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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VC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의 예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미디

어의 전송을 위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접근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SVC는 한번의 코딩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한 OSMU (One-So

urce-Multi-Use)를 지원하며 단말과 네트워크의 상태

에 맞도록 미디어의 형식변환(transcoding)을 지원하

는 차세대 IPTV를 위한 코덱으로 등장하고 있다.

SVC는 현재 표준화된 대표적인 스케일러블 미디어 이

다.

현재 JPEG2000, MPEG-4 FGS, SVC 등 다양한 형

태의 스케일러블 미디어가 존재한다. JPEG2000[1]은

웨이블릿 방식의 스케일러블 이미지 코딩 방법으로 다

중의 해상도로 변환을 지원하고 있다. MPEG-4 FGS

은 SNR 및 시간적 확장성(temporal scalability)을 지

원하는 코딩방법이다. 그러나 MPEG-4 FGS는 스케일

러블 타입과 코딩 효율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그리 많

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SVC[2]는 ITU-T 및 ISO/IEC가 공동 작업을 통해

표준화한 H.264/MPEG-4 AVC 표준의 Annex G에 정

의된 표준이다. SVC는 하나의 작은 기본 레이어(bas

e layer)와 추가적인 확장레이어(enhancement layer)

로 영상을 압축하여 해상도, 화질, 프레임률을 자유로

이 변환 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SVC는 다음의 4가지 형태의 확장성을 제공한다.

● 시간 확장성 (Temporal Scalability)

프레임율(frame-rate)을 변환

● 공간 확장성 (Spatial Scalability)

해상도(resolution)를 변환

● 화질 확장성 (SNR Scalability)

SNR 값 변환을 통한 화질을 변환

(그림 1)은 SVC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중 공간 확

장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예를 보여준다.

SVC 암호화를 위한 한가지 이슈는 미디어의 어느

부분을 암호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텍스트나 바이

너리 데이터와는 달리 미디어 데이터는 대용량이므로

전체를 암호화 하기에는 성능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부분을 암호화 하

는 것이 하나의 큰 이슈가 된다.

또 다른 이슈는 미디어를 언제 암호화 하는 것인가

이다. 크게 암호화를 적용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인코

딩 전 단계에서 암호화를 적용하는 Precompression

방식, 인코딩 과정에서 암호화를 적용하는 Incompress

ion 방식, 인코딩 이후에 암호화를 적용하는 Postcomp

ression 방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3가지

방식의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하였고, 실시간 전송에 장점을 갖는 Incompression 방

식과 재전송에 장점을 갖는 Postcompression 방식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SVC 암호화 메커니

즘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커

니즘은 미디어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계층별 접근제

어가 가능하며 영상의 재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인코

더 대비 약 3% 이내의 보안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경

량화된 기술로 적용성이 매우 높은 방식으로 설계되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2장은 S

VC의 3가지 암호화 방식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하이

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접근제어 기술 및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3가지 암호메커니즘 분석

SVC 영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슈를 고

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영상의 어떤 부분을 암호화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비디오 데이터는 보통 대용량이며 고

속의 전송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디오 전체를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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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 모듈의 독립성을 제

공한다는 것이다. 인코딩이 완료된 후 암호화를 적용

하므로 인코더와 보안모듈의 분리가 가능하다. 이 방

식은 format compliance는 만족하지 않는다. 인코딩

이후 암호화가 적용되므로 표준 디코더가 암호화된 영

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코딩 후 암호화

를 적용하기 때문에 압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 comp

ression friendly 한 암호 방식이기도 하다. 선택적으로

암호화가 가능한 영역은 PPS(Picture Parameter Set),

SPS(Sequence Parameter Set), IDR(Instantaneous D

ecoding Refresh Picture) 등의 영역 이 있다. 그러나 i

ncompression 방식에 비해서는 암호화 영역을 섬세하

게 적용하지는 못한다. <표 1>은 3가지 방식의 암호기

술을 비교하였다.

<표 1> 3가지 비디오 암호화 방식의 비교

3.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접근

제어 기술

3.1 하이브리드 방식의 SVC 미디어 보호기술

본 논문에서는 SVC 미디어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접근 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하이브리드 방식

은 incompression 방식과 postcompression 방식을 혼

용한 방식이다. incompression 방식은 암호화 영역을

최소화하여 영상 암호화 성능을 매우 높일 수 있고, fo

rmat compliance를 만족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표준 디

코더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실시간 방송 보호를 위해 incompression 방식을 채택

하였다.

Postcompression 방식은 format compliance는 만족

하지 못하지만 security module independence를 만족

하는 장점이 있어 수신한 방송영상을 사용자의 다른

단말로 재사용하기 위한 재사용/재전송 기술로 채택하

였다.

(그림 3)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케일러블 영상 보호 기술

(실시간전송 구간)

(그림 3)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스케일러블 영상보호 기

술 중 실시간 전송구간의 구조를 보여준다. 실시간 전송을

위해 SVC 영상 암호화기는 영상의 인코딩이 진행되는 동

안 영상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특정 파라미터를 암호화 한

다.(incompression 방식)

본 논문에서는 암호영역에 따른 암호화 type을 정의하

여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에서 각 암호화 타입별로 영상의 왜곡도

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암호화 타입 및 암호영역은 다음과 같다.

● 타입 0 : 암호화 없음

● 타입 1 : IPM(Intra Prediction Mode)

+ Texture sign

● 타입 2 : MVD(Motion Vector Difference)

● 타입 3 : IPM + Texture sign + M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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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영상

(해상도)
암호타입

초당평균 디코딩

프레임수

보안

오버헤드

1280*960

0 20.18 -

1 20.16 0.10%

2 19.93 1.24%

3 19.9 1.39%

640*480

0 80.86 -

1 80.76 0.12%

2 79.44 1.76%

3 79.34 1.88%

테스트영상

(해상도)

암호

유/무
시간（ms)

보안

오버헤드

1280*960

X
1프레임 평균

디코딩 시간
49.56

O
1프레임 평균

복호화 시간
0.922 1.86%

640*480

X
1프레임 평균

디코딩 시간
12.36

O
1프레임 평균

복호화 시간
0.375 3.03%

본 메커니즘은 또한 SVC의 계층별 접근제어를 위

해 계층별로 암호화 키를 차등 적용하여 배포하는 메

커니즘을 적용하였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사용하는 보유한 키 소유 권한에 따라 차등화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어, 레이어 1~3까지의

복호화키를 보유한 사용자는 HD급의 영상 시청이 가

능하며, Layer 1 키만 보유한 User3의 경우 CIF급 영

상만의 시청이 가능하다. 동일한 영상에 대해 권한보

유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U

ser3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Layer 2~3에 대한 복호

화 키를 습득한 후 HD급 영상의 시청이 가능하게 된

다.

3.2 시험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암호화(incompression 및 po

stcompression 방식)를 경량화 하기 위해 특정한 정보

만을 추출하여 암호화 하였다.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ncompression 방식의 경우, IPM, Texture sign,

MVD, Entropy coding 파라미터 등을 암호화 타입분

류에 따라 조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였으며, Postcom

pression 방식의 경우, IDR, SPS, PPS NAL을 암호화

하였다. 구현을 통해 시험한 결과화면은 (그림 3, 4, 7,

8)에 포함되어 있다.

선택적 암호화를 적용하여 보안 모듈을 경량화 한

결과 보안 오버헤드는 3%이내의 좋은 성능을 보였다.

<표 2> Incompression 방식의 보안 오버헤드

<표 3> Postcompression 방식의 보안 오버헤드

<표 2>와 <표 3>은 각각 선택적 암호화 적용에 따

른 incompression 방식과 postcompression 방식의 보

안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표 2>의 경우 보안 오버헤

드 값은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암호타입 0에 비해

암호화를 적용한 경우의 초당평균 디코딩 프레임수의

감소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디코더의 성능은

초당 디코딩 프레임 수에 의해 좌우된다. 초당 디코딩

프레임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디코더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다.

성능결과를 요약하면 Incompression 방식의 경우 H

D급 및 SD 급 영상 모두 2% 이내의 보안 오버헤드를

보였으며, Postcompression 방식의 경우, 약 3% 이내

의 오버헤드를 보였다.

3.3 선행연구와의 비교

기존의 영상콘텐츠 보호기술인 CAS, DRM 등은 인

코딩이 완료된 영상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한다. 만약

SVC와 같은 스케일러블 영상을 기존 방식으로 암호화

하는 경우 이후 암호화된 영상의 형식변환이 불가능하

다. 암호화된 영상데이터에서 레이어 정보의 확인 및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메커

니즘은 인코딩 과정에서 암호화를 하거나 NAL 단위

로 레이어 정보를 보존하며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암

호화된 영상의 형식변환이 가능하다. CAS, DRM 등의

기존 기술에 SVC를 포함한 스케일러블 미디어를 지원

하기 위해 본 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로 [4]는 incompression 방식의 암호 메커

니즘을 제안하였다. [4]에서는 H.264/AVC 영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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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IPM값과 MVD값을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그러나 IPM과 MVD 값만을 암호화하는 경우 repl

acement attack 즉 표준 디코더의 도움을 받아 상당부

분의 원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기

준이 되는 키 프레임 즉 IDR 프레임이 암호화되지 않

기 때문에 움직임 벡터에 해당하는 MVD 값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식은 H.264/AVC에 한정

된 기술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별 접근제어 등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IPM과 MVD

외에 추가로 Texture sign 값 즉 IDR 프레임의 압축

을 위한 일부 정보를 암호화 하였기 때문에 replaceme

nt attack을 통해서도 원영상의 복구가 불가능 하다.

[7]은 postcompression 방식의 암호화 방식을 제안

하였다. [7]에서는 SPS, PPS 헤더, IDR 프레임, 매크

로 블록의 슬라이스 헤더와 DC 계수의 차분 값 등을

암호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IDR, SPS, PPS 값

에 암호화를 적용한 경우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7]에서 암호화 오버헤드 수치는 제시되

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암호화 영역이 본 논

문의 방식에 비해 넓고 암호화 적용 위치가 산재되어

암호화 성능은 본 논문의 방식에 비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7]의 연구 역시 H.264/AVC에 한정된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계층별 접근제어는 불가능

하다.

현재까지 incompression 방식과 postcompression

방식을 혼용하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재사용을 지원하

는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다.

본 논문의 미디어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계층별

접근제어 및 미디어의 재사용을 지원하는 3가지 특징

역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본 논문의 제안방식은 <표 1>의 Incompression 방

식과 Postcompression 방식을 수용하면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콘텐츠 전송에 대한 보안성 및 접근제어 기

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케일러블 미디어의 암호화 방식을

암호 적용 시점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

한 이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계층별

접근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메커니즘은 실시간 전송을 위해 incompression

방식의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비실시간 재전송

을 위해 postcompression 방식의 암호화를 적용하였

다. 또한 보안모듈의 경량화를 위해 선택적 암호화 기

법을 적용하였다. 본 메커니즘은 미디어의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계층별 접근제어가 가능하고, 영상의 재사

용을 지원하는 장점을 갖는다.

본 메커니즘을 구현한 결과 인코더 대비 약 3% 이

내의 보안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매우 경량화된 기술로

적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층별 접근제어를 위한 키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및 추가의 선택적 암호화 파라미터 추출 등

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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