의 버전을 발생시키기 위한 디멀티플렉서 및 데시메이터(decimator)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의 모든 상기 서브그룹들의 각 서브그룹 상관값을 통합하여 출력으로서 그룹 통합된 값을 공

급하는 그룹 통합기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디오 라인을 위한 상기 그룹 통합된 값과 동일한 수평 위치에 있지만 제 2 비디오 라인 상

의 그룹을 위한 그룹 통합된 값 간의 차를 발생시키는 감산기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동일한 수평 위치에 있지만 제 2 비디오 라인 상의 그룹을 위한 상기 그룹 통합된 값을 저장하여 이를

상기 감산기에 공급하는 메모리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차와, 제 1 그룹과 동일한 수평 위치에 위치되지만 제 3 및 제 4 비디오 라인중 각각의 라인들 상

의 2개의 다른 그룹들에 대하여 발생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차를 결합시키는 가변 가중 결합기(variable weight

combiner)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는 소프트-비트 값으로서 워터마크 데이터의 상기 유닛들 각각의 표현을 공급하는, 수신

기.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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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비트들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디인터리버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비트들을 하드 비트들로 변환시키는 채널 디코더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프레임 내의 상기 워터마크 데이터의 상기 유닛들이 규정된 코드에 대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퀀

스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30.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를 비디오 신호 내에 임베딩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부가적인 워터마킹 데이터의 각 유닛을 표시하는 값들을 상기 비디오 신호의 색도 성분들에 편입(incorporating)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값들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함수인, 워터마킹 데이터 임베딩 방법.

청구항 31.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비디오 신호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부가적인 정보 유닛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안티포달 파형의 함수인 적어도 제 1 값들로서 표시되고, 상기 제

1 값들은 상기 비디오 신호의 제 1 라인 상의 색도 성분들의 적어도 제 1 그룹에 편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디오 신

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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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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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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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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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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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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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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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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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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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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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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