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JOY™는 이미지QR, QR코드, 일차원 바코드의
정보검출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QR&JOY” 다운로드 후 찍어보세요.



chapter 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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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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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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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한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포함한 ImageQR, 모바일 서비스 관련
특허 30건 이상 다수 보유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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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이란?

▶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 및 부가 정보를 비가시적으로 삽입하여 송출하고,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특정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삽입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하는 것

방송 콘텐츠 제작

I001+CKNB-B10000114839

육안으로 워터마크 정보
삽입 확인 불가!!

실시간 워터마크 삽입 장비를
통하여 콘텐츠 부가 정보 삽입

워터마크 삽입된 방송 콘텐츠 송출

I001+CKNB-B10000114839

송출된 방송 콘텐츠 캡처 워터마크 검출기 구동 검출된 방송 콘텐츠 부가 정보 확인

[워터마크 삽입(Embedding) 시스템] 

[워터마크 검출(Detector)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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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기술소개



Resize

[콘텐츠의 리사이즈]
콘텐츠의 크기를 줄이거나 확대하더라도
워터마크 검출 가능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Resize

Cropping

[콘텐츠의 Cropping]
콘텐츠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워터마크
검출가능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Cropping

Reformat

[지원포맷]
wmv, avi, mkv, mepg등 다수
[지원코덱]
Dvix, Xvid, H.264, WMV외 다수

Reformat

[워터마크가 삽입된 wmv콘텐츠] [mkv로 변환(재압축)된 콘텐츠]

[Filter 효과에 의하여 변형된 콘텐츠]
→ 육안에도 변형이 있는 콘텐츠

변형에도 검출 가능

Filtering

Filter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디지털 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의 강인성

▶ 불법 캡쳐 된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다양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워터마크 정보가 훼손되어서는 안됨.

원본 콘텐츠의 화질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삽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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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기술소개



 타 방송사를 통해 CK&B의 방송용 워터마크 솔루션이 적용 되었습니다.

(출처: KBS2, 다큐멘터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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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워터마킹 사례



▶ 씨케이앤비는 디지털 워터마킹 전문 업체로써,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2002년 ~ 2006년 HD급 방송 콘텐츠용 실시간 워터마크 솔루션 개발(KBS 공동개발)
- 현재 개발된 솔루션을 이용하여 실제 방송에 적용한 사례가 있음

• 2009년 ~ 2010년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를 이용한 방송콘텐츠 유통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SBS 기술연구소, ETRI와 실시간 UCI 삽입 솔루션 개발에 참여함

• Matrox 보드를 이용한 MXF 파일 기반의 HD급 방송 콘텐츠용 워터마크 삽입 솔루션 제공가능(SW)
- HD-SDI 기반의 방송 콘텐츠용 실시간 워터마크 삽입 장비 보유

• Legacy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라이브러리 제공 가능 (C 기반 라이브러리)
- 표준 라이브러리 이외의 인터페이스는 추가 개발 가능

• 강인성에 따른 워터마크 삽입 강도 조절 기능 제공 (기본 제공)
- 영상 복잡도 별 레벨 설정 기능 추가 제공

• 세계 최고의 28bytes/frame의 정보 삽입 능력
- 영상의 변형이 없는 경우 1 Frame에서도 모든 정보 검출이 가능함

• 원본 콘텐츠를 Clip으로 시간 편집한 경우 정보 검출 가능
- 매 프레임을 기준으로 저작권 정보를 삽입할 수 있어 시간 편집 시에도 모든 정보 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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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B 솔루션 특징



• 녹화 방송 적용 시스템 개요도: 녹화 콘텐츠가 생성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식으로 자유롭게 적용 가능

• 실시간(Real-time) 방송 적용 시스템 개요도: 콘텐츠가 생성됨과 동시에 하드웨어 장비를 통하여 적용

디지털 아카이빙

(DAS)

TS MUX

소프트웨어 타입의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 적용

하드웨어 타입의

워터마크 삽입 시스템 적용

방송 콘텐츠 제작

종합편집실 Database 주조정실

HW 타입 적용

콘텐츠의 편집 시 워터마크 삽입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서 워터마크 삽입

최종 코덱 변경 전 하드웨어
타입으로 워터마크 삽입

HW 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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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 솔루션 개요



• 방송용 워터마크 솔루션 보유 : 방송용 워터마크 솔루션의 타 방송사 제공 여부

• 파일 기반 워터마크 삽입 솔루션 : MXF 파일 기반의 HD급 방송용 콘텐츠에 적용 가능 여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 Legacy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UI 혹은 인터페이스(API) 제공 여부

• 화질 및 강인성 조절 기능 :  적용될 시스템에 따라 화질 및 강인성 조절 기능 제공 여부

• 정보 삽입량 : 콘텐츠에 은닉될 정보량을 충족 가능 여부

• 원본 콘텐츠 편집 시 정보 검출 :  원본 콘텐츠를 Clip으로 시간 편집한 경우 정보 검출 가능 여부

워터마크 삽입 솔루션 적용 시 시스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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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Matrox X.open
Sony XDCAM HD
422 50Mbps

WM 삽입본
임시저장소
(하드디스크 등)

OS - windows 버전 - Software 방식

SDK/UI

- 표준 API 제공–라이브러리 형식

- 표준 스크립터 형식–실행 파일에 대한 스크립터 형식의 컨트롤 지원

- UI – 윈도우 기반 UI 제공 가능

파일 I/O 

Interface

- Matrox 보드 (X.open)

(MXF 기반의 MPEG-2 422 IBP 50 – 100Mb/sec)

Speed
-Full HD급 방송 콘텐츠 / HP Workstation 기준

(재생시간의 1.5배 내외)

유연성
- 워터마크 삽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벨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 조절 기능 지원

Specification

Benefits

- FULL HD/SD급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콘텐츠 정보를 은닉

- 별도의 장비 필요 없이, 상용 PC에서 프로그램 하나로 워터마크 삽입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 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 콘텐츠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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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 FULL HD급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콘텐츠 정보를 은닉

- 방송 프로그램 별 콘텐츠 식별 정보 DB 서버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구조 - 렉 타입 및 PC 타입

크기
- 제품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52.5 x 20.3 x 44.4 cm

- 최소 구성: 19.5 kg, 최대 구성: 29 kg

세부사항

- CPU Quad-Core 2.8GHz x 2

- RAM 2GB

- LED Controller (User Interface)

- LCD Monitor

- HD-SDI I/O

- HDMI I/O

구동S/W

- Microsoft Windows 계열 OS

- 소프트웨어 기반의 워터마크 삽입기 탑재

-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식별 정보 연동

Specification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 추가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방송 콘텐츠에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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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솔루션 – HW 타입



- 콘텐츠 내에 고유 ID와 같은 식별 코드를 워터마크로 은닉

- 케이블 및 IPTV 방송 사업자에 콘텐츠 판매

- 각 방송 사업자가 워터마크를 검출하고 검출된 정보를 통해 콘텐츠 정보 DB에 접속

- 해당 콘텐츠의 메타 정보를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

콘텐츠 판매 케이블 및 IPTV 방송 사업자

콘텐츠 메타 정보 DB 서버

콘텐츠 식별 코드 전송

콘텐츠 식별 코드 확인 및
방송국 메타 정보 DB에 접속

콘텐츠 식별 코드 은닉

콘텐츠 식별 코드 관련
콘텐츠 메타 정보 사용

케이블 및 IPTV 방송 사업자
콘텐츠 메타 정보 DB 서버

콘텐츠 메타(META)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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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술 활용방안



방송 송출 진행 방송 콘텐츠 수신

연계 콘텐츠 DB 서버
(정보, SNS, 커머스)

콘텐츠 고유 ID 전송

콘텐츠 식별 코드검출

콘텐츠 고유 ID 은닉

검출 콘텐츠 식별 코드 전송( cf.무한도전)

연계 콘텐츠 서비스 제공
( cf. 무한도전“무한도전 달력”)

- 콘텐츠 내에 고유 ID와 같은 고유 식별 코드를 워터마크로 은닉

- 스마트 폰 상의 워터마크 검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워터마크 검출

- 검출된 워터마크 정보를 통한 연계 콘텐츠 서비스 제공(상품 정보, 구매사이트 연동)

차세대 PPL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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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송 서비스

제안 기술 활용방안



방송 송출 진행 방송 콘텐츠 수신콘텐츠 고유 ID 은닉

녹화장치
(불법캡쳐)

방송국

워터마크
검출기 제공

워터마크 검출을 통한
콘텐츠 업/다운로드 제한

- 콘텐츠 내에 고유 ID와 같은 고유 식별 코드를 워터마크로 은닉

-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딩 시 서버 및 클라이언트 SW에 탑재되어 있는 워터마크 디텍터를 통해서 업/다운로드 제한

웹하드 필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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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술 활용방안



방송 콘텐츠 수신

방송 송출 진행콘텐츠 고유 ID 은닉

연계 콘텐츠 서비스 제공
( cf.셀러리맨 초한지)

오디오 워터마크 검출

- 콘텐츠 내에 고유 ID와 같은 고유 식별 코드를 워터마크로 은닉

- 스마트 폰 상의 워터마크 검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워터마크 검출

- 검출된 워터마크 정보를 통한 연계 콘텐츠 서비스 제공(상품 정보, 드라마 정보, 모바일 VOD 서비스, OST구매 등)

차세대 N-Screen 서비스

<OST구매> <상품구매> <모바일 VOD> <드라마 정보> 비디오 워터마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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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술 활용방안



chapter 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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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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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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