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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에 범죄 현장이 

촬영되면, 동영상 파일1)은 범죄 수사에서 현장을 입

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 하지만, 범죄의 

은닉을 위하여 고의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

장매체를 포맷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 충격으

로 불완전하게 동영상에 생성되어 재생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삭제되어 일부가 덮어써진

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들이 있으

나, 이러한 이유로 범죄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 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기 위하여 영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지고 있다[1-4].

기존 동영상 복원 기법은 1) 파일시스템을 기반 

복원 기법, 2) 파일 시그너쳐 기반 복원, 3) 영상 프레

임 단위 복원기법이 제안되었다. 파일시스템 기반 복

원 기법은 파일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파일의 메타

정보인 디렉토리 엔트리를 활용한다[5]. 그러나 삭제

된 동영상 데이터가 데이터 영역에는 존재하나 디렉

토리 엔트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복원이 불가능한 문

제점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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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일의 시작 시그

너쳐(Start Marker)와 끝 시그너쳐(End Marker)를 

찾아 복원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5-7]. 하지만 파일

시그너쳐 기반으로 하는 복원 기법은 파일의 조각이 

많은 경우 복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파일 단위

로 복원하기 때문에 파일의 일부가 덮어써지면 파일 

전체가 복원이 불가능하다[9].

파일의 조각이 많거나 일부가 덮어써진 경우에도 

남아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

상의 프레임 단위로 복원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9].

또한 복원된 프레임 군들은 프레임 정보를 기록한 

파일 메타데이터(STSZ)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만일 

STSZ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원된 프레임 군들을 1:1

매칭시켜 연결하는데, 이때 시간 복잡도는 O()이

며, n은 매칭시켜야할 프레임 군의 개수로 실제 처리 

시간이 매우 크다. STSZ는 MP4 파일에 특정하여 

존재하는 파일 메타데이터로 만일 복원해야할 멀티

미디어 데이터가 MP4 파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프레임 단위로 복원한 후에 모든 프레임 군들

을 연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CTV 또는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저장될 때 시간 정보가 함께 기록되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동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

안한다. 시간 정보를 활용하면 MP4 파일 형태로 구

성되어 있지 않는 동영상도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프레임 군들을 연결하면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복잡

도인 O()로 줄여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관련된 관련 연구인 프레임 단위 영상 복원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시간 정보를 활용한 동

영상 연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

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파일 복원과 관련된 연구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서 범죄 수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여러 연구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파일을 복원하는 기술의 발

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0-11].

2.1 파일기반 동영상 복원 기법

기존 파일 복원 기법은 저장 매체에 기록되어 있

는 파일시스템의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파일을 복원

하였다[10-11]. “Sleuth Kit"은 언급한 방법으로 파

일과 디렉토리 등의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

들었다[11]. 하지만 이 기법들은 파일 시스템의 메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복원이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

하여, 파일시스템의 메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컨텐

츠를 기반으로 복원하는 기법이 연구 되었다.

저장 매체에 파일이 저장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각이 나면서 저장이 되는데[6], 컨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은 조각이 난 파일에 대한 

복원에 대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컨텐츠를 기반으로 파일을 복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Scalpel[7]은 파일시스템의 메타 정보를 활용

하지 않고 파일의 시작과 끝의 signature를 기반으로 

파일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기법은 미리 정의

된 파일의 시작과 끝 signature에 대하여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복원을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

였듯이 저장 매체에는 파일이 조각나서 저장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Scalpel은 조각난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6]에서는 파일의 signature를 기반으로 파일을 복

원하는 기존 기법에서 파일의 헤더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메타 정보를 활용하였다. 일부 파일들이 파일의 

헤더 부분에 파일의 길이를 기록해놓기 때문에 파일

의 끝부분에 signature가 특별하게 없는 경우에도 파

일의 길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또

한 [6]에서는 “Bifragment Gap Carving”을 제안하여 

파일이 두 개의 조각으로 저장되어 있을 때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파일의 시작과 끝 

지점을 구분한 뒤에 두 지점에서부터 확장하여 파일

이 정상인지 validation하여 파일을 복원한다. 하지

만 파일 단위로 복원하기 때문에 온전한 파일 형태로 

복원이 되어야 영상이 가능하여 일부 덮어써진 동영

상 파일에 대해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2.2 프레임 단위 동영상 복원 기법

[9]에서는 파일 단위로 동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의 

문제점인 온전한 파일 형태로 복원되어야 영상을 확

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위한 기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기법은 동영상 파일이 영상의 의미있는 

최소 단위인 프레임들이 군이며, 프레임은 코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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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코딩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Fig. 1과 같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뉜

다.

∙프레임 복원 단계 : 프레임 복원단계에서는 저

장 매체에서 복원해야할 데이터가 남아있는 있는 

Unallocated Space를 추출 후 동영상 프레임을 디코

딩할 수 있는 디코딩 헤더 정보와 영상 프레임 데이

터를 추출한다. 프레임 데이터는 동영상 데이터를 인

코딩한 코덱에서 프레임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시그

너쳐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다. 디코딩 헤더 정보와 

프레임 데이터를 결합 후 디코더를 통해 프레임 데이

터가 실제 영상 프레임인지 검증하여 영상 프레임을 

복원한다.

∙복원 프레임 연결단계 : 전 단계에서 검증된 영

상 프레임을 물리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프레임 군으

로 묶은 후 파일 메타데이터(STSZ)가 발견될 경우 

프레임 군의 프레임 크기를 기반으로 발견된 STSZ

에 해당하는 프레임들을 연결한단. 반면, 파일 메타

데이터(STSZ)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매칭되지 않은 

모든 프레임 군들은 1:1 매칭을 통해 연결한다.

[9]에서 제안한 기법은 파일 메타데이터가 있는 경

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낮지만, 파일 메타데이터가 발

견되지 않으며 O()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인 MP4 파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 

파일은 파일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MP4 파일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기법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CCTV,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비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재생되지 않거나, 삭

제 후 일부가 덮어써져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영상 파일의 의미있는 최소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복원 후 영상 프레임 데이터 앞 부분에 기록된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연결된 동영상으로 복원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Fig. 2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 대

한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Fig. 2의 프레임 추출 단계는 [9]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 영상 프레임을 추출한다. [9]에서 제시한 방법

인 Fig. 3과 같이 증거물에서 삭제된 영역인 비할당 

영역을 추출한다. 비할당 영역에서는 Fig. 3의 2단계

와 같이 디코딩에 필요한 코덱 헤더 정보들과 프레임 

시그너쳐를 통해 프레임 데이터를 추출하고 디코더

를 이용하여 디코딩 정보와 추출된 프레임 데이터를 

결합하여 영상 프레임을 복원한다. 만일 디코딩이 성

공하면 복원된 프레임으로 확인하고, 실패시 복원하

고자 하는 영상의 참조 파일에서 디코딩 정보를 가져

와서 다시 디코딩을 실행한다. 다시 실행한 디코딩에

서도 실패시에는 프레임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복원

된 프레임으로 프레임 군을 형성한다. Fig. 3에서 복

원된 영상 프레임은 F1, F2, ··· , Fn과 같고, 물리적으

로 연속적인 프레임들을 하나의 프레임 군으로 형성

한다. Fig. 3의 예에서는 F1, F2, F3가 첫 번째 프레임 

군, Fj, Fj+1, Fj+2가 두 번째 프레임 군, Fn-2, Fn-1, Fn이 

세 번째 프레임 군으로 형성하게 된다 .

Fig. 1. Processing steps of the frame-based video file restoration techniqu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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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Fig. 3의 2단계에서 영상 프레임을 

복원할 때 각 영상 프레임에 해당되는 시간 정보를 

추출한다. 형성된 프레임 군의 첫 번째 영상 프레임

의 시간 정보로 프레임 군을 정렬 후 프레임 군을 

연결하여 연결된 하나의 동영상을 만든다.

[9]에서는 MP4 파일의 메타정보인 STSZ를 기반

으로 하였기 때문에 MP4 파일 컨테이너 구조가 아닌 

영상 파일과 STSZ가 덮어써져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영상 프레임을 연결할 때 brute-force 방식인 1:1 매

칭으로 프레임 군을 연결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O()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정렬 후 영상 프레임을 연결할 

때는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인 O()으로 

효율이 향상된다.

3.2 시간 정보 추출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동영상 복원시 효

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데, 영상 

프레임 앞 부분에 시간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블랙박

스, CCTV의 경우 약 90%의 모델들이 Table 1과 같

이 시간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모델은 제조

사의 자체 시간 함수를 두어 시간 정보를 기록한다.

Table 1은 2015년 3월 25일 10시 14분 42초를 타입별

로 변환한 데이터를 명시하였다.

Fig. 2. Processing steps of proposed method.

Fig. 3. Processing steps of frame recover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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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타입과 두 번째 타입은 빅 엔디안(Big

Endian)과 리틀 엔디안(Little Endian)의 차이이며,

Endian 변환으로 통해 4 바이트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다. 변환된 10진수는 1970년 1월 1일부터 흐른 

초 시간으로 이를 실제 시간으로 변환하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타입은 6바이트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1970년 1월 1일부터 흐른 밀리세

컨드 시간이며, 네 번째 타입은 각 바이트가 연월일

시분초를 16진수로 표기한 것으로 각 바이트를 10진

수로 변환하면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

째 타입은 각 바이트가 연월일시분초를 그래도 표기

한 것으로 바로 변환하여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Fig. 4은 Table. 1의 첫 번째 타입인 4 바이트 16진

수로 영상 프레임 앞 부분에 시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실제 예이다. Fig. 4에서 0×0000000165는 영상 

코덱인 H.264의 프레임 시그너쳐이고, 시그너쳐 앞 

48 바이트부터 4 바이트는 해당 프레임 데이터가 저

장된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0×92235051은 Little

Endian 식 표기로 10진수로 변환하면, 1,364,206,482

가 되고 이를 1970년 01월 01일이부터 흐른 초 시간

으로 계산하면, 2015년 03월 25일 10시 14분 42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영상 프레임 추출할 때, 앞 부분

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정보를 함께 추출한 후 프레

임 군을 연결할 때, 1:1 매칭이 아닌 프레임 군의 첫 

번째 프레임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연결할 수 있다.

또한 Fig. 3에서 프레임 시그너쳐의 48 바이트 앞부

터 4바이트가 시간 정보를 나타나는 것과 같이 블랙

박스, CCTV 기종마다 동일한 위치에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매우 작아 속도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3.3 프레임 군 연결 방법

[9]에서는 동영상 파일이 삭제된 후 조각이 나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일부가 덮어써졌을 경우에도 연

결된 동영상으로 복원하기 위해 MP4의 메타정보

(STSZ)가 없는 경우 모든 프레임 군을 1:1 매칭을 

통해 조각난 프레임 데이터를 연결하여 하나의 동영

상으로 복원하였다. 하지만 모든 프레임 군들을 1:1

매칭하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O()로 매우 비효율

적이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조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프레임 군

Table 1. The type of time notations

Type Time Format Description

1 0 × 928A1255 4Byte Hexadecimal by Little Endian

2 0 × 55128A92 4Byte Hexadecimal by Big Endian

3 0 × 014C506D4A50 6Byte Hexadecimal by Big Endian

4 0 × 0F03190A0E2A
Each byte is shown year, month, day, hour, minute, and second as a

hexadecimal in the order.

5 0 × 150325101442
Each byte in order displays year, month, day, hour, minute, and second

as a decimal.

Fig. 4. The Example of Video Recor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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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예이다. Fig. 5에서는 

비할당 영역에서 복원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1 프레

임 군과 #2 프레임 군, #3 프레임 군이 형성되었다.

Fig. 5의 (a)에서는 기존 기법에서 MP4의 메타정

보(STSZ)가 없을 경우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 기법

이다[9]. 비활동 영역에서 복원된 프레임을 기반으로 

#1, #2, #3의 프레임 군이 형성되었을 때, 연결된 동영

상으로 복원하기 위해 형성된 모든 프레임 군들을 

연결해본다. 먼저 #1 프레임 군, #2 프레임 군을 연결

해서 연결 부분에 조각난 프레임을 디코딩하여 영상 

프레임인지 판별한다. 영상 프레임이 아닐 경우에는 

#1 프레임 군과 #3의 프레임 군을 연결하여 조각난 

부분의 프레임이 영상 프레임인지 판별하여 영상 프

레임으로 판별되면 #3 프레임 군과 #2 프레임 군을 

연결하여 복원된 동영상 파일로 복원한다.

Fig. 5의 (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으로 MP4

의 메타정보(STSZ)가 없더라도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 기법이다. 먼저,

각 프레임 군의 첫 프레임인 F1, Fj, Fn-2의 시간 정보

를 확인한다. 세 프레임의 시간 정보를 정렬한 결과,

프레임 군의 순서는 #1, #3, #2인 것을 확인하면 해당 

순서에 따라 프레임 군을 #1, #3, #2 순서대로 연결한

다. 프레임 군들을 연결하게 되면, 조각난 프레임의 

앞부분과 뒷부분도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동영상 프레임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만일 동영상이 삭제 후 덮어써지더라도 시간 순으

Fig. 5. Connecting frame set without STSZ, (a) brute-force method[9], (b)connecting using time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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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렬하게 되면, 연속적인 시간 부분을 연결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은 부분들은 모두 복원되어 제안

하는 기법으로 연결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였

다. 제안된 기법은 [9]에서 MP4 파일의 메타정보

(STSZ)가 없을 경우 1:1 매칭을 통해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 단점을 보안하고자 하기 때문에 프레임 군

을 연결하는 부분을 제외한 프레임 추출과 검증 부분

은 동일하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성능 비교에서

는 고려하지 않고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하

여서만 성능을 평가하였다.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9]에서 언급된 방법은 MP4

파일의 메타정보(STSZ)가 없을 경우에 프레임 군을 

1:1로 매칭하기 때문에 프레임 군의 개수가 n개라고 

하였을 때, 시간 복잡도는 O()이 된다. 동영상 파일

들이 증거물에서 조각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n이 

커지고, 조각의 개수가 작을 경우에는 n이 작아진다.

조각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시간 복잡도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9]에서 제안한 기법은 효율

이 떨어진다.

제안하는 기법은 프레임 군을 연결할 때 정렬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레임 군을 시간 순으로 정렬 

후 연결한다.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연결을 하게 되

면 정렬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인 O()이 제안하

는 기법의 시간 복잡도가 된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

법에서는 기존 기법[9]에 추가로 시간 정보를 추출하

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영상 프레임을 추출할 때 동시

에 하기 때문에 프레임 군 연결하는 것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시간 복잡도 계산 시 고려하지 않았

다.

Table 2는 CPU Intel Core(TM) i5(2.40 GHz 듀얼

코어), OS는 Windows 7 Enterprise K Service Pack

1, 메모리는 8 GB인 컴퓨터에서 프레임 군을 연결하

여 연결된 영상으로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

정한 결과이며,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원율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한 동영상 파일

은 MPEG-4 Visual 코덱으로 인코딩된 약 6MB의 

동영상 파일 20개에 대해 각 프레임 군의 개수가 10

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200개, 400개로 생성하여 프레임 군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Table 2와 같이 프레임 군의 개수가 10개일 때는 

제안하는 기법으로 연결하였을 때는 약 18분 소요되

고, [9] 기법으로는 약 24분 소요되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해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프레임 군이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

요되는 시간이 매우 커지고 성능의 차이도 프레임 

군의 개수가 400개일 때는 768분과 16,962분으로 매

우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적으로 해석한 n, 즉 프레

임 군의 개수가 커질수록 [9]의 기법은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소요되는 시간의 상승이 상대

적으로 작았다. 이는 제안하는 기법에서 프레임 군을 

연결하기 위하여 모든 프레임을 1:1 매칭을 하기 때

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정렬 후 순서대로 프레임 군을 

연결을 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연결된 동영상 복

원 성능을 실험하기 위하여 C++언어를 활용하여 저

장 매체에 MPEG-4 Visual 코덱으로 인코딩되어 

MP4 컨테이너로 구성된 동영상 파일 20개를 임의의 

크기로 4개로 조각내었으며, 0~90%로 덮어쓰기 하

였다.

Table 2. The performance for proposed method and 

conventional method             (unit : min)

the number of
frame set

Proposed
method(A)

The method
of [9](B)

Rate(%)
(B/A*100)

10 18 24 133.3

20 24 66 275.0

30 36 126 350.0

40 48 216 450.0

50 60 312 520.0

60 90 408 453.3

70 102 600 588.2

80 126 834 661.9

90 132 972 736.4

100 156 1,176 753.8

200 360 4,434 1231.7

400 768 16,962 2208.6



1499시간 정보를 활용한 동영상 파일 복원 기법

Fig. 6은 덮어쓰기 정도에 따른 프레임 연결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결과이다. 동영상 조각이 

4개인 상황에서 실험 결과는 덮어쓰기의 정도에 클

수록 연결된 동영상으로 복원율이 낮아지지만 덮어

써지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의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복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 파일 단위로 

복원하는 기법에서는 MP4 컨테이너로 구성된 동영

상 파일은 온전한 파일이 존재하여야 연결된 동영상

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동영상의 일부가 덮어써지면 

복원이 전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on-STSZ는 [9]에서 제안한 MP4의 메타정보

(STSZ)가 없을 경우에 복원율을 표기한 것이다.

Non-STSZ의 경우에도 디코더를 통해 조각난 부분

이라고 검증되는 부분을 모든 프레임 군과 매칭시켜 

디코더를 통해 검증하여 찾기 때문에 일부가 덮어써

지더라도 나머지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복원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의 Seq. Time으로 명시된 부분은 본 논문에

서 제안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군을 연결하

는 기법으로 복원율은 기존 기법에서 제안한 Non-

STSZ와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형성된 프레임 군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조각난 부분을 연결하기 때문

에 덮어써지지 않은 프레임 군들이 모두 시간 순으로 

정렬과 동시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덮어써지지 않은 

프레임들이 복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파일에서 의미있는 최소 단

위인 프레임 단위로 복원하는 기법에서 파일의 메타 

정보(STSZ)가 없는 경우에 복원된 프레임들의 집합

인 프레임 군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기법에서 1:1 매칭으로 프레임 군을 연결

하였는데, 제안하는 기법은 영상 프레임 앞에 기록되

어 있는 부가정보인 영상이 녹화된 시간 정보를 이용

하여 프레임 군을 정렬 후 연결하였다. 시간 정보가 

있는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은 시간 복

잡도가 O()에서 O()으로 향상되었고, 실제 실

험을 통해 측정한 시간에서도 성능이 프레임 군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동영상 복구시에는 최근 메모리와 CCTV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평가한 400개의 프레임 개수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야만 실제로 복구에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모든 동영상 파일들이 시간 정보가 영상 

프레임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에 자막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여 제안한 기법이 적용 가능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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