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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1. 방송/광고 모니터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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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 모니터링 통계 누락 및

오차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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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현 상세 내용은 Appendix 참조

8



정밀한 시청률 조사

광고 수주 향상

광고 마케팅 효율 증대

기존 방송 환경 유지

정밀한 시청률 조사를 통한
공정한 수익 분배

객관적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달을 통한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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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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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QR,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관련
특허 30건 이상 다수 보유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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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한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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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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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삽입기
(Video WM-E)

트랜스코더
(변환/콘텐츠 추가)

메타데이터
생성/추가

인제스터

자산등록, 인코딩/
콘텐츠 업로딩,
콘텐츠 검사

KOBAnet

전송용 소재등록

전송용 소재 추가
메타데이터

전송용 外 소재등록

메타데이터
(심의번호 등)

영상콘텐츠

MPEG2, WMV, 
WAV 인코더

ICS

트랜스코더 카탈로거

심의번호 등
콘텐츠 고유정보

워터마크 삽입기
(Audio WM-E)

구분 기능 설명

Video
Watermark
Embedder

심의번호 연동  해당 TV 광고에 삽입될 심의번호 검색 및 확인

워터마크 생성 및 삽입  검색된 심의번호를 영상 Frame에 은닉 삽입

콘텐츠 재생성  방송 광고 콘텐츠 DB 표준 포맷으로 재생성

Audio
Watermark
Embedder

심의번호 연동  해당 Radio광고에 삽입될 심의번호 검색 및 확인

워터마크 생성 및 삽입  검색된 심의번호를 음향 Wav 신호에 은닉 삽입

모니터링을 위한 콘텐츠 생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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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O (Digital Media File)

Core System Network

MXF/MPEG 
Decoder

Video WM 
Embedder

MXF/MPEG 
Encoder

H/W Interface Layer

H/W Graphic Accelerator

WM Generator

DB Interface

CMS 
connector

Contents DB

구 분 기능 설명

I/O I/O • 해당 콘텐츠 경로 확인 및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저장 경로 설정

Core System

MFX/MPEG Decoder • MFX 포맷 내 에센스(MPEG)를 디코딩하여 영상 Frame을 추출하여 워터마크 임베더에 전달

WM Generator • 삽입 고유정보를 영상에 은닉하기 위한 신호 생성

Video WM Embedder • 영상 Frame에 워터마크 생성 신호를 은닉 삽입

MFX/MPEG Encoder • MFX 파일 생성 시 원본 메타데이터를 포함, 최종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생성

H/W Interface Layer • 실시간 워터마크 삽입을 위한 하드웨어 연동

Network

DB Interface • 광고 소재 DB에서 해당 콘텐츠 심의번호 검색

CMS Interface • 관리 툴에 의한 워터마크 임베더 제어를 위한 연동

Contents DB • 원본 콘텐츠 획득 및 워터마크 삽입본 저장 DB 연동

비디오 워터마크 삽입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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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모니터링 중앙 관리 시스템

향후 시스템 확장

Storage

각 지역 방송국

…

방송 녹화 시스템

Network

… …

CMS
WM Detector

각 지역 방송국

각 지역 방송국

방송 녹화 시스템
Network

방송 녹화 시스템
Network

WM Detector

WM Detector

자동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방안

- 현행 방송법상 타지역 방송 시청이 불가하므로, 방송 자동 녹화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각 지역별로 구축됨
- 각 지역에서 녹화된 방송물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코바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

- 중앙(서울, 코바코)에 위치한 워터마크 검출 기반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지역에서 전송된 방송
녹화물에 대하여 워터마크 검출을 통한 실 광고 방송 시간 및 방영시간을 체크함

- 워터마크 검출 이후 각 지역별 방송 녹화물은 저해상도로 트랜스 코딩 후 저장

-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저장,관리, 웹 게시하는 CMS에서는 각 광고 계약에 따른 방송 시간과
워터마크로 검출된 방송 시간을 비교하여 정상적 방송 여부를 확인함

- 웹 기반의 방송 모니터링 결과 확인

광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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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송 녹화 시스템 및 워터마크 검출 시스템

Video/Audio Watermark Detecting Server

Video Watermark Detecting ModuleS/W

H/W

Transmission Receiving Module

Network port

Graphic Display

Report Module

Audio Watermark Detecting Module

Transcoder

Broadcast Recording Server

Video Multi Channel Recording Module

TV 수신카드

S/W

H/W

Radio 수신카드

Transmission Control Module

Network port

Graphic Display

Remote Control Module

Radio Channel Recording Module
구분 기능 설명

S/W

Video multi Channel Recording Module • 최대 2채널의 지상파 방송을 녹화(TS 녹화)

Radio Channel Recording Module • 1채널 라디오 녹음

Remote Control Module • 중앙 시스템을 통한 원격 제어

Transmission Module • 녹화물의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

H/W
TV 수신카드 • 지상파 방송 수신기

Radio 수신카드 • 라디오 방송 수신기

구분 기능 설명

S/W

Video multi Channel Recording Module • 최대 2채널의 지상파 방송을 녹화(TS 녹화)

Radio Channel Recording Module • 1채널 라디오 녹음

Remote Control Module • 중앙 시스템을 통한 원격 제어

Transmission Module • 녹화물의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

H/W
TV 수신카드 • 지상파 방송 수신기

Radio 수신카드 • 라디오 방송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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