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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D 블랙박스에 포함되는 GPS 위치정보 저장방법은 특정한 표준을 가지지 않고 제조사마다 고유한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화질저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겨진 필수영역을 이용한 HDTV 비디오 콘텐츠에 포함된 위

치정보 은닉방법을 제안한다. HDTV 비디오 콘텐츠는 압축을 위하여 프레임 하단에 8-라인의 Border Extender

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는 현 위치정보를 은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화질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레

이스케일 블록 형태의 이미지로 삽입하였다. 제안 방법은 실제 HD블랙박스를 사용하여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부가영역을 사용한 ASCII 코드의 형식보다 해석이 어려우며 편집 재 압축할 경우 위치정보가 사라지는 보안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위치기반 동영상 서비스에도 적합하다.

• 주제어 : HD 블랙박스, 지리정보시스템, 영상 확장, 숨겨진 필수영역, 블록기준 영상정보

Abstract GPS location information storage included in the HD black box is using a unique manner for each 

manufacturer does not have a specific standard. In this paper,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orage space and thereby the image quality according to store GPS position information deteriorate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use, we propose the location information concealment method included in the HDTV 

video content using a essential hidden region. HDTV video content is a Border Extender of 8 lines in the 

frame to the bottom of the compression will be required. This was inserted into the image of a gray scale 

used in block form in order to space the current position information is concealed to prevent image 

degradation.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using real HD black box, there are more difficult to 

interpret the format of the ASCII code re-edit the location information when the compression effect disappears 

with the existing security zones added.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 is suitable for location-based services, 

such as Facebook or Youtube videos.

• Key Words : HD Black Box,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order Extender, Essential hidden region, 

Block Bas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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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은 지리적 공간으로 참조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인적자원의 통합체이다.[1] 지난 30년 

동안 첨단 GIS는 컴퓨터 매핑에서 출발하여 공간 데

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맵 분석과 모델링으로 진화

해 왔다. GIS는 근본적으로 맵 형식, 컨텐츠 및 어

플리케이션의 전통적인 관점을 변경했다.

멀티미디어 GIS는 파스텔컬러, 음영, 선 종류 및 

기호로 구성된 2-차원의 전통적인 지도를 공간 정보

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맵 데이터의 화식 질의가 

가능한 3-차원의 현 지도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멀

티미디어 GIS는 지도와 필드 수집된 이미지, 오디오 

및 요약된 정보 사이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동

영상의 매핑은 지도 위치에 링크되어있는 스트리밍 

비디오를 GIS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 이는 동영

상이 재생 될 때, 쉽게 액세스하고 검토할 수 있도

록 디지털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

디오 데이터 시각화 혁명으로 일컬어진다.[2] 동영상

과 지도의 연결은 GPS 좌표를 사용하며, 경도(X), 

위도(Y), 실제 날짜/시간 및 데이터로 구성되며, 교

환 이미지 파일형식(EXchangable Image File format, 

Exif)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영상에 

한 Exif 형식의 위치기반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로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편 테이프기반 비디오 녹화 시스템에

서는 별도의 오디오 트랙을 사용하여 GPS 정보를 

기록하는 비디오 매핑 시스템(Video Mapping System, 

VMS)이 사용되었으나 오디오 채널을 사용하지 못하

는 점과, GPS 정보의 오디오 신호변환 및 변환된 

신호의 디지털 복원 등을 위하여 VMS 인코더와 디

코더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었다.

지오태깅(GeoTagging)은 사용자 위치관련 정보를 

비디오, 웹 사이트, SMS 메시지, QR 코드 등 다양

한 미디어에 지리적 식별 메타 데이터로 추가하는 

과정이다. 지오 코딩은 거리 주소와 같은 비 좌표 

기반의 지리적 식별자를 가질 수 있으며, 체적인 

검색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 정보 태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관련 정보를 

콘텐츠에서 찾아 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위치기반 

뉴스, 웹 사이트 및 비디오 자원을 찾는 데 사용하

실 수 있다. GPX(GPS Exchange Format) 는 비디오 

매핑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적인 GPS 데이터 형식으

로 설계된 XML 스키마이다. 이는 중간 귀착점, 트

랙 및 경로를 설명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이 형

식은 개발 중에 있으며,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

불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GPS 장치와 소프

트웨어 패키지 간의 데이터를 교환에 이용되는 저장

소 위치, 고도 및 시간 등을 태그로 저장한다. 사용

자가 EXIF 메타 데이터에 기록된 지리적 위치 정보

를 위성사진 또는 지도에 촬영된 비디오의 경로를 

나타내고 주석을 추가 할 수 있다. GPX를 사용한 

비디오 매핑은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GPS 데이

터를 저장함으로써, 동일한 크기의 파일용량을 유지

하기 위해서 화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디지털 영상의 DCT 계수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 또한 원 영상의 화소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HDTV와 같이 고화질의 영상

에 해서 화질저화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

질열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GPS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GPS 데

이터를 영상으로 변환하고, 촬영된 영상의 하단에 삽

입되어 저장된다. 기존 영상의 압축시 화질열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영상으로 변환되는 데이터는 DCT 변

환과정에서 하나의 계수만 발생시키는 그레이 스케

일 8x8 화소블록으로 변환한다.

제안된 방법으로 압축된 영상은 일반적인 방법으

로 재생이 가능하나, GPS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삽

입된 화소는 일반적인 수신기나 복호화기에서는 화

면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별

도의 채널이나 데이터 추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 영

상의 화질열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안된 방

법은 저장할 때 영상의 크기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의 크기를 따라 저장됨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화

면에 나타나지 않으며, 인증된 디코더를 사용해야만 

삽입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은 

cut-and-paste와 같은 약간의 변형에도 쉽게 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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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영상의 조작 유무와 변형위치를 검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 폰과 같이 GPS

와 연동된 카메라 이미지에 GPS 데이터를 삽입함으

로써 촬영 위치를 디지털 서명으로 기록함으로써 원

본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제안방법의 

복호기를 사용하면, 화면재생 뿐만 아니라 차량의 이

동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제

안방법은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위치기반 

동영상 서비스에도 적합하다.

 

Ⅱ. 비디오 매핑

2.1 GPS 데이터 : NMEA 코드

범지구 위치결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은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되어 현재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무기 유

도, 항법, 측량, 지도제작, 측지, 시각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무

료로 사용가능한 GPS 시스템은 24개 이상의 중궤도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를 결

정한다.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는 NMEA(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0183 형식

을 가지며 ASCII와 직렬 방식의 통신을 사용한다. 

NMEA 0183은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것은 각각 물리 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애플리케이

션 계층이다. 물리 계층은 RS-232, RS-422 등의 전

기적인 전송 규격이며, 데이터링크 계층은 Baud 

rate, Data bit, Parity bit, Stop bit 등을 명시한다. 

Application Layer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Sentence에 

한 규정이다.

114455.532는 시간으로서 그리니치 표준시(Zulu 

time) 기준으로 11시 44분 55.532초를 뜻한다. 

3735.0079는 위도로서 37도 35.0079분을 뜻한다. 도

(degree) 단위로 환산 시, 략 37.5도가 된다. N은 

북위를 뜻한다. 적도 남쪽에 있다면 S가 된다. 

12701.6446은 경도로서 127도 1.6446분을 뜻한다. 

도(degree) 단위로 환산 시, 략 127.도가 된다. E

는 동경을 뜻한다. W가 되면 서경이 된다.

Table 1. Examples of NMEA 0183 GPS Data

$ELEXTECH, Inc G1800s

$HW Version 1.6

$SW Version 231.000.100

$Startup 4

$TOW: 0

$WK: 1192

$POS: 6378137 0 0

$Baud rate: 9600 System clock: 24.553MHz

$GPGGA,114455.532,3735.0079,N,12701.6446,E,1,03,7.9,48.8,M,19.6,

M,0.0,0000*48

$GPGSA,A,2,19,25,15,,,,,,,,,,21.5,7.9,20.0*32

$GPGSV,3,1,10,03,86,244,00,19,51,218,38,16,51,057,00,07,40,048,00

*77

$GPGSV,3,2,10,13,34,279,00,23,33,236,00,15,29,076,40,25,25,143,3

8*71

$GPGSV,3,3,10,21,18,051,,27,12,315,*77

$GPRMC,114455.532,A,3735.0079,N,12701.6446,E,0.000000,121.61,11

0706,,*0A

2.2 비디오 매핑

비디오테이프에 GPS 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은 테

이프를 재생할 때, 이를 쉽게 액세스하여 디지털지도

에 비디오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GPS to Audio
Converter(X, Y, Date/Time)

Audio Signal

Video Camera

GPS Satellites

GPS Receiver

Video Track

Audio Track 1

Audio Track 2 GEO Data (X, Y, Date/Time)

Fig. 1. Video mapping using video tape

비디오 매핑은 멀티미디어 GIS 구축에 있어 영상

의 공간 좌표를 부호화하는 수고와 많은 시간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비디오를 지도와 웹페이지에 연결

하는 전체 프로세스는 위치정보 저장, 매핑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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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구성된다. 비디오 매핑은 GPS 좌표를 비디

오테이프에 부호화하여 그림 1과 같이 기록한다. 비

디오 매핑부는 위성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표준 GPS 

수신기를 포함한다. 위성 신호는 경도 (X), 위도 (Y), 

실제 날짜/시간 및 데이터로 구성되는 GPS 정보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

은 표준 NMEA 형식의 데이터로 출력되며, 인터넷 

전화회선 액세스용 모뎀과 같이 음성신호로 변환 기

록된다. 음성신호로 변환된 비디오의 GPS 데이터 스

트림 음향신호는 비디오카메라의 마이크입력 커넥터

를 통해 오디오채널 중 하나에 보내진다. 그 결과, 

카메라가 녹화되는 동안 매초당 GPS 위치를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한다.

비디오카메라는 사진과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모드에서 비디오는 초당 30 

프레임으로 기록된다. 동영상 모드에서 1초 GPS 데

이터 스탬프는 시속 100Km/Hr로 달리는 차량에서 

28m 간격으로 기록되며, 5Km/Hr로 산책하는 경우 

1.3m 간격으로 기록된다. 이와 같이 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스트림으로 압축 저장되는 비디오의 

경우, 이를 저장할 수 있는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 그래서 별도의 텍스트 형태로 GPX(GPS Exchange  

Format) 파일에 저장된다. 따라서 비디오 촬영에 있

어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GPX 파일이 없이 촬영된 

비디오 파일만 있을 경우 비디오 매핑이 안 되는 문

제가 발생한다.

2.3 지오태깅을 이용한 GPX 내장 비디오 스트림

지오태깅(GeoTagging)은 사용자 위치관련 정보를 

비디오, 웹 사이트, SMS 메시지, QR 코드 등 다양

한 미디어에 지리적 식별 메타 데이터로 추가하는 

과정이다. 지오 코딩은 거리 주소와 같은 비 좌표 

기반의 지리적 식별자를 가질 수 있으며, 체적인 

검색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 정보 태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관련 정보를 

콘텐츠에서 찾아 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위치기반 

뉴스, 웹 사이트 및 비디오 자원을 찾는 데 사용하

실 수 있다. 

GPX는 비디오 매핑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적인 

GPS 데이터 형식으로 설계된 XML 스키마이다. 이

는 중간 귀착점, 트랙 및 경로를 설명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개발 중에 있으며, 별도의 라

이선스 비용을 지불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GPS 장치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간의 데이터를 교환

에 이용되는 저장소 위치, 고도 및 시간 등을 태그

로 저장한다. 사용자가 EXIF 메타 데이터에 기록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위성사진 또는 지도에 촬영된 

비디오의 경로를 나타내고 주석을 추가 할 수 있다.

Table 2. Examples of Geotag GPX

Avg Bitrate    

GPS Altitude    

GPS Altitude Ref

GPS Latitude

GPS Longitude 

GPS Position   

Image Size    

776 kbps

34 m

Above Sea Level

37 deg 15′ 38.52″ N

123 deg 4′ 24.60″ E

37 deg 15′ 38.52″ N, 123 deg 4′ 24.60″ E

1920×1080

Ⅲ. 제안방법

3.1 HDTV 영상압축에서 숨겨진 필수영역

HDTV의 궁극적인 목표는 35mm 필름형 극장식 

현장감을 TV 서비스를 통해 안방까지 제공하는데 

있다. 즉, 기존 아날로그 TV의 2배에 달하는 수직 

및 수평 해상도와 넓은 16：9의 종횡비, 선명한 칼

라 그리고 CD급 디지털 음향을 제공한다. 

현재 DTV, DMB, DVD, 디지털 캠코더, 영상 블

랙박스, IPTV,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되는 H.264/AVC 표

준[3]은 고해상도 및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ITU-T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과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H.264/AVC보다 더 개선된 압축

률과 더 낮은 복잡도를 갖는 새로운 차세  동영상 

압축 표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0년 초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4]라는 새로운 표준

화 활동을 시작했다. 마침내 2013년 1월 스위스 제

네바 회의에서 HEVC 최종 표준안(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5]이 완성되었다 ITU-T 

VCEG과 ISO/IEC MPEG은 영상 압축 표준화 활동

의 양  축이다. 이 두 그룹은 때로는 경쟁하고 때



14

신호처리 ‧ 시스템 학회 논문지 Vol. 17, No. 1 : 10~17 June. 2016

로는 상호 협력하며 다양한 영상 압축 표준을 만들

어왔다.

HD영상 컨텐츠에서 비디오 압축은 움직임 보상을 

기반으로 한 DC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MPEG-2 압

축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메인 프로파일(main 

profile, MP) 중 메인 레벨(main level, ML)에서 하이 

레벨(high level, HL)까지를 포함한다. MPEG-2 비디

오 압축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Video Stream

To motion 
estimation

R
G
B

Transform Quantizer
Pre-

processor

Inverse
Q

Inverse
Transform

Entropy
Coding

Adaptive
Q

Frame
memory

Frame
memory

Motion
estimation

I P PB

A
ve

ra
ge Motion

estimation

Intra-
Motion

Estimation

De-Blocking 
Filter

Fig. 2. Video Compression of MPEG and HVEC(H.264)

디지털 영상 신호는 높은 색 신호간 중복성(spectral 

redundancy), 공간적 중복성(spatial redundancy), 시

간적중복성(temporal redundancy), 및 통계적 중복성

(statistical redundancy)을 가지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높은 압축률을 얻을 수 있다. 색 신호간

의 중복성은 카메라에서 입력된 RGB 신호를 형광체

의 좌표를 고려한 색좌표 변환(color space conversion) 

및 인간 시각 특성(human visual system, HVS)을 

고려한 색 샘플에 한 간축(decimation)을 통해 제

거할 수 있으며, 시간적 중복성은 시간적으로 인접하

는 프레임간의 중복성으로 두 프레임간의 움직임을 

추정하여 보상함으로서 제거한다. 또한, 공간적 중복

성은 공간적으로 인접하는 화소간의 중복성으로 DCT 

및 양자화 과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양자화 과

정은 먼저 인터 및 인트라 양자화 행렬(quantization 

table)을 이용하여 DCT 계수들을 일괄적으로 나눈 

다음, 매크로블록 단위로 전송 버퍼(buffer)의 상태를 

고려한 매크로블록 양자화 계수(macroblock layer 

quantizer information, MQUANT)로 각 계수를 다시 

나눈다. 이를 적응 양자화(adaptive auqntization)라 한

다. 끝으로 통계적 중복성은 가변장 부호화(variable 

length coding, VLC)의 일종인 허프만(huffman) 부

호화를 통해 제거한다. 최종적인 비디오 스트림은 양

자화된 DCT 계수를 MPEG-2에서 규정된 테이블을 

사용하여 비트스트림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Full HD 비디오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은 지상파 

DTV에서 사용하고 있는 MPEG2 MP@HL 방식과 

유투브 및 IPTV 등에서 사용하고 인터넷 동영상 압

축표준인 H.264가 표적이다. Full HD 비디오 영

상의 유효화소는 가로 1920 픽셀 및 세로 1080 라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MPEG2 MP@HL 방

식 및 H.264 Full HD 비디오 압축 방식은 블록을 

최소 단위로 하고 있으나, Slice 및 Macro-Block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Full HD 비디오 

압축을 위한 입력 영상은 Slice 및 Macro-Block의 

기본단위 1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  (1)
×  (2)

그러나 MPEG, ATSC 및 DVB 규격에서 정의된 

Full HD 영상의 화소수는 1080 라인으로 Slice 및 

Macro-Blcok의 기본단위 16의 배수가 아니다. 

HVEC(H.264)의 경우에도 영상압축을 위한 수직라

인 수는 1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력된 

Full HD 영상은 16의 배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

음 그림과 같이 비디오 Encoder에서 프레임 하단에 

8-라인을 확장하는 방식의 Border Extender를 사용

하여 영상을 확장시킨다.

DTV Essential Hidden Area

Full HD Active Area
1920 x 1080

10
80

-L
in

e

8-Line

Fig. 3. Border Extend for full HD video compress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HD영상 컨텐츠를 수신하여 

녹화, 복원하여 Border Extend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화면을 다음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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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ard Extend for terrestrial HD broadcasting 

in Korea

3.2 Service Data Format

Full HD 영상의 Border Extend의 크기는 가로 

1920 픽셀 및 세로 8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영상화질에 절하의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임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영상화

질 절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Block 단위로 동일한 값

을 부가한다. 또한 DCT 계수의 양자화에 따른 화소

값의 변화가 데이터 값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32L1, 64L2, 96L3, 128L4, 160L5, 192L6, 및 

214L7의 값을 가지는 7-레벨 ASC-II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제안한다. 따라서 Full HD 영상의 Border 

Extend를 통하여 최 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식 (1)과 같다.

  × 
 

(1)

이를 범용의 디지털 데이터의 송수신 방법을 참조

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여 전송한다.

Table 3. Proposed geotag GPX Format

Header Semantics Discription

0x10 Time YYYY-MM-DD HH:mm:SS:FF

0x12 GPS 37°15′38.52″N, 123°4′24.60″E

0x13 Image 1920×1080

Header Payload End

 

Length Service Data CRC

Ⅳ. 실험 및 결과

HD영상 컨텐츠는 움직임 추정 후 이산여현변환

(DCT) 및 지그재그스캔(Zigzag Scan)을 기반으로 압

축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관련 부가데이터가 DCT 

변환과정에서 하나의 DC 계수만 발생시키는 그레이 

스케일 DC 블록의 이미지의 형태로 변환하여 DEHA 

영역에 삽입한 다음, 그림 5와 같은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제안방법을 검증하였다.

Fig. 5. Test configuration for evaluation

Fig. 6. Proposed hidden location information in DEHA

제작된 GeoTag의 데이터를 Border Extend로 사용

하여 HEVC의 Reference Software Encoder를 수정

하여 압축하였다. 압축된 영상을 Border Extend를 

포함한 Software Decoder를 사용하여 복원된 영상을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다.

제안된 방법으로 0.25초 간격으로 37Byte의 날짜, 

시간, 혠 위치정보 및 속도를 HD 영상의 숨겨진 영

역에 기록하였다. 이는 1.036Mbps의 데이터 저장 공

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16G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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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proposed hidden GPS location in HD black box.

SD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영상을 8Mbps 압축률로 

저장할 경우, 기존 방법은 약 4시간 정도이나 제안

방법으로는 4시간 26분을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기존 방법의 화질과 동일하게 약 30분의 

영상을 더 저장할 수 있었다.

Ⅴ. 결론

GPS 위치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의 한계

성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화질저화를 유발하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겨진 필수영역을 이용한 HD 

블랙박스에서의 위치정보 은닉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은 실제 HD블랙박스를 사용하여 확인되

었으며, 기존의 부가영역을 사용한 ASCII 코드의 형

식보다 해석이 어려우며 편집 재 압축할 경우 위치

정보가 사라지는 보안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DEHA 영역에 비디오 압축에 있어 화질 열화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레이 스케일의 DC 블록의 이미

지 형태로 부가데이터를 삽입하였다. 실제 실험 결과

에서도 Border Extend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를 삽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의 열화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제안방법은 HD영상 컨텐츠 시스템의 어떠

한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스 북이나 

유튜브 등과 같은 위치기반 동영상 서비스에도 적합

할뿐더러 부가데이터의 전송뿐만 아니라 저작권보호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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