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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의 XOR-ACC 구현

( An Implementation on the XOR-ACC of Multimedia Fingerprinting

using Neural Network )

이 강 현
**

( Kang Hyeon RHEE )

요 약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분야에서 반공모에 강한 탄력성을 갖는 BIBD(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기반의 코드가

많이 사용된다. BIBD 기반의 코드를 논리적 XOR연산으로 공모공격 코드를 생성할 때, 공모된 코드가 비공모자의 원 핑거프

린팅 코드와 동일하게 생성이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공모자가 공모자로 판정이 되며, 반면에 공모자가 비공

모자로 판정되어 공모자 추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각한 오판정의 공모자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관계수 측정에 의한 (AND, OR, XOR and

Averaging)-ACC(Anti-Collusion Code)에서 XOR-ACC를 다층 퍼셉트론의 신경망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실험을 통

하여, BIBD 기반의 {7,3,1}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코드의 XOR-ACC의 효율성이 기존의 41.18%에서 88.24%로 향상되어 공모

자 추적율도 기존의 53%에서 100%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모공격에 대한 공모자와 비공모자의 구분을 완전하

게 추적과 판정을 할 수 있다.

Abstract

In multimedia fingerprinting field, it is many used a code based on BIBD, which has a strong resiliency of

anti-collusion. When a collusion-attack code is generated with a logical XOR operation using the code based on BIBD,

then some cases are occurred that a colluded code could be generated to the same fingerprint of non-colluder on the other

hand, the colluder is decided to the non-colluder so that he would be excepted in the colluder tracing.

For solving the serious problem of the wrong decision of the colluder tracing in this paper, XOR-ACC is implemented

using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among (AND, OR, XOR and Averaging)-ACC by the measured correlation

coefficient. Through the experiment, it confirms that XOR-ACC efficiency of multimedia fingerprinting code{7,3,1} based on

BIBD is improved to 88.24% from the conventional 41.18%, so that a ratio of the colluder tracing is also improved to

100% from the conventional 53%. As a result, it could be traced and decided completely a sectional colluder and

non-colluder about the collusion attacks.

Keywords : Multimedia fingerprinting, BIBD(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ACC(Anti-Collusion Code),

Neural network, Colluder tracing.

Ⅰ. 서  론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1～2, 12]

분야에서 공모자들의

공모공격[3, 16]에 대하여 반공모코드 (ACC: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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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usion Code)[4, 10, 13, 17]의 연구는 주로 논리적 AND

연산 가정의 AND공격에 대한 AND-ACC
[4～5, 17]

로 진

행되었으며, 평균화공격(Averaging attack)
[6]

등 다양한

형태의 ACC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Rhee는 2006

년 [21]의 논문에서는 역전파(EBP: Error Back

Propagation) 홉필드 신경망(Hopfield neural network)을

이용한 공모된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코드의 검출과

2009년 [1]에서 논리산술적으로 연산되는 AND, OR,

XOR, Averaging 공모공격을 통합한 (AND, OR, X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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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veraging)-ACC를 발표하였다.

[1]의 논문에서, 콘텐츠 사용자가 자신들의 멀티미디

어 핑거프린팅 코드를 논리적 XOR 연산으로 생성하는

공모코드에 대해서, 순수한 사용자가 공모에 가담하지

않고서도 공모자로 판정이 되거나, 악의성 공모자가 공

모에 가담하고서도 공모자 판정에서 벗어난 일부 결과

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와

공모코드들 간에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측정

에 의한 XOR-공모자 추적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XOR 문제
[7]

는 1998년에 Minsky와 Papert도

신경회로망에서 단층 퍼셉트론이 선형 분리성 기반이므

로, XOR이 선형 분리 불가능한 문제로 증명하였다
[8]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에 David Rumelhart
[9]

가

일반화된 델타규칙(GDR: Generalized Delta Rule)을 제

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발생되었던, XOR 연산의 공

모코드에서 공모참가자와 비참가자의 공모추적자 오판

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경망을 이용한 멀티미

디어 핑거프린팅의 XOR-ACC를 구현한다.

제 Ⅱ장에서는 본 논문에 사용된 이론적 배경을 설명

하고, 제 Ⅲ장에서는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의 XOR-ACC를 구현하고, 제

Ⅳ장에서는 구현된 XOR-ACC의 성능측정과 실험결과

를 비교분석하여 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이론적 배경

2.1 XOR-공모자 추적의 오판정

[1]의 논문에서, BIBD
[11]

기반의 핑거프린팅 코드

{7,3,1}로 생성되는 총 공모코드 수는 119개이다. 이중에

서 XOR 논리연산으로 생성되는 일부 공모코드 14개는

all 0s 또는 all 1s의 비트열로써 공모공격에 사용할 수

없으며, 49개는 공모자가 공모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공모코드이지만, 반공모코드(ACC)로 검출이 되어, 여기

에 가담한 악의성 공모자 모두가 추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56개 공모코드 중에서 28개는 공모에 가담하지

않고서도 공모자로 추적이 되는 억울함과, 28개는 공모

에 가담하고서도 공모자 추적에서 벗어난 해프닝이 그

림 1과 같이 분포된다.

이러한 공모자 오류판정은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

드와 공모코드들 간에 상관계수 측정에 의한 공모자

추적 판정을 하기 때문에 공모자들이 자신의 핑거프린

그림 1. XOR-공모연산에 따른 공모코드의 수 및 특성.

Fig. 1. Numb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llusion code

by XOR-collusion operation.

Users No. code Fingerprinting code

User 1 code 0 1 0 1 0 1 0

User 2 code 1 0 0 1 1 0 0

User 3 code 0 0 1 1 0 0 1

User 4 code 1 1 1 0 0 0 0

User 5 code 0 1 0 0 1 0 1

User 6 code 1 0 0 0 0 1 1

User 7 code 0 0 1 0 1 1 0

표 1. ACC를 위한 BIBD{7,3,1}에 의한 핑거프린팅 코

드.

Table 1. Fingerprinting codes by BIBD{7,3,1} for ACC.

팅 코드를 서로 간에 XOR 논리연산으로 공모코드를

생성할 때, 이 공모코드가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순수

한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와 같게 되어서 순수한

사용자가 공모자로 판정이 되고, 반대로 악의성이 있는

공모자는 공모판정에서 벗어나는 심각한 오류의 결과

가 된다.

표 1은 ACC
[4, 10]

에 사용되는 BIBD
[1]

기반의 멀티미디

어 핑거프린팅 코드로 사용하고, 각 행벡터를 사용자의

코드로 할당한다.

표 1에서 사용자 5,6,7이 공모자가 될 때, 표 2의 공

모코드가 생성되고, 또한 사용자 1,2,3,4가 공모자가 될

때, 표 4의 공모코드가 생성된다.

표 2에서 XOR-공모로 생성된 코드는 ‘1110000’으로

표 3과 같이 사용자 4의 원 핑거프린팅 코드와 같게 되

는 상관계수 1(음영 셀)로써 사용자 4는 공모자로 판정

이 된다.

표 4에서 XOR-공모로 생성된 코드는 ‘000111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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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연산 종류 공모코드(User 5,6,7) 비 고

AND 0000000 “all 0” 비트열

OR 1110111

XOR 1110000
User 4와 같은

코드생성

Averaging 0000111

표 2. User 5,6,7의 공모코드.

Table 2. Collusion codes of the User 5,6 and 7.

핑거프린팅

코드

공모연산 종류 상관계수

평균값

공모

참가

에러

판단AND OR XOR Averaging

User1 code - -0.4714 -0.1667 -0.1667 -0.2682

User2 code - -0.4714 -0.1667 -0.1667 -0.2682

User3 code - -0.4714 -0.1667 -0.1667 -0.2682

User4 code - 0.3536 1.0000 -0.7500 0.2012 ☹
User5 code - 0.3536 -0.1667 0.4167 0.2012 ●

User6 code - 0.3536 -0.1667 0.4167 0.2012 ●

User7 code - 0.3536 -0.1667 0.4167 0.2012 ●

표 3. 표 2의 공모연산 코드와 User들의 핑거프린팅

코드와의 상관계수 및 공모자 추적.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users

fingerprinting codes and the collusion codes in

Table 2, and the colluder tracing.

연산종류 공모코드(User 1,2,3,4) 비 고

AND 0000000 “all 0” 비트열

OR 1111111 “all 1” 비트열

XOR 0001111
User 4와 비트열

반전 코드생성

Average 1111000

표 4. User 1,2,3,4의 공모코드.

Table 4. Collusion codes of the Users 1,2,3 and 4.

핑거프린팅

코드

공모연산 종류 상관계수

평균값

공모

참가

에러

판단AND OR XOR Averaging

User1 code - - 0.1667 0.1667 0.1667 ●

User2 code - - 0.1667 0.1667 0.1667 ●

User3 code - - 0.1667 0.1667 0.1667 ●

User4 code - - -1.0000 0.7500 -0.1250 ● ☻
User5 code - - 0.1667 -0.4167 -0.1250

User6 code - - 0.1667 -0.4167 -0.1250

User7 code - - 0.1667 -0.4167 -0.1250

표 5. 표 4의 공모연산 코드와 User들의 핑거프린팅

코드와의 상관계수 및 공모자 추적.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Users

fingerprinting codes and the collusion codes in

Table 4, and the colluder tracing.

표 5와 같이 사용자 4의 원 핑거프린팅 코드와 같게 되

는 상관계수 -1(음영 셀)로써 사용자 4는 비공모자로

판정이 된다.

2.2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신경망은 인간의 학습 기능을 컴퓨팅 하는데, 뇌의

구조를 모방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다. 이를 위하여

뉴런(neuron)을 모델링한 유니트(unit)들과 그 유니트

들 간의 가중치 연결(Weighted connection)로 구성되

는데, 프로그래밍(Programming) 보다는 학습을 통한

시스템이 구현되며 특히, 데이터 세트(Data set) 내에

존재하는 특정 패턴을 인식하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패턴인식, 로보틱스, 문자인식, 음성인식, 의사결정 시

스템, 진단 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등에 응

용되고 있다.

그림 2는 뉴런의 계산 모델[14]로 McCulloch와 Pitts

는 최초로 이진 임계값(Binary threshold)을 갖는 유니

트를 제시하였으며 수학적 모델은 n개의 입력 신호의

가중 합을 취하여 식(1)과 같이 임계값보다 크면 출력

y는 1, 작으면 0이 되는 단층 퍼셉트론이다.

(1)

여기서 b는 바이어스(bias)로 뉴런의 임계값

(threshold)이다.

이후 여러 연구에 의하여 Hebb의 학습규칙과 Frank

Rosenblatt에 의해 델타 규칙(Delta rule)과 같은 기법

들이 개발되었으나, 1969년에 Minsky와 Papert는 델타

규칙에 의한 퍼셉트론의 한계로서 XOR 문제[7]는 단층

퍼셉트론이 선형 분리성 기반이므로, XOR이 선형 분리

불가능한 문제로 증명하였다
[8]

. 이후 1986년에 David

그림 2. 단층 퍼셉트론.

Fig. 2. Single layer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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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층 퍼셉트론.

Fig. 3. Multi-layer perceptron.

Rumelhart[9]의 오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15]으로 GDR

이 제안되어 XOR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림 3은 전방계산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이며, 입력

층 xpi의 연결에지 wji의 은닉층 입력 xji와 은닉층 출력

xj의 연결에지 wkj에 의한 출력층 xk의 입력 xkj 및 출력

xk는 식 (3)～(6)에 의해 실제 출력값 opk가 출력된다.

학습은 입력과 목표 출력을 식(2)와 같이 제시한다.

학습
입력      



목표출력      


(2)

 
  



  (3)

   (4)

  
  



   (5)

    (6)

식(6)의 실제 출력값 ok는 식(7)에 의해 식(2)의 원하는

목표값(Tp)과 실제 출력값(ok) 사이의 오차제곱합으로 E

의 값을 경사하강추적법(Gradient-descent method)에 의

한 최소화가 되도록 학습이 된다.

 


   
 
  



   
  (7)

여기서 p: p번째 학습 패턴

Ep: p번째 패턴에 대한 오차

tpk: p번째 패턴에 대한 k번째 요소

opk: 실제 출력의 k번째 요소

이다.

출력층의 오차합 E가 허용값 이하이거나 반복회수

이상이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퍼셉트론 학습에 의

하여 가중치 wji, wkj 및 바이어스 θj, θk를 갱신하여 식

(2)부터 다시 반복한다.

Ⅲ. 제안된 XOR-ACC의 신경망 알고리즘

2.1에서 서술된 XOR-공모자 추적의 오류판정을 해

결하고 공모된 코드가 ACC 효율성에 만족되기 위하여,

그림 4. 제안된 XOR-ACC의 신경망 알고리즘.

Fig. 4. Proposed algorithm of XOR-ACC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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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제안된 XOR-ACC 신경망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리고 그림 4의

각 기호 설명은 표 6과 같다.

Symbol Usage 비 고

Ui
User Fingerprinting
code(i=1～N,
N=number of Users)

사용자의 핑거프
린팅 코드

Coll_c Collusion code 공모코드

Coll_n colluder number 공모자 번호

Cor_coef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Trace_coll Tracing colluder 공모자 추적

Atten_coll Attended colluder 참가한 공모자

w weight 신경망 가중치

θ bias 신경망 바이어스

Xp Input pattern 입력패턴

Tp Target pattern 목표패턴

PT Perceptron training 퍼셉트론 학습

MM_FP
Multimedia
fingerprinting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Trace_coll DB Tracing colluder DB 추적 공모자 DB

w & θ DB weight and bias DB

XOR-ACC 신경
망시스템의 가중
치 및 바이어스
DB

표 6. 그림 4의 기호 설명.

Table 6. Usage symbols in Fig. 4.

그림 4의 제안된 알고리즘의 동작단계는 다음과 같다.

✝ XOR-ACC 신경망 알고리즘 ✝

[Step 1] BIBD 기반의 사용자 핑거프린팅 코드를 생성.

[Step 2] 공모자에 의한 공모코드 생성.

[Step 3] 각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와 공모코드와의

상관계수측정.

[Step 4] 측정결과가 추적된 공모자와 참가한 공모자들이

동일한가?

yes: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의 공모자 추적 DB

에 등록하기 위하여 [Step 9]를 실행.

no: 동일하지 않으면, [Step 5]에서 XOR-ACC

의 신경망 알고리즘을 실행.

[Step 5] 신경망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임의 값으로 초

기화하고, [Step 3]의 상관계수와 추적할 공모자

번호를 입력과 목표패턴으로 할당함.

[Step 6] 퍼셉트론 학습을 실행함.

[Step 7] 추적할 공모자번호와 참가한 공모자 번호가 동

일한가?

yes: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의 공모자 추적 DB

에 등록하기 위하여 [Step 9]와 가중치와 바

이어스 값 등록으로 [Step 10]을 실행.

no: 동일하지 않으면, [Step 8]을 실행.

[Step 8]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고,

[Step 6]을 다시 실행.

[Step 9] 공모코드에 따른 공모자들의 DB

[Step 10] XOR-ACC 신경망시스템의 가중치 및 바이어

스 값의 DB

Ⅳ. 제안된 XOR-ACC의 실험 및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림 4의 XOR-ACC의 신경망

알고리즘의 실행 조건으로 사용자 수 n=7에 따라서 그

림 3의 기반으로 입력층 7, 은닉층 7, 출력층 7을 갖는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구현하였다, 사용자 핑거프

린팅 코드는 BIBD 기반의 {7,3,1}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공모자 수는 n-1로 2～6명까지 조합으로 총 공모코드

119개의 공모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중 XOR-공모공격

은 XOR 문제성에 기인되어 56개의 공모추적의 오판정

이 발생
[1]

되었지만 제안된 XOR-ACC 신경망시스템에

서 오판정은 0으로 실행결과는 표 7과 같다.

그리고 표 8은 그림 4의 제안알고리즘에서 ➏, ➐, ➑ 

XOR-ACC [1] 제안 알고리즘

(공모자 오판정 수/총
공모공격 수)

56/119 0/119

공모자 검출방법
Correlation
coefficient

Correlation
coefficient
+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표 7. 제안 알고리즘과 [1]의 실행결과 비교.

Table 7. Comparison between [1] and proposed

algorithm.

총
오판정 수

총 공모검출
에폭시 회수

공모공격
1건당 평균
에폭시 회수

공모공격
1인당 평균
에폭시 회수

56 638 11.39 1.63

표 8. [1]의 XOR-ACC 해결을 위한 제안 알고리즘의

에폭시 회수.

Table 8. Number of epoxy times of proposed algorithm

for solving to XOR-ACC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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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epoxy

times
k

W=wji·wkj B=b1·b2

Tpk

ok

Proposed
Algorithm

[1]
W1 W2 W3 W4 W5 W6 W7 B

2 1
0.0198 -0.0177 -1.4873 -0.2812 -1.6007 0.1021 -0.3410 0.8974

0
1

0
0.2880 0.2505 -1.2191 -0.4824 -1.8019 -0.0991 -0.5422 -0.1026 0

2 2
0.4531 -0.4061 -0.7817 -0.8694 0.7659 -1.7247 -0.8433 0.3794

0
1

0
0.721 -0.1379 -0.5135 -1.0706 0.5647 -1.9259 -1.0445 0.6206 0

2 3
0.6671 -0.3116 0.1468 -1.0386 -0.2563 0.8343 -0.7299 1.1821

0
1

0
0.9353 -0.0434 0.4150 -1.2398 -0.4575 0.6331 -0.9311 0.1821 0

1 4 -1.0620 1.9018 0.3617 0.9529 -0.6622 -0.5465 -1.2966 -0.6098 0 0 1

2 5
-2.0108 -0.1538 2.5098 -0.4267 -0.1532 1.8452 -0.8237 -0.1910

1
0

1
-2.2790 -0.4220 2.2416 -0.2255 0.0480 2.0464 -0.6225 0.8090 1

1 6 0.5922 0.5108 -1.7573 0.4685 0.3933 0.6100 1.1819 -0.2827 1 1 1

2 7
-0.0842 -2.1713 -1.7281 0.2034 1.1050 0.6541 -0.5983 -2.1928

1
0

1
-0.352 -2.4395 -1.9963 0.4046 1.3062 0.8553 -0.3971 -1.1928 1

표 9. 표 3의 사용자 4의 비공모자 오판정 해결을 위한 XOR-ACC의 다층퍼셉트론 신경망 파레메터.

Table 9. Parameters of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to solve the non-colluder misjudgment User 4 in Table 3.

Number
of epoxy

times
k

W=wji·wkj B=b1·b2

Tpk

ok

Proposed
Algorithm

[1]
W1 W2 W3 W4 W5 W6 W7 B

1 1 0.0198 -0.0177 -1.4873 -0.2812 -1.6007 0.1021 -0.3410 0.8974 1 1 1

1 2 0.4531 -0.4061 -0.7817 -0.8694 0.7659 -1.7247 -0.8433 0.3794 1 1 1

1 3 0.6671 -0.3116 0.1468 -1.0386 -0.2563 0.8343 -0.7299 1.1821 1 1 1

2 4
-1.0620 1.9018 0.3617 0.9529 -0.6622 -0.5465 -1.2966 -0.6098

1
0

0
-0.8953 2.0685 0.5284 0.8279 -0.7872 -0.6715 -1.4216 0.3902 1

1 5 -2.0108 -0.1538 2.5098 -0.4267 -0.1532 1.8452 -0.8237 -0.1910 0 0 0

1 6 0.5922 0.5108 -1.7573 0.4685 0.3933 0.6100 1.1819 -0.2827 0 0

1 7 -0.0842 -2.1713 -1.7281 0.2034 1.1050 0.6541 -0.5983 -2.1928 0 0 0

표 10. 표 5의 사용자 4의 비공모자 오판정 해결을 위한 XOR-ACC의 다층퍼셉트론 신경망 파레메터.

Table 10. Parameters of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to solve the colluder misjudgment User 4 in Table 5.

단계에서 56개의 공모자 오판정에 대한 학습과정의 에

폭시(epoxy) 회수를 나타낸다.

표 3과 5의 공모자 오판정에 대한 XOR-ACC 신경망

시스템의 실행과정은 표 9, 10과 같다. 여기서 k는 신경

망의 출력 번호로서 핑거프린팅 코드를 사용하는 사용

자의 번호이다.

그리고 W는 은닉층에 인가되는 w1과 출력층에 인가

되는 w2의 가중치의 곱이며, B는 은닉층과 출력층의 바

이어스 b1과 b2의 곱이며, Tpk는 원하는 출력층의 값이

며, ok는 신경망 출력값으로 ‘1’은 본 논문에서 추적하고

자 하는 공모자이며 ‘0’은 비공모자이다. [1]의 결과와

비교해서 표 3과 5의 사용자 4에 대한 오판정된 공모자

와 비공모자의 해결(음영 셀)이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1]의 BIBD기반 {7,3,1}코드를 멀티미

디어 핑거프린팅 코드로 사용한 XOR-ACC 스킴은 119

개의 공모코드 중에서 49개를 커버하는 41.18%였으나,

그림 5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1]의 공모자 및 비공모

자의 오판정 56개 전체를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구현

으로 (49+56)/119의 XOR-ACC로 88.24%의 효율성을

가졌다. 나머지 14개는 all 0s 및 all 1s의 비트열로

XOR-ACC에 사용할 수 없는 코드이다.

그림 5는 제안된 알고리즘과 [1]의 공모자 검출 수와

XOR-ACC의 효율성 비교를 보여주며, 표 11은 기존의

핑거프린팅 알고리즘들과 제안된 핑거프린팅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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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알고리즘과 [1]의 공모자 검출 수와

XOR-ACC의 효율성 비교

Fig. 5. Comparison between number of detected

colluders and XOR-ACC efficiency of proposed

algorithm and [1].

Fingerprinting

algorithms

Anti-collusion

Method

Possible to
trace the
colluders.

(ACC
efficiency)

Dittman[18] d-detecting 2

Boneh[19] c-secure 2

Trappe[4] AND-ACC 2

Domingo_Ferrer[20] 3-secure 3

Rhee[1]

(AND, OR, XOR and
Averaging)-ACC

n-1

(53%)

XOR-ACC (41.18%)

Proposed Algorithm

(AND, OR, XOR and
Averaging)-ACC

n-1

(100%)

XOR-ACC
n-1

(88.24%)

(n: Number of the total Users)

표 11. 제안된 알고리즘과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비교

Table 1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the conventional algorithms.

의 성능비교 표로써, 반공모 방법과 가능한 공모자 추

적범위 그리고 ACC 효율성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BIBD 기반 코드의 멀티미디

어 핑거프린팅 XOR-ACC 신경망시스템 구현으로 공모

자와 비공모자의 추적판정에 대한 성능측정과 효율성

평가를 실행하였다.

반공모에 강한 탄력성을 갖는 BIBD 기반 코드로 기

존의 (AND, OR, XOR and Averaging)-ACC는 53% 효

율성으로 XOR-ACC 부분은 41.18%의 낮은 효율성이

었다. 더욱이 공모자가 추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23.5%

또한 비공모자가 공모자로 판정된 경우가 23.5%로

XOR 공모연산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XOR-ACC를 기존의 상관계

수 측정에 의한 ACC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관계

수와 다층 퍼셉트론 학습의 신경망이 융합된

XOR-ACC 알고리즘이 부가된 (AND, OR, XOR and

Averaging)-ACC는 공모자를 2～(n-1)명까지 100% 추

적할 수 있고, 여기서 XOR-ACC 부분의 효율성은

88.24%로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XOR-ACC 신경망 알고리즘은

논리적 공모연산공격 및 산술적 평균화공격으로 이루어

진 다양한 공모공격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

권보호를 위한 공모자 및 불법배포자 추적에 광범위하

게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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