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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된 Scalable Video Coding (SVC) 비트스트림에서의 조건적 접근제어을 위한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기술은 한번 인코딩 후 비트스트림 추출을 통
해 다양한 확장성(scalabbility)을 가지는 비디오를 생성 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하는 단위마다 다
른 키로 암호화 하여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건적 접근제어 기술
은 암호화 시 복수의 키가 필요하며 이는 키의 관리와 분배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케일러블 코딩기법에서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키 관리기
법을 살펴보고 SVC 의 확장 구조에 맞는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SVC 를 이용
한 스트리밍 테스트베드에서 구현되어,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키 관리기능의 유용성을 확인하
였다. 

 

1. 서론 

현재 고성능 단말기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은 다
양한 사용자 환경을 가져다 주었고 이러한 다양한 사
용자 환경으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적응변환은 
주요한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비-스케일러블 코딩 기
술은 사용자 환경에 따른 적응변환 시 매번 재 인코
딩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적응변환이 용이한 새로운 
코딩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새로운 스케일러블 코딩 
기술은 한번의 인코딩 후 비트스트림 추출만으로 다
양한 사용자 환경에 쉽게 적응시킬 수 있고 적응서버
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코딩 기술이다.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용이한 적응변환은 스케일러

블 콘텐츠가 기본레이어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로 확
장하는 확장구조에 기인하며 이때 상위레이어가 절삭
되어도 하위레이어 만으로 디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비트율에 맞도록 상위레이어를 절삭하여 전송함
으로 적응변환을 제공할 수 있다. 
스케일러블 콘텐츠는 비트스트림에서 확장의 단위

로 구분하고 확장하는 부분을 다른 키로 암호화 하여 
사용자가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복호화 할 수 있도
록 키의 조합을 제공함으로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
할 수 있다.[1] 이때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해서는 사
용자에게 복수의 키를 전송해야 하는데 스케일러블 
코딩 기술이 제공하는 확장성(Scalability)과 해당 확장
성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많이 설정된다면 암/복호화에 
사용될 키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용자 단말과 
키 서버단에 복잡도를 유발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SVC 조건적 접근제어 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Master Key” 에서 각 
확장성에 대한 레이어의 암/복호화에 사용될 키를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SVC 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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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구조에 적합하므로 SVC 비트스트림에서 조건적 접
근제어 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2.  관련연구 

2.1 스케일러블 코딩 기술 (Scalable video coding) 

스케일러블 코딩기술은 부호화된 콘텐츠를 재 부호
화 없이 비트스트림의 추출(Extraction) 만으로 다양한 
버전의 콘텐츠를 생성하여 개별 단말에 적응 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 기술인 
SVC 가 MPEG 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SVC 는 
H.264/AVC 를 기반으로 우수한 코딩 효율을 보장하면
서도 시간,공간,품질의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
재 가장 크게 기대 받고 있는 코딩 기술이다.[3] (그림 
1)은 SVC 비트스트림이 기본레이어를 바탕으로 시간, 
공간, 품질 확장성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 공간, 시간, 품질의 확장성(scalability)을 제

공하는 SVC 비트스트림 구조 
 

2.2 암호화된 SVC 비트스트림을 이용한 조건적 접근

제어 방법 

SVC 에서 다양한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법은 확장단
위에 따라 다른 키를 할당하여 암호화 하는 것이다. 
SVC 에서 확장 단위는 NAL 단위가 되고 각 NAL 은 
고유한 확장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유한 확장
정보를 가진 NAL 들을 같은키로 암호화 하여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할수 있다. (그림 2)는 SVC 에서 조건
적 접근제어를 위해 동일한 확장정보를 가진 NAL 을 
동일한 키로 암호화한 그림이다. 이때 점선은 기본레
이어가 확장할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점선
내의 모든 NAL 들은 다른 키로 암호화 된다.[1] 
 

 
(그림 2)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SVC 비트스트림의 

암호화 

2.3 기존의 스케일러블 멀티미디어에서의 키 관리 
기법 

 
스케일러블 콘텐츠는 제공하는 확장성을 의미하는 

타입과 각 타입이 몇 개로 분할된 레이어로 구성된다.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특정 레이어에 접근에 있어서는 
높은 레이어의 접근을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레이어
에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낮은 레이어에서 그보
다 높은 레이어로의 접근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에서의 접근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Scalable Layered Access 
Control(SLAC)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스케일러블 콘
텐츠에 대한 계층적인 접근과 각 계층에 대한 효과적
인 키 생성 및 할당을 보여주었다.[4] SLAC 방법은 일
반적인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타입과 레이어에 따른 
키 관리와 접근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키 관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용어를 정의한다. 

 
n   확장 가능한 타입의 갯수 

jn  j번째 타입의 레이어 수 

jiL ,  j번째 타입의 i번째 레이어  

K  
“Master Key” 모든 비트스트림으로 접근할수 
있는 키  

jiK ,  “레이어 키” j 번째 타입의 i 번째 레이어에 
접근할수 있는 키 

jK  “타입 키” j 번째 타입의 가장 높은 레이어
를 암호화 하는데 사용되는 키 

a ||b 결합연산자, 코드 a와 코드 b의 결합에사용됨
)(xH x에 대한 암호학적 해쉬 코드 

 
높은 접근 레이어는 곧 그보다 낮은 레이어에 대

한 접근이 허용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레이어 

jaL ,
는 동일한 타입인 j 의 레이어 a 보다 낮은 모든 

레이어 { }aiL ji <, 에 접근 가능하다. 타입 j 의 타입 

키인 jK 는 “Master Key”인 K 와 타입에 따라 (식 1)에 

의해 생성된다. (식 1)은 마스터키로 타입 키를 발생시
키는 식이다. 이때 “ || ”는 결합연산자 이며 두 값을 
결합하는데 사용되는데 실제로 결합 시에는 두 코드 
사이에 구분자를 두어서 이후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xH 는 x 에 대한 암호학적 해쉬함수로 일
방향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값으로 입력값
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식 1) 을 통해 
생성된 타입키 jK 는 레이어 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

며 레이어 키는 (식 2)에서 보듯이 레이어수 jn 만큼 

해쉬함수의 반복을 통해서 발생된다. 
  
 

)||( jKHK j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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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 
 

(식 1)과 (식 2)에서 보듯이 SLAC 방법은 “Master 
Key” K 를 통해 각 타입에 대한 타입 키를 발생시키
고 각 타입 키를 통해 타입내의 레이어에 대한 레이
어 키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데 레이어 키의 발생
시에는 암호학적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시키므로 
해당 레이어 키로 하위 레이어 키를 생성 가능하나 
상위레이어 키를 생성이 불가능하므로 접근권한 이상
의 접근을 차단할수 있다. 

(그림 3)은 JPEG2000 에서 공간, 품질 타입과 각 레
이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JPEG2000 의 공간(j=1), 품
질(j=2) 두 가지 타입에 SLAC 방법을 적용한다면 공
간 품질의 레이어는 서로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하나의 Master Key 로 
두 개의 타입 키와 21 nn × 개의 레이어 키를 생성할 
수 있다.[4] 따라서 해당레이어에 생성한 해당 키를 
할당 하는 것으로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3) JPEG2000에서 웨이브렛 기반의 공간확장 및 

비트플레인 기반의 품질확장 
 

MPEG-4 FGS 는 PSNR(j=1) 과 프레임율(j=2)의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고 SLAC 방법을 통해 키를 발
생시키면 두 개의 타입 키와 21 nn × 개의 레이어 키가 
발생한다. 이때 PSNR 과 프레임율은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영역으로 분할 하고 분할된 영역은 
해당 PSNR 과 비트율에 해당하는 두 개의 키를 결합
하여 암호화 한다. (그림 4)는 비트율과 PSNR 로 구분
한 MPEG-4 FGS 비트스트림이며 두 타입의 중첩영역
은 Seg (PSNR, 비트율) 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의 예
에서 Seg (2,3)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키는 

2,31,2)3,2( || KKK seg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복호화시

에는 다시 키를 분리하고 분리된 키의 해쉬값을통해
서 하위 중첩영역을 복호화 할수 있다. 
 

 
(그림 4) MPEG-4 FGS에서 PSNR 과 비트율의 중첩영

역으로 분할 

이때 생성되는 키의 개수는 21 nn × 가 되지만 실제

로 사용되는 키는 121 ++ nn 개가 되고 두 개의 키는 

타입키 이므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121 −+ nn 개

가 된다. 
 

3. 제안하는 키 생성 기법 

 
SVC 는 시간, 공간, 품질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세 개의 타입 키를 발생시킬 수 있고 각 타입이 
가지는 레이어의 개수만큼의 레이어 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시간 공간 품질에 각각 nml ,,  개씩의 
레이어가 있다면 nml ×× 개의 키가 발생 하게 된다.  

SVC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MPEG-4 FGS 에서와 같
이 생성한 키를 결합하여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SVC 의 모든 확장레이어는 공간(j=1), 시
간(j=2), 품질(j=3)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공간 a, 시간 b, 품질 c 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키는

3,2,1, ||||c)b,,( cba KKKaK = 로 생성할 수 있다. 생

성된 키로 암호화를 하면 계산된 하나의 키를 전송함
으로 하위레이어를 모두 복호화 할수 있다. 예를들어 
(그림 2)에서 공간 1, 시간 0, 품질 1 로 접근하고자 할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Key(0,0,0), Key(0,0,1), Key(1,0,0), 
Key(1,0,1)의 4 개의 키가 필요했으나 SLAC 방법은 
Key(1,0,1)만 전송해서 (식 3)에 의해 각 타입키로 분리
시키고 분리된 키에서 하위키를 발생시켜 하위키의 
조합으로 복호화에 필요한 4 개의 키를 생성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SVC 의 품질확장레이어의 확

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SVC 는 공간 확장을 
위해 하위 공간영역의 모든 품질 레이어가 필요하므
로 (그림 2)에서 기본레이어(하위공간레이어)와 공간확
장레이어의 복호키인 Key(0,0,0)과 Key(1,0,0) 뿐 아니
라 하위공간 레이어의 모든 품질레이어에 해당하는 
복호키인 K(0,0,1)도 필요하다. 
따라서 SVC 코딩 기법의 확장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키 생성 기법이 필요하다. (그림 5)는 SVC 확장기법에 
따른 제안하는 키 생성 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제안하
는 방법은 SVC 의 공간, 시간, 품질의 세 가지 타입을 
공간 시간 의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하고 품질 확장 
레이어를 공간과 시간의 타입에 종속된 레이어로 생
각하여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표 1>에서 key(a,b,c)는 공간 a, 시간 b, 품질 c 에 접근
하기 위해 필요한 키 이며 접근에 필요한 키 들은 서
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임의로 생성한 값이다. 
<표 2>에서 )(||),( 21 bKcaK 는 공간 a, 시간 b, 품질 c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키이며 높은 레이어가 낮은 레
이어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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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VC 키 생성을 위해 세 개의 타입을 두 개

의 타입으로 두고 키를 생성하는 그림 
 

<표 1>은 키 생성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건적 접
근제어를 구성한 표이며 <표 2>는 키 생성기법을 사
용하여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한 표이다. 키 생성기
법을 사용하지 않을 시 1~6 개까지 키가 전송되고 키 
생성기법을 사용할 시 결합된 1개의 키만으로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할 수 있다. 

 
<표 1> 키 생성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접근에 필요한 키 

Spatial Quailty 15 fps 30 fps 
Base {key(0,0,0)} Not exist QCIF 
FGS {key(0,0,0),key(0,0,1)} Not exist 
Base {key(0,0,0),key(0,0,1) 

key (1,0,0) } 
{key(0,0,0),key(0,0,1) 

Key(1,0,0),key(1,1,0)} 
CIF 

FGS {key (0,0,0),k(0,0,1) 
key (1,0,0),key(1,0,1)} 

{key(0,0,0),key(0,0,1) 
key(1,0,0),key(1,0,1) 
key(1,1,1),key(1,1,0)} 

 
<표 2> 제안하는 키 생성기법을 사용할 경우 접근에 필요한 키 

Spatial Quailty 15 fps 30 fps 
Base )0(||)0,0( 21 KK  Not exist QCIF 
FGS )0(||)1,0( 21 KK  Not exist 

Base )0(||)0,1( 21 KK  )1(||)0,1( 21 KK  CIF 
FGS )0(||)1,1( 21 KK  )1(||)1,1( 21 KK  

 
4. 실험 및 분석 

제안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SVC 코
딩기법으로 인코딩 된 콘텐츠에 대해 제안하는 방법
으로 키를 생성한 후 암/복호화를 시도하였다. 인코딩
은 QCIF 와 CIF 의 2 개의 공간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
며 QCIF는 base layer로써 hierarchical B picture구조로 
15fps로 부호화된다. CIF의 경우, 30fps의 동영상을 2 
시간 레벨로 구성하여 부호화하였고 QCIF, CIF각각에 
대해 1 개씩의 FGS 레이어를 두어 품질에 대한 확장
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험 방법은 SVC 로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SLAC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키를 생성
하여 각 확장단위마다 암호화하였고 설정된 접근조건
에 따라 비트스트림 추출된 암호화된 비트스트림과 
해당하는 접근키를 테스트베드 송신단에서 송신하였
다. 수신단에서는 접근키를 계산하여 복호키를 생성하
고 비트스트림을 복호화 시도 하였다.  

<표 3>과 <표 4>는 각각 SLAC 방법과 제안하는 방

법으로 접근키를 계산하고 접근키로 레이어키를 추출
하여 해당 접근조건에 대해 복호화를 시도한 실험 결
과이다. 실제 필요한 키는 <표 1>과 같으며 표에서 보
듯이 SLAC 방법으로는 공간 확장 시(QCIF 에서 CIF
로 확장) 품질확장 복호 키를 추출할 수가 없어서 완
전한 접근을 할 수 없다. 

 
<표 3> 접근조건에 따라 SLAC 방법으로 키를 할당하고 할당된 키에서 레이어 

키를 추출한 결과 

접근조건 접근키 추출된 레이어 
 복호키 

접근 
여부 

QCIF,15fps,FGS qts KKK ,1,0,0 ||||  key(0,0,0),key(0,0,1) 가능 

CIF,15fps,base qts KKK ,0,0,1 ||||  key(0,0,0),Key(1,0,0) 불가 

CIF, 30fps,base qts KKK ,0,1,1 ||||  key(0,0,0)key(1,0,0) 
key(0,1,0),key(1,1,0) 불가 

 
<표 4> 접근조건에 따라 제안하는 키 생성기법으로 키를 할당하고 할당된 키

에서 레이어 키를 추출한 결과 
접근조건 접근키 추출된 레이어 

복호키 
접근 
여부 

QCIF,FGS,15fps )0(||)1,0( 21 KK  Key(0,0,0),key(0,0,1) 가능 

CIF,base,30fps )0(||)0,1( 21 KK  key(0,0,0),key(0,0,1)
Key(1,0,0) 가능 

CIF,base,30fps )1(||)0,1( 21 KK  key(0,0,0),key(0,0,1)
key(1,0,0),key(1,1,0) 가능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VC 코딩기법에 적합한 키 관리 기
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스케일러블 콘텐츠의 키 관리 
기법은 SVC 가 지원하는 시간, 공간, 품질 확장성에 
대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SVC 에 직접 적
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SVC 확장구조를 분석하여 SVC 의 공간과 시
간 타입에 대한 품질 타입의 상관성에 기반한 키 관
리 기법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유
효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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