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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이미지 좌표값의 색상정보와 키셋을 이용한 암 복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콘텐츠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미지의 특정 좌표의 색상값과 키셋, 난수값 모두를 알아야만

복호화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난수값을 이용하

여 복호화키를 생성해야 하므로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

1. 서론

콘텐츠 암호화 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음

악, 문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적

인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에 암호

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멀티

미디어 콘텐츠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의 보편화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쉽고 빠르

게 복제하고, 복제된 콘텐츠는 원본과 동일한 품질

로 제공될 수 있어 콘텐츠의 배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면서 멀

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보안과 저작권보호가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콘텐츠의 보호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

다. DRM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원본을 암호화하고

불법복제 및 배포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콘

텐츠 접근 권한통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DRM

시스템의 암호화는 사용자 컴퓨터의 고유ID 혹은 사

용자 PASSWORD를 암호화키로 이용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은

암호화키로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복호화 키를 사용

자에게로 전달하는 대칭키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

식은 키 전달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PKI 기반으로 복호화키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방

식은 키 전달에 안전성은 있지만 연산속도가 느려지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DRM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키 생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성은 2장에서 DRM의 정의와 암호기술 및

키 분배 등 DRM 시스템의 콘텐츠 암호화에 대한

관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 제안된 사용자의 이

미지 좌표 값의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키를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불법적인 이용과,

불법 유통 및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로 접근하는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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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다. DRM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콘텐츠를 정당한 사용자에게만 전

송하고 허가된 사용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불법으로 콘텐츠가 유포되었을

때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는 기능이다[1][5]. DRM 시

스템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DRM 패키

저와 라이선스를 발급 및 관리하는 클리어링 하우

스, 발급받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DRM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선스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과 복호화 키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

용 권한에 대한 제한 조건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전체 과정을 위조 방지(Tamper Resistance) 기

술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해커나 불법 사용자에 의한

콘텐츠의 불법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4].

2.2 암호화 기술
2.2.1 콘텐츠 암호
DRM 시스템에서 전송될 콘텐츠에 대한 보안을 처

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상위레벨에 대한 보안과 하

위레벨에 대한 보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

위레벨의 보안 방식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며 하위

레벨에 대한 보안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이다.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란 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콘텐

츠를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콘텐츠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보안 방식은

인증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불법 복제하여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포되는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는 콘텐츠 자체에 암호화를 수행하여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DRM에

서 보안기술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하여 암호화를 수

행하는 보안 방식을 사용한다[3].

2.2.2 키 분배 방식
DRM 시스템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고 상

대가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복호화 키를 전달하여야

한다. PKI 기반에서는 미리 배포된 수신자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평문을 암호화하고 복호화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키 교환에 큰 문제점을 가지

고 있지 않으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야하는

DRM 시스템에서는 암호화 속도 문제와 수신자가

결정된 후 암호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서비스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하여 대칭키 암호화 방법

을 사용함으로 복호화 키 분배 문제는 DRM 시스템

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키 분배를 위해서 다음

과 같이 Diffie-Hellman 키 교환 알고리즘과 공개키

를 이용한 키 분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가) 공개키를 이용한 키 분배 방식

공개키를 이용한 키 분배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키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공개키

로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키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키를 암호화한 공개키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만 복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배 방법을

이용하면 키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림 1] 공개키를 이용한 키 분배 방식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로 위장하여 공개

키를 공개한다면 정당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내용

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3. 제안하는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미지에서 특정 좌표값의 RGB 색상값을

추출하여 암호화에 이용하였다.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이미지와 키셋, 복호화

알고리즘 세 가지 모두를 알아야 복호화가 가능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 전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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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키 셋 생성 알고리즘
제안하는 키셋 알고리즘은 DRM서버에서 사용자에

게 이미지 요청과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친 후 인증

된 사용자에게만 키셋 알고리즘을 통해 키셋을 생성

한다. 제안하는 키셋 알고리즘 생성과정은 [그림 3]

과 같다. 생성된 키셋은 DRM서버와 사용자간에 콘

텐츠를 암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3] KeySet 생성 과정

키셋은 대문자 A~Z, 소문자 a~z, 숫자 0~9의 총 62

문자를 사용하여 랜덤하게 생성한다. 키셋에서 사용

된 문자나 숫자는 중복된 값을 허용한다. 문자의 조

합이 임의적인 것은 키셋 값의 패턴 유추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3.2 좌표 값 생성 알고리즘
사용자 이미지에서 특정한 좌표값을 추출하기 위

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난수값을 해쉬한 결과

값을 이용하여 이미지 상에 임의의 좌표 값을 추출

한다. 좌표값을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좌표 값 생성 과정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좌표값은 RGB 색

상 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다음 (식 1)은 좌표

값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sec 

  

  

… (식 1 )

① DRM 서버에서는 임의의 난수를 생성

② 생성된 난수를 SHA-512 해시함수를 통해 128비

트 문자 값을 생성한다.

③ 생성된 128비트의 문자 값을 3문자 단위로 나누

고, 첫 번째 세 자리 16진 값을 10진 값으로 변

환한다. 변환된 10진 값은 사용자 이미지의 너비

값과 모듈러 연산을 하게된다. 동일한 연산으로

두 번째 세자리 문자를 사용자 이미지의 높이값

과 모듈러 연산을 통해 한 쌍의 좌표값이 생성된

다.

3.3 RGB 색상 선택 생성 알고리즘
사용자 이미지의 좌표값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 이

미지에 임의의 좌표값이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좌표

값은 사용자의 이미지에서 RGB 색상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키 패턴 유추를 어렵게 하기 위해 한

번 더 키 생성 과정에 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5]는

RGB 색상값 중 한 가지 색상 정보를 이용하기 위

해 RGB 선택 값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림 5] RGB 색상 선택 값 생성 과정

[그림 5]의 세부 알고리즘은 (식 2)에서는 RGB 색

상 정보값 중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다.

  

… (식 2)

① 좌표 값 생성 시 사용되었던 128비트의 해시 값

을 사용한다.

② 제128비트 값을 6문자 단위로 나누어 16진 문자

값을 10진 값으로 변환하여 모듈러 3을 취하면

항상 나머지 값은 0, 1, 2값을 얻게 된다.

③ 연산을 통해 얻은 0,1,2값 중 하나의 값은 RGB

3개의 값 중에 한가지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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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콘텐츠 암호화 알고리즘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해

키셋과 좌표값 난수값 모두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암

호화한다. 이 모두를 이용하여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제안하는 키 생성 알고리즘

①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받는

다.

② 서버는 KeySet Generation으로부터 KeySet 요청

및 전송 받는다.

③ 서버는 사용자 이미지의 좌표 값을 임의로 생성

한다.

④ 서버는 좌표 값 생성으로 얻을 수 있는 RGB값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RGB 색상 선택 값을

생성한다.

⑤ 색상 선택 값으로 선택한 RGB 값 중 하나의 값

으로 키 셋의 동일한 값을 찾아, 해당 값에 대치

된 키 셋 값으로 변환한 값들의 집합이 암호화

키 값이 된다.

3.4 콘텐츠 복호화 알고리즘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 과정은 암호화 방법의

역으로 진행되며, 사용자는 이미지 좌표의 색상정보

를 이용하여 복호화 키를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다.

이때 사용자는 키셋과 좌표값 난수값 모두를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복호화가 가능하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DRM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암호화

하고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 키를 생성할 때 사

용자의 ID와 PASSWORD, 장치의 고유ID를 가지고

복호화 키를 생성한다. 기존 시스템에서 장치의 고

유ID와 PASSWORD의 유추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이미지 상에 특정 좌표

의 색상 값을 이용하여 암·복호화 키를 생성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암호

화키를 직접 네트워크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다.

서버는 사용자에게 난수 값과 키셋을 전송하며, 사

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키를 획득할 수 있으

며, 기존 시스템의 키 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든 분야에 적용

할 수 있으며, 불법 배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좀 더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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