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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심리음향 모델(Psychoacoustic model) II와 MDCT를 이용한 고음질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가 스펙트럼 마스킹 레벨보다 적은 서브밴드를 선택하여 콘텐츠 사용자의 핑거

프린팅 코드를 삽입하는 포렌식 마킹 방법이다.

원 오디오 신호의 FFT 처리를 위한 2,048 샘플의 한 프레임 범위에서, 3개의 서브밴드를 선택하여 포렌식 마킹을 한다. 핑

거프린팅 코드의 평균화 공격에 따른 공모코드의 100% 추적율을 갖는 범위에서, 한 프레임의 SNR을 측정하였다. 핑거프린팅

코드의 최저강도 0.1 삽입에서 SNR은 38.44dB 이며,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강도 0.5가 추가된 SNR은 19.09dB로 제안된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은 핑거프린팅 코드의 마킹 강인성과 오디오 고음질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forensic marking algorithm is proposed using psychoacoustic model II and MDCT for high-quality

audio. The proposed forensic marking method, that inserts the user fingerprinting code of the audio content into the

selected sub-band, in which audio signal energy is lower than the spectrum masking level.

In the range of the one frame which has 2,048 samples for FFT of original audio signal, the audio forensic marking is

processed in 3 sub-bands. According to the average attack of the fingerprinting codes, one frame's SNR is measured on

100% trace ratio of the collusion codes.

When the lower strength 0.1 of the inserted fingerprinting code, SNR is 38.44dB. And in case, the added strength 0.5 of

white gaussian noise, SNR is 19.09dB. As a result, it confirms that the proposed audio forensic marking algorithm is

maintained the marking robustness of the fingerprinting code and the audio high-quality.

Keywords : Audio forensic marking, Multimedia fingerprinting code, Psychoacoustic model II,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free.

Ⅰ. 서  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없는 오디오

서비스(Audio service)의 편의성을 위하여, Apple의

Steve Jobs가 2007년에 제안하면서 DRM free 서비스

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오디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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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대두되고,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DRM free의

해결방안으로 오디오 포렌식 마킹(Audio Forensic

Marking)의 연구
[1～2]

가 진행되고 있다.

포렌식 마킹은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킹

(Watermarking)의 확장기술로, 콘텐츠가 불법으로 배

포되었을 때,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구

매자 또는 사용자 각각의 유일한 핑거프린팅 코드

(Fingerprinting code)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포렌식 마크로 사용하는 코드가 콘텐츠의 공격

으로 변형이 되어도, 누구의 사용자 코드가 변형되었는

지 추적이 용이하여야 한다. BIBD(Balanced 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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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audio forensic marking algorithm.

Block Design) 코드는 확장성 및 탄력성(Resiliency)의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3] 및 포렌

식 마킹
[4]

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삽입된 코드의 검출

에서, 넌-블라인드 검출(Non-blind Detection)은 불법

배포자의 추적 및 저작권 증명에, 블라인드 검출은 저

작권 통보 및 복제방지에 활용이 된다
[5]

.

오디오 신호에 코드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방법으로,

LSB(Least Significant Bit) 코딩과 Phase 코딩, Echo

hiding 코딩 등의 방법이 있다
[6～8]

. 그리고 의사난수와

통계적인 과정에 기반을 둔 Patchwork 방법
[9]

과 Cox
[10]

가 제안한 확산 스펙트럼(Spread spectrum)을 이용하는

방법, 심리음향 모델(Psycoacoustic model)을 이용하는

방법
[11～12]

등이 있다.

확산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은 의사잡음 코드의 높

은 자기 상관성을 이용하므로 삽입된 코드가 간섭에 강

한 특징이 있어 검출이 용이하지만, 오디오의 음질저하

를 갖게 된다. Phase 코딩 방법은 인간의 청각 시스템

이 절대 위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프리에 계수(Fourier coefficient) 위상정

보에 코드를 삽입한다. 이 방법은 음질 면에서 효과적

이지만, 오디오 데이타 압축과정에서 위상 정보의 변형

으로 워터마킹의 강인성이 저하된다. D.Gruhl과

W.Bender[8]이 제안한 Echo hiding 코딩은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반향에 워터마크를 삽

입한다. 이 방법은 모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주

파수 대역의 신호 특성을 고려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없다. 또한 삽입되는 워터마크 양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반향 신호가 반복적으로 삽입되기 때문에 오디

오 신호의 음질과 워터마크의 강인성이 저하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파수 대역을 부대역으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13]

.

인간의 심리는 시각적 정보는 논리적으로, 청각은 감

성적으로 반응을 한다. 따라서 심리음향 모델이 오디오

신호처리, 오디오 데이터 압축에 사용되며, 이를 이용한

대역 확산 오디오 워터마킹 방법
[11]

도 제안되었으나, 의

사 랜덤 코드를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음질의 저하와 데

이터 압축과정에서 워터마크의 강인성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오디오 워터마킹의 음질저하

개선과 워터마크의 강인성 향상,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

의 불법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오디오 포렌식 마킹

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심리음향 모델 II와 MDCT를

이용하여 음질저하 없이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를

오디오 에너지 신호가 마스킹 스펙트럼 에너지보다 적

은 서브밴드를 선택하여 삽입하고, 넌-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검출된 핑거프린팅 코드의 공모 유무와 공모자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심리음향 모델 II를 이용한 오

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Ⅲ장에서 제안

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및 결과를 검토하

고, 오디오 콘텐츠의 불법 공모자 추적율을 계산한다.

그리고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오디오 포렌식 마킹의 제안 알고리즘.

1. 사용자 핑거프린팅 코드 삽입

오디오 신호에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를 삽입하

면 원 오디오 신호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음질 저하를

방지하고 오디오 콘텐츠의 공모공격에서 공모된 코드를

검출하여 공모자를 추적할 수 있는 강인성이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코드 관계에서 탄력

성(Resiliency)의 특성이 있는 {v, k, λ} BIBD 코드
[3]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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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핑거프린팅 코드 검출과 공모자 추적판정 흐름도

Fig. 2. Flow-chart of the fingerprinting code detection and the colluder trace and decision.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로 사용한다. 이 코드는 각

코드 사이에 λ의 탄력성 관계가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오디오 콘텐츠의 공모공격에 참여한 공모자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의 음질과 핑거프린팅 코드의

강도 유지를 위하여, 심리음향 모델 II를 이용하여 핑거

프린팅 코드가 삽입되는 서브밴드 위치를 선택한다. 제

안된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그림 1

과 같다.

2. 핑거프린팅 코드 검출과 공모자 추적판정

그림 2는 핑거프린팅 코드 검출과 공모자 추적판정

을 위한 흐름도 이다.

1) 포렌식 마킹된 오디오 신호와 원 오디오 신호의

FFT 처리 후, 차분신호를 구하고,

2) 포렌식 마킹이 된 서브밴드 영역의 차분신호와 사

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와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

하여 콘텐츠의 순수성 및 공모공격 여부를 판정하

고,

3) 공모공격이 이루어진 오디오 콘텐츠인 경우, 2)의

상관관계 계수를 이용하여 공모자를 추적하고 판

정한다.

Ⅲ. 성능평가 및 결과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오디오 포렌식 마킹의 알고리즘

성능평가를 위하여, 표 1의 BIBD 코드를 7명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 7비트(v), 탄력성 2비트(λ)를 삽입하여

실행하였다.

그림 3은 실험에 사용된 샘플링주파수 44,1KHz, 16

비트 양자화, 모노채널의 “piano.wav”이며, 2,048 point

User No. User Fingerprinting code

User 1 1 0 1 0 1 0 1
User 2 0 1 1 0 0 1 1
User 3 1 1 0 0 1 1 0
User 4 0 0 0 1 1 1 1
User 5 1 0 1 1 0 1 0
User 6 0 1 1 1 1 0 0
User 7 1 1 0 1 0 0 1

표 1.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 ({7,4,2} BIBD code).

Table 1. User Fingerprinting code ({7,4,2} BIBD code).

그림 3. 성능평가에 사용된 “piano.wav”와 150번째 프

레임. (샘플번호: 152,577∼154,624).

Fig. 3. “piano.wav” for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150th frame. (sample No. 152,577~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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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원 오디오 신호(150번 프레임 : 샘플번호 152,577∼154,624)의 FFT

(b) 원 오디오 신호의 FFT와 마스킹 스펙트럼

(c) 포렌식 마크(0.7)된 오디오 신호의 FFT와 마스킹 스펙트럼

(d) 포렌식 마크(0.7)과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0.3)가 첨가된 오디오 신호의 FFT와 마스킹 스펙트럼

Fig. 4. (a) Original audio signal(150th frame : Sample No. 152,577∼154,624) FFT.

(b) Original audio signal FFT and its Masking spectrum.

(c) Forensic masked(0.7) signal FFT and its Masking spectrum.

(d) Forensic masked(0.7) + White gaussian noise(0.3) signal FFT and its Masking spectrum.

FFT를 위한 150번째 프레임(샘플번호: 152,577∼

154,624)을 보여주고 있다.

오디오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가 포렌식 마킹이

되는 제안된 알고리즘은 심리음향 모델 II에 의하여 오

디오 신호의 에너지가 마스킹 스펙트럼 에너지 레벨보

다 낮은 서브밴드의 필터뱅크 를 선택하는데, 본 실험

에서는 음질과 SNR 및 SMR을 고려하여 3개의 서브밴

드를 선택하여 핑거프린팅 코드를 삽입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하여 삽입되는 핑거프린팅 코드의 강

도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강도는 각각 0.1∼0.9까

지 변화하여 삽입하였다.

그림 4는 150번째 프레임의 FFT 처리(a)와 마스킹

스펙트럼에 따른 원 오디오 신호(b), 그리고 오디오 신

호의 에너지가 마스킹 에너지보다 적은 서브밴드 번호

0, 7, 23에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의 강도 0.7(c)과

여기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강도 0.3(d)이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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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의 수(CLn) 공모에 참가한 사용자 번호

2 2, 7

3 2, 4, 7

4 1 ,3, 5, 6

5 1, 2, 4, 5, 7

6 1 ,3, 4, 5, 6, 7

7 1, 2, 3, 4, 5, 6, 7

표 2. 공모자 수와 공모에 참여한 사용자 번호.

Table 2. Number of colluder and the User No. of the

participated collusion.

A B
Number of the colluders

2 3 4 5 6 7

0.1

0 1 1 1 1 1 0.14

0.1 0.5 0.33 0 0.2 0.17 0.14

0.3 0.5 0.33 0.25 0.2 0.17 0.14

0.5 0.5 0.33 0.25 0.2 0.17 0.14

0.7 0.5 0.33 0.25 0.2 0.17 0.

0.9 0.5 0.33 0.25 0.2 0.17 0

0.3

0 1 1 1 1 1 0.14

0.1 1 0.33 0.25 0.2 0.17 0.14

0.3 0.5 0.33 0 0.2 0.17 0.14

0.5 0.5 0.33 0.25 0.2 0.17 0.14

0.7 0.5 0.33 0.25 0.2 0.17 0.14

0.9 0.5 0.33 0.25 0.2 0.17 0.14

0.5

0 1 1 1 1 1 0.14

0.1 1 1 0.5 0.4 0.17 0.14

0.3 0.5 0.33 0.5 0.2 0.17 0.14

0.5 0.5 0.33 0 0.2 0.17 0.14

0.7 0.5 0.33 0.25 0.2 0.17 0.14

0.9 0.5 0.33 0.25 0.2 0.17 0.14

0.7

0 1 1 1 1 1 0.28

0.1 1 1 0.75 0.4 0.33 0.14

0.3 1 0.33 0.5 0.2 0.17 0.14

0.5 0.5 0.33 0 0.2 0.17 0.14

0.7 0.5 0.33 0 0.2 0.17 0.14

0.9 0.5 0.33 0.25 0.2 0.17 0.14

0.9

0 1 1 1 1 1 0.43

0.1 1 1 1 0.6 0.33 0.28

0.3 1 0.67 0.5 0.4 0.17 0.14

0.5 0.5 0.33 0.25 0.2 0.17 0.14

0.7 0.5 0.33 0 0.2 0.17 0.14

0.9 0.5 0.33 0 0.2 0.17 0.14

표 3. 포렌식 마킹과 WGN 삽입강도에 따른 공모자

검출율

Table 3. Colluder detection ratio between the insertion

strength of forensic marking and WGN.

A: FMs(Forensic Marking strength)

B: WGNs(WGN Strength)

오디오 포렌식 마킹(‘0’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공모에 참가한 사용자들이

자신의 오디오 신호를 평균화하여 공모공격이 이루어

졌을 때, 각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와 공모된 코드

와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여 코드가 삽입된 3개의 서

브밴드에서 검출된 값 중에서, 2개 이상이 쓰레숄드

(threshold) 이상이면, 이 핑거프린팅 코드는 공모에 사

용되었으며, 그 사용자는 공모자로 판정이 된다.

표 3은 포렌식 마킹 삽입강도가 0.1∼0.9에서 WGN

강도를 0∼0.9로 삽입하였을 때, 공모자의 검출율을 보

여주며,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공모자가 일부 예로서 2

명, 4명, 7명일 때, 사용자의 원 핑거프린팅 코드와 평균

화 공모공격 코드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보여준다. 포

A B C D
Subband filter No.

Colluder
decision,
(Trace
ratio)1 7 24

0.1
0

1 -0.26 -0.26 -0.26

2, 7

(100%)

● 2 0.65 0.65 0.65

3 -0.26 -0.26 -0.26

4 -0.26 -0.26 -0.26

5 -0.26 -0.26 -0.26

6 -0.26 -0.26 -0.26

● 7 0.65 0.65 0.65

0.5 0.3

● 1 -0.11 0.01 0.50

3, 6

(50%)

2 0.82 -0.52 -0.36

● 3 0.12 -0.30 0.29

4 -0.57 -0.36 -0.81

● 5 -0.36 0.12 0.09

● 6 0.13 0.29 0.19

7 -0.02 0.76 0.10

0.9 0.9

● 1 -0.26 -0.10 0.48

7

(14%)

● 2 0.88 -0.35 -0.22

● 3 -0.06 -0.41 0.19

● 4 -0.25 -0.21 -0.82

● 5 -0.46 0.01 -0.08

● 6 -0.06 0.17 0.05

● 7 0.20 0.89 0.41

표 4. 포렌식 마킹과 WGN 삽입강도에 따른 공모자

결정 예.

Table 4. Example of the colluder decision by the

insertion strength of forensic marking and

WGN.

A: FMs(Forensic Marking strength)

B: WGNs(WGN Strength)

C; Collusion participation

D: Us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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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 오디오 신호와 포렌식 마크된 오디오 신호

의 FFT 차 신호.

Fig. 5. FFT difference signals between the audio

signals of the original and forensic marked.

A
B

0 0.1 0.3 0.5 0.7 0.9

0.1 38.44 34.87 26.70 22.38 19.49 17.32

0.3 28.90 27.94 25.33 21.87 19.24 17.16

0.5 24.46 23.87 22.47 20.89 18.72 16.86

0.7 21.54 21.11 20.27 19.09 17.97 16.41

0.9 19.36 19.02 18.39 17.54 16.67 15.79

표 5. 포렌식 마킹과 WGN 삽입강도에 따른 SNR 측

정.

Table 5. Measured SNR between the insertion strength

of forensic marking and WGN.

A: FMs(Forensic Marking strength)

B: WGNs(WGN strength)

렌식 마킹이 된 3개의 서브밴드 번호 0, 7, 24 중에서

상관관계 계수 0.1 이상이 2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코드

로 공모에 참여한 공모자로 판정이 된다. 그리고 표 1

의 각각의 사용자 핑거프린팅 코드는 λ=2인 탄력성 관

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표 2의 각 공모자 수에

따른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공모자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 5는 원 오디오 신호와 포렌식 마크된 신호(0.7),

그리고 포렌식 마크(0.7)와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0.3)의

차 신호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음질의 측정을 하였다.

오디오 음질의 SNR(Signal to Noise Ratio) 측정 계산

은 식 (1)과 같으며, 150번 프레임의 2,048 샘플 구간에

대해서만 측정된 결과는 표 5와 같다.

   




 


(1)

표 3과 5에 의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고음질 오디

오 포렌식 마킹을 위하여 공모자의 검출비 CDR

(Collusion Detection Ratio)와 SNR의 정의된 식은 (2)

와 (3)과 같다.

 (2)

 (3)

여기서 CLn은 표 2의 공모자의 수.

오디오 포렌식 마킹의 강인성과 고음질 유지를 위하

여 WGN 강도 0.5 이내에서 마킹 강도는 0.7이 실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Ⅳ. 결  론 

오디오 DRM free에 따른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불

법 복제, 배포의 해결책으로 오디오 포렌식 마킹의 기

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리음향

모델 II를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가 마스킹 스

펙트럼의 에너지 레벨보다 작은 서브밴드에서 사용자의

핑거프린팅 코드를 삽입하는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오디오 워터마킹은 심리음

향 모델을 이용하고 워터마크를 랜덤 신호를 스펙트럼

확산방식으로 삽입하므로, 음질의 저하와 원 마크 신호

의 감쇠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오디오 포렌식 알

고리즘은 기존 방식에 비하여 콘텐츠 사용자의 핑거프

린팅 코드가 마스킹 스펙트럼 에너지 레벨 이하에 삽입

되므로 음질의 저하가 없으며, 공모공격에도 강인성을

갖게 된다. 핑거프린팅 코드의 평균화 공격에 따른 공

모코드의 100% 추적율을 갖는 범위에서 핑거프린팅 코

드의 삽입강도 0.1∼0.9에서 SNR은 38.44∼19.36이며,

여기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강도 0.1∼0.9가 추가된

SNR은 34.87∼15.79로 오디오 포렌식 마킹과 고음질의

강인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

현된 오디오 포렌식 마킹 알고리즘은 반공모성이 우수

하여 포렌식 시스템에 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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