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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고해상도 콘텐츠는 파일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부호화 기술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고효율의 부호화 기법인 HEVC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송이 가능하나 압축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
문에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한 뒤 다수의 노드를 
이용하여 부호화한다. 그러나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분산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내부관리자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해상도 콘텐츠를 트랜스코딩 할 때,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는 SNA를 이용하여 데이터 노드에서 HEVC로 부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비밀분산기법을 통
해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결과적으로 안전한 분산 트랜스코딩이 가능하고, 내부관리자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주제어 : 비밀분산, 분산 트랜스코딩, SNA, HEVC, Hadoop

Abstract  Ultra high-resolution content, the file size is very large, therefore existing encoding techniques, it is 
not possible to transmit via the network. Efficient use of the network encoder HEVC corporation can be 
transferred. Compression requires a lot of time because it requires a distributed transcoding system.
Distributed transcoding system is a distributed data store, and then encoded using a large number of nodes. 
The disadvantage of distributed transcoding system for distributed information is exposed or vulnerable to attack 
by internal managers.
In this paper, when the super high definition content transcoding, distributed transcoding system does not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the problem to solve. We are using SNA, HEVC encoded content data 
encrypted using the secret distributing scheme was. Consequently, secure shared transcoding is possible, the 
internal administrator could prevent th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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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기존 콘텐츠보다 우수한  고

화질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 제작되고 있는 고해상도 콘텐츠는 부호화 과정 

없이 재의 네트워크 역폭으로 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압축률이 매우 높은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부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고

해상도 콘텐츠를 송할 수 있도록 압축해야 한다. 그러

나 고해상도 콘텐츠를 부호화하는 트랜스코딩 시스템

은 재의 단일 시스템으로 부호화 처리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를 이용하여 부호화 처리하는 분

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을 구성하여 송 가능한 상태로 

트랜스코딩을 수행한 후, 실시간 스트리  로토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

스로 송하고 있다. 하지만 재의 스트리  서비스는 

사용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근을 차단하기 어렵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부터 사용자에게 송하는 과정

에서 악의 인 공격자가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여 원본

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콘텐츠를 블록단 로 분산 

처리하기 해 다수의 노드에 분산 장되어 있어 콘텐

츠 소유자는 어떤 노드에 자신의 데이터가 장되어 있

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내부 리자는 특정 데이터

를 선별 으로 검색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산되어 있는 블록의 치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

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악의 인 내부 리자에 의해 요한 콘텐

츠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HEVC로 부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비 분산기법을 이

용하여 기 성이 보장된 형태로 장하여 콘텐츠 소유자

는 자신의 원본데이터를 악의 인 내부 리자에게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1]. 

본 논문에서는 SNA(Secure Node Agent)를 이용하여 

데이터 노드에서 HEVC로 부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비

분산기법을 통해 암호화하여 장하도록 했다. 실험결

과, 안 한 분산 트랜스코딩이 가능하고 내부 리자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2. 비밀분산기법

비 분산기법(Secret Sharing Scheme)은 데이터의 

기 성이 유지된 정보를 사 에 다양한 형태로 분할, 보

하여 사용자에 요청에 따라 분산 정보를 수집하여 암

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 기법이다[2]. 비 분산 방

식의 표  방법으로 Shamir의 임계치법이 있다. 암호

화된 정보를 정수 로 가정한다[3]. 

정보 를 , 이상의 소수라 하고 무작 로 선택된 

개의 미만의 정수를  로 한다. 이 때, 다

항식 를   
  

  

로 정의한다.

사용자 는 을 다. 여기서, 을 분산 

정보라 한다. 는 사용자 의 식별정보이며, ≠라면 

로 한다. 정보 를 복원하려면 개 이상의 분산

정보가 필요하다. 모아진 개의 분산정보를 

로 한다. 

 

이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가 결

정된다. 한 구체 인 보간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 이하의 분산정보 밖에 없을 때는, 상기 연립 

1차 방정식에 해 행수가 이하가 되므로 해는 부

정이 된다. 따라서 는 0으로부터 을 모두 취할 수 

있으므로, 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임계치법은 일반  구조를 가지는 비 정보 분

산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다. 비

분산방식을 구성하는 2개의 함수, 정보 분산함수 

와 정보 복호함수 로부터 비 분산방식을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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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비 정보를 로 하며 개의 분산 정보로 나 어 

부호화했다. 따라서 를 통해 비 정보 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분산 정보의 임계치인 을 분산 정보의 총수

  을 분할된 개의 분산정보로 할 수 있

다. 비 정보  , 임계치 , 분산정보의 총수 의 정보를 

분산함수 로 입력하여 로부터 의 

복원에 필요한 임계치를 로 설정하고 에 해 개의 

분산정보 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개 에

서 선택한 개의 분산정보 로부터 비 정보 

를 복원하는 함수를 정보 복호함수 로 한다. 

한 함수 는 개의 분산정보   , 임계

치 , 분산정보의 총수 을 복호함수 로 입력하

여 은 비 정보 를 출력한다.

비 분산기법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임의의 개의 분산정보가 모이면 원래의 비

정보 를 복원할 수 있다. 둘째, 임의의 개 이하의 

분산 정보로부터 비 정보 를 복원할 수 없다. 한, 데

이터베이스에 장되는 각 데이터는 효율 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각 

데이터는 이하의 <Table 1>과 같이 응되어 있다고 한

다. 데이터 에는 이름, 주소, 연령, 직업 등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를 취득하기 해서는 

를 키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를 얻는다.

Key Data

 

 

 

: :

 

: :

 

<Table 1> Key corresponding information

  방식은 비 분산기법

을 사용하며 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분산정보로 분

할하여, 이들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장한다. 데

이터를 복원할 경우에는 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원하

고자 하는 데이터의 분산정보를 취득하여 데이터의 복원

에 필요한 수(임계치)의 분산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를 

복원한다.

  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

건을 가정한다. 데이터의 수는 1개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개 이다. 각 데이터의 분산된 

정보의 수는 개이며 복원에 필요한 임계치는 개가 필

요하다. 데이터를 분할하여 리하기 해서 기화단계

와 데이터 취득단계로 분류되어 구성한다.

기화 단계는 각각의 데이터를 분산정보에 분할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데이터 에 해, 

를 개의 분산정보로 분할하여 해당정보를 서로 다른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하여 장할 경우 다음과 같

다. 데이터 , 임계치 , 분산정보의 합인 을 정보 분

산함수 의 입력으로 하여 에 해 개의 분산 

정보



   을 얻는다. 얻을 수 

있는 개의 분산정보 



 을 서로 다른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개의 분산 정보는 다음과 같

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개의 데이터베이

스에는 <Table 2>와 같이 각 데이터의 분산 정보가 

장된다.

 Distributed information

 
 

   


 
 

   


... ...

 
 

   


<Table 2> Distributed information stored in 
each database

 

데이터 취득 단계는 사용자가 데이터 를 획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사용자는 개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다. 선택된 개

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의 분산정보를 취득

하여 정보 복호함수 를 이용하여 데이터 를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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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A기반의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

기존연구의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트랜스코딩이 가능

한 데이터를 FullHD 의 해상도 이하로 제한하여 트랜

스코딩을 수행한다. FullHD  이상의 해상도인 데이터를 

트랜스코딩 하는데 있어서 단일 노드를 이용하는 트랜스

코딩 시스템은 많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FullHD  보다 높은 해상도인 4K  해상도의 데이터를 

트랜스코딩 하는 것이 가능하다[4].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Hadoop의 분산 일시스

템인 HDFS를 기반으로 분산 트랜스코딩을 수행한다. 따

라서 콘텐츠 데이터를 장할 때, 다수의 데이터 노드로 

분할하여 분산 장한다[5].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분산 

장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노드가 악의 인 공격자에 

의해 공격당해 노출될 경우 부분 인 형태의 정보만이 

유출된다. 하지만 악의 인 내부 리자의 경우 분산 

장된 블록의 치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장된 콘텐

츠를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

성이 보장되지 않은 평문형태로 장된 콘텐츠의 경우 

내부 리자에게 모든 내용이 노출된다.

기존기법의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은 데이터의 기

성을 유지하기 해 트랜스코딩 과정이 모두 완료 된 후 

기 성을 유지하기 한 암호화를 수행하거나 트랜스코

딩을 수행하기 이 의 데이터를 사 에 암호화하는 방법

을 사용하 다. 하지만 SNA를 이용한 트랜스코딩 시스

템은 트랜스코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산되는 데이터

를 암호화하여 분산하기 때문에 기 성을 유지한다. 

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트랜스코딩을 즉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데이터 노드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를 수행하여 악의  사용자에 의한 공격을 방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코딩 상 데이터가 트랜스코딩 

수행하기 해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해 [Fig. 1]과 같이 분산 일시스템인 HDFS 

구조를 개선하여 SNA를 용한 장된 블록이 기 성

을 유지하고 악의 인 내부 리자의 공격을 방지하는 분

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을 구성한다[6,7].

[Fig. 1] Distributed transcoding system structure
based on SNA

3.1 SNA의 부호화 과정

사용자는 고해상도 콘텐츠를 트랜스코딩하기 해 

[Fig. 2]와 같이 SNA와 데이터를 송하기  부호화 

차를 수행한다. SNA의 부․복호화 과정에서 수행되는 

함수는 <Table 3>과 같다.

useri는 datai를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으로 송하기 

해서 SNA에게 데이터 수신을 요청한다. SNA는 useri

의 데이터를 수신받기 에 복호키를 생성하기 해 

useri의 정보인 useri(info)를 요청한다. useri는 SNA로 

사용자의 ID, MAC_add, Content Context를 송한다. 

Function Description

keygen( ) Generate encryption key useri(info)

keychk( ) Generated Encryption, Decryption key to check

key_divide( ) Generated Encryption, Decryption key to divide

key_distribution( ) Encryption, Decryption key to Datanode for distribution

key_encrypt( ) Block encryption in Datanode

key_decrypt( ) Block decryption in Datanode

<Table 3> Function description of SNA

Content Context는 datai의 제목, 재생시간, 사용코덱, 

해상도, 비트 송률, 임 속도, 오디오 채 정보, 오

디오샘  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SNA

는 송받은 useri(info)를 keygen함수를 이용하여 복호

키를 생성한다. 생성된 복호키는 key_divide함수를 이용

하여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노드의 수로 분할하며 key_distribution함수를 통해 각 

데이터 노드로 송하기 해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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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cryption workflow of SNA

와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SNA는 useri에게 데이터

를 송하도록 데이터 노드의 논리주소를 네임노드로부

터 달받아 제공한다. useri는 제공받은 데이터 노드의 

논리주소를 통해 datai를 각각의 데이터 노드로 순차 으

로 송한다. 수신이 완료된 데이터 노드는 HEVC로 

datai의 ki 블록을 트랜스코딩 한 뒤 SNA로부터 송받

은 useri의 datai의 ki 복호키를 수신하여 암호화한다. 따

라서 datai의 ki 블록은 암호화되어 HDFS에 장되어 있

기 때문에 악의 인 내부 리자가 ki 블록의 치를 악

하고 있어도 블록의 정보는 알 수 없게 된다. 의 과정

은 <Table 4>와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된다. 

Algorithm SNA

1: whlie true do

2:    get useri(info)

3:    if(useri(info)) == true ) 

4:       {keygen(useri(info)) = usk

5:        key_divide(usk)

6:    if(key_divide( ) == true )

7:       {key_distribution( ) }

8:    else return -1

9: }

10: else

11:   return -1

12: Datanode_n(usk, dataiki)

13: get usk, dataiki

14: if(usk == true) 

15:    {key_encrypt(usk, dataiki)}

16: else return -1

<Table 4> SNA Encryption process

3.2 SNA의 복호화 과정

useri가 암호화되어 있는 datai를 요청할 경우, [Fig. 4]

와 같은 방법으로 복호화 과정을 실시한다. 데이터를 복호

화하기 해서는 datai를 부호화하기 해서 받은 정보 

useri(info)가 필요하다. 따라서 useri는 부호화시 입력된 

useri(info)를 모두 입력하면 최  장된 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useri(info)
n의 정보를 모

두 알지 못하고 부분 으로 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datai

를 제한 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useri(info)
n의 정보를 사

용자가 사 에 설정해둔 임계치 값 t보다 낮게 입력될 경

우 복호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얻고자하는 데이

터를 복호화하기 해서는 useri(info)
n >= t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최 에 데이터를 장하는 과정에서 임계치 

값 t를 설정할 수 있으며 useri(info)
n의 정보에 따라 복호

화 결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t보다 크지만 

useri(info)보다 작을 경우, 최  장된 콘텐츠를 송하

지 않고 원본 상의 해상도보다 작은 화질의 상을 

송하여 useri(info)에 따라서 화질의 차이를 보여 데이터

의 기 성을 유지하게 된다. 한 사용자는 다양한 디바

이스의 해상도에 따라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부분

으로 입력하여 모든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고 부분 으로 

수신함으로써 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Algorithm SNA

1: while true do

2:    request useri(info)

3:    if(useri(info)
n) >= t ) 

4:       {keychk(useri(info)
n) = uskn

5:        key_divide(uskn)

6:    if(key_divide( ) == true )

7:       {key_distribution( ) }

8:    else return -1

9: }

10: else

11:   return -1

12: Datanode_n(usk
n
)

13:    get uskn 

14: if(keychk(uskn == true))

15:   {key_decrypt(uskn, dataiki)}

16: else return -1

<Table 5> SNA Decry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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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와 같이 SNA는 useri에게 수신된 정보 

keychk함수를 통해 복호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데이터

를 복호화하는 것이 가능하면 key_divide 함수를 이용하

여 키를 분할하며 key_distribution 함수를 통해 datai를 

장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 노드로 송한다. 송받은 

데이터 노드는 keychk 함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datai 

ki 블록의 복호키인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key_decrypt 

함수를 이용하여 블록을 복호화 한다. 복호화과정이 완

료되면 네임노드로 useri로 송할 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데이터 노드는 네임노드가 지정해  주소

를 통해 SNA를 거쳐 useri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데이

터를 수신 받은 useri는 HEVC 디코더를 이용하여 고

해상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 분산기법을 이용한 분산 트랜스코

딩 시스템에 해 연구하 다. 고해상도 콘텐츠를 트

랜스코딩하기 한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의 기 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SNA를 이용하

여 데이터 노드에서 블록을 암호화하여 분산 장함으로

써 악의 인 내부 리자의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분산 장된 블록을 부분 으로 취득하여 정보 공

격이 가능한 만큼 모든 블록을 암호화하여 장함으로써 

안 한 분산 트랜스코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

성 보장을 해서 기존 HDFS구조에서 수행되는 과정

보다 더 많은 과정이 추가 으로 발생하여 시스템에 미

치는 향이 존재하게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암호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분산 트랜스코딩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측정,  분석하

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

다. 그리고 고해상도 콘텐츠 등의 빅 데이터 처리에 효

율 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 한 분산 트랜스코딩 구조 

설계 등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 사용자 상황의 동

인 변화에 따라 정보 분산함수, 정보 복호함수를 이용

한 분산 트랜스코딩의 Fine -grained 복호화 과정에 

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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