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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 

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상업성을 갖게되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복사 

가 자유롭기 때문에 워터마킹 기법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기에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이용하고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활용하여 멀티미디 

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Secure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SDRM 시스템은 워터마킹 기술과 스테가 

노그래피 기술의 특이점을 보강하여 일반적인 DRM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다. 따라서, SDRM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tents for multimedia are very activated along to revolution of Internet. So this fact allows 
the contents for multimedia to be commercialized. These contents, however, included much 
vulnerability that it is difficult to be commercialized because attackers easily reproduce that. Many 
developers want to use watermarking method as the technique to protect the contents for multimedia, 
but it is very vulnerable to use only one method. This paper proposes the Secure DRM system which 
protects the contents for multimedia using Public Key Infrastructure and steganography methods. The 
SDRM system is more powerful than general DRM systems in that it has the special feature of 
watermarking and steganography techniques. We can prevent the attackers from reproducing and 
stealing the contents illegally, and authenticating users through SDRM systems.

키워드 : DRM, 정보은닉, 스테가노그래피, 정보보안, 네트웍보안

DRM, Information Hiding, Steganograppy, Information Security,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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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발전으로 멀티미디어 저작에 대 

한 분야의 발전도 활발해졌다. 이렇게 제작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인터넷으로 쉽게 배포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디 

지털미디어의 특성상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복제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은 크게 사용자 및 저작자의 인증과 멀티미디 

어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사용자 및 저작자의 인증은 사용자 

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보호는 콘텐츠 

재생과 복제 등에 대한 권한에 따른 콘텐츠의 

보호이 다.

사용자 및 저작자 인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 

하는 경우인데, 이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 

트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롤 사용하는 것 이 

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사 

용자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의 경우, 현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의 재생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다수 워터 

마킹 기술을 이용한다. 즉, 멀티미디어 컨텐츠 

에 저작자나 배포자의 특징을 의미하는 특정 

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 

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 워터마킹 기술인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저 

작자나 식별자의 특정 마크를 삽입하는 것은 

본 논문 2.2절 워터마킹과 스테가노그래피에 

서 설명 되었듯이 콘텐츠에 삽입된 워터마크 

데이터에 대한 여러 크래킹기술［1］에 의하여 

불법 도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저작자 인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SDRM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한다. 멀 

티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인증의 경우는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을 위하여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이용한 

다. 이때 발행된 인증서는 라이선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DRM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용방 

지 추적 알고리즘인 워터마킹 알고리즘에 대 

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테가노그래 

피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복호화키를 전송함 

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Secure DRM 시 

스템을 제안하고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통하여 공개키기반구조를 사용한 

안전한 키관리 기술과 기존 DRM(Digital 

Right Managements) 체계 그리고 워터마킹 

과 스테가노그래피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 

고 3장에서는 제안한 Secure DRM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SDRM 

시스템를 설계하고 5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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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인 분석을 수행하며 마지막 6장에서 결 

론을 내 린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의 기본구조는 공개키기반구조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 

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이 인증을 통하 

여 획득된 인증서 혹은 라이선스를 통하여 과 

금이나 재생 등을 행하는 DRM 시스템이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invisible 워터마킹을 수행하고 이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을 사 

용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에서 저작권 보호 및 복 

제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킹과 스테가노그래 

피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 

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1]. 
워터마크는 커버데이터의 저작권, 라이선스, 

출판권 등을 특성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 그 

러나 스테가노그래피는 삽입된 메시지가 중 

요성을 갖게 되므로 커버데 이터가 주요성 이 

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워터 

마킹을 수행한 멀티미디어 콘테츠에 스테가 

노그래피를 수행하여 멀티미디어를 재생시킬 

수 있는 중요키를 삽입시켜서 보안성을 강화 

시킨다.

또한, 현재 공개키기반구조로 사용자를 인 

증하고 워터마크 기법을 사용하여 만화나 소 

설등의 콘텐츠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실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과 같이 각 항목들이 전부 연동되는 

기술은 아직 연구중이다.

2.1 공개키기반구조 (PKI) 와

DRM(Di现al Right Management)

기존에 공개키기반구조는 인증 및 지불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DRM에서도 공개키 기반구조의 인증서를 사 

용하여 개인의 인증이나 비밀성을 지킬 수 있 

도록 하고 있다[2]. 다음에서 기존의 공개키 

기반구조와 DRM에 대해 설명한다.

공개키 기반구조는 공개키 암호기술이 안 

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구조로 키와 인 

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즉 공개키 암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서명 응용계층에서 무결성, 인증, 송수신 

부인방지 등의 보안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PKI를 구성하는 객체들은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 등록기관(RA： 

Registration Authority)，디렉토리 (Directory), 

사용자(User)이며, PKI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에는 인증서관리, 키관리, 암호화, 전자서명 이 

있다 34].

DRM 서비스의 기본요소는 지불과 콘텐츠 

인증을 담당하는 클리어링하우스, 지불시스 

템, 사용자와 클리어링하우스를 연결시키는 

중간업자, 그리고 패키저와 사용자이다[4].

DRM 시스템의 수행 절차를 보면〈그림 1> 
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중간업자를 통하여 

클리 어 링 하우스에 인증을 요구하고 클리 어 링 

하우스는 인증확인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보 

낸다. 중간업자는 패키저를 통하여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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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패키지를 보내고 사용자는 중간업자를 통 

하여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하여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클리 

어 링하우스는 지불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에 

게 지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불내역을 확 

인한 후 중간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 게 라이 

선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라이선스를 통 

하여 로그인을 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 

고 재생한다.

SDRM 시스템에서 PKI는 콘텐츠에 대한 

등록과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인증 • 지불서 

버를 통하여 수행하게 된다. 위에 설명된 요 

소를 본 SDRM 시스템의 요소와 비교하면, 

인증기관은 인증 • 지불서버로 볼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콘텐츠등록 • 암호화서버로 대체 

된다〈그림 2〉. 사용자는 SDR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증서 및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멀 

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하게 된다.

2.2 워터마킹 (Wat어marking)과

스 테가노그래 피 (Steganography)

SDRM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DRM시스 

템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와 불 

법복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워터 

마킹을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스테가노그래피 

를 사용하여 중요키를 전송하는데 사용하여 

비도를 높인다. SDRM 시스템은 특징적 인 식 

별자를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멀티 

미디어 콘텐츠에 삽입하고 이렇게 삽입된 워 

터마크는 사용자 인증서를 사용하여 검출하 

는 방식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워터마킹과 스 

테가노그래피에 대한 정의와 기존에 워터마 

킹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워터마킹이란 오디오 정지영상, 비디오 신 

호 등의 멀티미디어 데 이터에 귀나 눈으로 식 

별하지 못하도록 데이터의 소유권 정보를 삽 

입하는 과정으로 일단 워터마킹된 데이터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통계적으로 소유권

(8) 지불확인
(3)확인 메시지 보냄

(10) 신원 홬인

(7) 지불요구

지불 시스템

(2) 인중요구
(5,6) 콘텐츠 동록 라이선스 요구

중간업자

(4) 패키지 보냄

(9) 라이선스 보냄 ⑴ 인중요구

01) 로그인/검색

사 용 자

〈그림 1> DRM 기반 상거래 체계



SDRM： PKI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Secure DRM 시스템 설계 및 분석 171

정보의 검출이 불가능해야 하며, 신호처리 필 

터링 이나 정보압축 동작에 의해 신호가 변형 

되더라도 소유자에 의해서는 소유권 정보의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6].
그러나, 워터마크는 데이터가 압축되어 손 

실되거나 위치추적을 통한 추출（워터마크 크 

래킹 : Watermarking Cracking）, 워터마크를 

디텍터를 통하여 마크의 선명도를 약화시키 

기（워터마크 세척 : Watermarking washing）, 

잘 알려진 워터마크 위조（Counterfeit marking） 
그리고 상업적으로 인정 이 되는 사용자가 인 

증을 한 후 디텍터를 사용하여 복제하는 방식 

（마크 디텍터 사용: use of mark detector） 등 

의 공격 기법들에 의해 안전하지 못하다[1]. 
따라서 다른 보안요소가 요구된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정보은닉[기의 또 다른 

종류로서 통신의 유무를 비밀로 하는 것을 말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보내고 있는 데 이터의 

내부에 은닉 데 이터를 숨기게 된다. 이때, 암 

호화와의 차이점은 암호화는 데이터가 암호 

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게 되나 스테 

가노그래피는 암호화된 데 이터가 숨겨져 있 

다는 것을 저）3자가 눈치채지 못흐｝는 것을 말 

한다. 다시말해 은닉데 이터 자체가 더욱 중요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스테가노그래피의 구성요소는 커버 메시지 

와 삽입 메시지로 구분된다. 커버 메시지는 

제3자에게 아무런 의심없이 전달되는 실제적 

인 의미가 없는 메시지 즉, 삽입 메시지를 숨 

기고 있는 데이터이다. 삽입 메시지는 두집단 

간에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실질적인 메시지 

이다. 또한 커버 메시지에 삽입 메시지를 숨 

기는 과정에서 메시지 검출을 제한시키기 위 

해 키를 설정하는데 이것을 스테고키 （Stego 

Key）라고 한다. 이렇게 커버 메시지와 삽입 

메시지가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데 

이터를 스테고데 이터（Stego Data）라고 한다. 

즉, 스테가노그래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동 

영상, 이미지, 음악화일 등 다른 데이터 안에 

혼합하여 제 3자가 내부에 숨겨진 데 이터 자 

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기고 전달시키 

는 방법 이다 [8].

3. SDRM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SDRM 시스템은 몇 가지 고려사항을 갖는 

다. 첫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에 대한 

권한이 그 멀티미디어를 저작한 소유자로부 

터 획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멀티미 

디어 컨텐츠 제공자가 자신이 저작한 디지털 

자산을 자신의 소유로 보호하길 원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영상과 오 

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야한다.

- 콘텐츠 보호를 위한 공개키기반구조의 

고려사항

- 사용추적에 대한 고려사항

- 강력한 콘텐츠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콘텐츠 보호를 위해 공개키기반구조에 적 

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DRM 기술로 암호된 후 사용자단 기기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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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에서 재생 시 라이선스 클리어링하 

우스로부터 복호키를 받아 암호화된 디지털 

컨테츠를 복호하여 플레이어에게 이를 재생 

케 한다. 따라서, 암호키와 복호키의 보관 및 

관리, 분배 체계가 DRM 시스템 속성상 중요 

한 역할을 하게되며, 이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키를 관리해야 한다[2,9].

SDRM 시스템은 위에서 개발한 기술을 통 

합한 시스템으로 각종 과금 연동 모듈, 인 

증 • 지불서버, 콘텐츠제공서버 • 사이트 콘텐 

츠등록 • 암호화서버, 사용자 인터페 이스 

（SDRM 프로그램） 등의 구축요소로 이루어 

지며, 약간의 인터페 이스 변경으로 상용 사이 

트에 적용 운용이 가능하다.

사용추적에 대한 고려사항은 웹을 사용하 

면서 정보의 고리가 저장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웹을 사용하여 인터넷거래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분실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SSL （Secure Sockets Layer） 을 사용 

하는 CA 서버의 공개키기반구조를 통해 해 

결될 수 있다. 일단 SSL 기술에 의해 암호화 

처리가 된 문서는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정보 

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전송되는 도중에 해커가 

가로챈다고 해도 정보의 내용을 절대로 알 수 

없으며 정보를 암호화, 복호화시 인증서로 설 

정된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유출 

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적어지게 된다. 따라 

서 SSL을 이용한 서버 및 사용자 인증서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다.

강력한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워터마킹 

기법에 보안 요소를 추가 하여야한다. 워터마 

킹은 외부로부터의 변형에 강한 인식장치가 

기기의 내부나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어 복사, 

부분복제, 변형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이다. 이는 대부분 콘텐츠의 일부분에 탑제하 

여 라이센스（인증키）를 통하여 복제방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워 

터마킹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위험성 

이 대두되고 있다. SDRM 시스템에서는 워 

터마킹 기법에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 

하여, 인증서와 라이센스를 통하여 콘텐츠에 

공개키나 라이선스 등의 스테고데 이터를 삽 

입함으로서 복제방지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 

화한다.

4. SDRM 시스템 구조

SDRM 시스템은 콘텐츠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공개키 기반구조를 기반으로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에 저 

작권에 대한 인증을 거치고 콘텐츠제공자의 

공개키나 비밀정보를 스테고데 이터로 변경하 

여 콘텐츠에 삽입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워터 

마킹의 크랙킹으로부터 야기되는 취약성을 

보강할 수 있다.

〈그림 2〉는 시스템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 

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콘텐츠제공 서버 • 

사이트 콘텐츠등록 • 암호화서버, 인증 • 지불 

서버, 콘텐츠 SDRM 사용자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이다.

콘텐츠 제공서버와 사이트는 인증 • 지불서 

버에 콘텐츠를 인증받기위하여 콘텐츠등록 • 

암호화서버에 컨텐츠 등록을 요청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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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콘텐츠등록 • 암호화서버는 인증 • 지불서 

버에 콘텐츠를 등록하고, 등록된 해당 콘텐츠 

에 맞추어 암호화키와 인증서를 부여한다. 이 

렇게 부여된 암호화키와 인증서는 라이선스 

화 되어 콘텐츠제공 서버 • 사이트에 저장된 

다. 이때, 사용자는 미리 콘텐츠등록?암호화 

서버에서 받은 콘텐츠 SDRM 사용자 프로그 

램을 설치하고 인증 , 지불서버에 사용자 인 

증을 및 해당 콘텐츠 인증서를 요청하고 대금 

을 결제하면, 인증서와 암호화키를 발급받는 

다. 그런 후에, 콘텐츠를 요청하면서 라이선스 

화된 인증서를 콘텐츠등록 • 암호화서버로 보 

내면, 암호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때, 콘 

텐츠는 워터마킹 뿐만 아니라, 스테고데이터 

가 삽입되어있기 때문에 콘텐츠 SDRM 사용 

자 프로그램에 저장된 라이선스를 통하여 재 

생할 수 있다<그림 2>.

4.1 SDRM 시스템의 전체 데이터 

흐름도

다음 데 이터 흐름도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 

츠를 제공받기 위하여 인증 지불서버에 콘텐 

츠 사용자 인증을 받고 결제를 한후 SDR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서와 암호화키로 

생성된 라이선스를 통하여 스테가노그래피가 

삽입되어 있는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하 

는 절차이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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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등록•인증부 ]

1. 콘텐츠제공 서버 • 사이트를 통하여 콘텐츠등록 • 암호화 서버에 콘텐츠 등록 요청

2. 콘텐츠등록 • 암호화 서버로 등록 요청된 컨텐츠를 인증 • 지불 서버에 등록요청

3. 인증 • 지불 서버에서 라이선스와 키 발급

4. 발급받은 라이선스와 발급받은 키롤 통하여 워터마크와 스테고데 이터를 암호화하여 

콘텐츠에 삽입

[ 사용자 콘텐츠 제공요청 및 인증부 ]

5. 사용자는 인증 • 지불서버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인증서 요청

6. 인증 • 지불서버는 해당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인증서를 사용자에게 제공

7.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행

8. 인증 • 지불서버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자에게 발급

[ 콘텐츠 복호화 및 재생 ]

9. 사용자는 콘텐츠등록 • 암호화 서버에 해당 콘텐츠를 요청

10. SDRM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콘텐츠등록 • 암호화 서버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 

다운로드

11. SDRM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증 • 지불 서버를 통하여 발급받은 라이선스 

확인

12. 인증 • 지불 서버는 콘텐츠에 삽입된 스테고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스테고키를 

SDRM 사용자 프로그램에 전송

13. 발급받은 스테고키를 통하여 해당 콘텐츠에 스테고데 이터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스테고데이터 내의 삽입데이터인 스테고키와 발급받은 스테고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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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지불 서버 사용자
S-DRM 

사용자프로그램

콘텐스 제공一\ 콘텐스등록 : [

서버 . 사이트 ] 암호화 서버 [

5. 해당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인증서 요청

6. 인증서

7. 결제

8. 라이선스 발급

9. 해당 contents 요청

10. 암호화된 Co게ents Download

11. 라이선스 핰인

스테고値匕 저会十

13. 삽입키와 

전송된키 비교 

Content 재생

〈그림 3> SDRM 데이터 흐름도

4.2 불법복제 및 도용방지를 위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이터 삽입 

모듈 설계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및 전자문서는 위 • 

변조 및 불법 복제 등의 확인 여부가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용방지를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워터 

마킹 기술을 사용해서 보호하고 스테고그래 

피 기술을 사용하여 스테고데 이터를 스테고 

키를 사용하여 콘텐츠에 삽입하여 도용방지 

및 불법 복제를 강화한다.

본 논문에서 콘텐츠는 워터마킹과 스테가 

노그래피의 커버데이터이다. 불법 복제 및 도 

용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콘텐츠등록 암호 

화 서버에서는 아래 순서도와 같은 방법을 수 

행한다〈그림 4>, 입력이 요청된 콘텐츠에 커 

버데이터（콘텐츠）의 종류와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인증서의 기간을 검사한다. 

인증서 기간이 허용이 될 경우, 워터마크 삽 

입모듈을 통하여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워터 

마킹 삽입 메시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입 

력될 메시지를 선정하고 인증 • 지불서버에서 

제공한 암호화키를 통하여 워터마크를 삽입 

（인코딩）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테 

고데 이터를 삽입한다. 스테가노그래피 삽입 

메시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삽입 메시지를 추 

출하여 인증 • 지불서버에서 제공한 스테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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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위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이터 삽입 모듈

로 암호화하여 삽입 （인코딩）한다.

만일, 인증서 기간을 검사하였는데, 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인식되지 않 

을 경우, 인증서 발급에 대한 에러메시지를 

출력하고 인증 • 지불서버에 콘텐츠를 등록하 

고 암호화키와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4.3 불법복제 및 도용방지譽 위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이터 

추출 모듈 설계

4.2절에서는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위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 이터 삽입 모듈을 통하 

여 SDRM 콘텐츠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SDRM 콘텐츠는 불법복제 및 도용방지를 위 

하여 사용자 인증을 거친 인증서와 암호화 키 

를 사용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 이터가 삽입 

되어 있다.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 이터 추출 모듈에서 

는 SDRM 콘텐츠를 사용자 프로그램을 통하 

여 인증서를 검사한 후 콘텐츠를 재생한다 

〈그림 5>.

SDRM 사용자 프로그램은 인증 후 사용자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사용자가 재생하고자 

하는 SDRM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SDRM 
콘텐츠의 종류와 인증서를 구별한다. 사용자 

가 미리 인증받은 인증서와 콘텐츠를 다운받 

을 때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를 비교하여 해당 

인증서가 맞으면 스테고키를 인증 • 지불서버 

에 요청하고 발급받는다. 인증 • 지불서버로 

부터 제공받은 복호화키를 통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고 워터마크를 비교（검출） 

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스테고 

데 이터를 검출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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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위한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이터 삽입 모듈

키로 스테고데 이터를 추출하여 스테고키나 

공개키를 확인한 후 콘텐츠를 재생한다.

만일, 사용자 인증서와 콘텐츠 인증서가 일 

치하지 않을 시에는 인증서 불량 에러 메시지 

나 불법 재생 경고 메시지를 출력한다.

5. SDRM 시스템 분석

본 시스템은 일반 워터마킹 프로그램에 인 

증서와 스테가노그래피를 붙여서 불법복제 

및 불법도용을 방지하는 SDRM 프로그램 이다.

〈그림 6〉의 인증서는 리눅스 서버에 SSL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성된 인증 

서로서 X.509v3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인증서는 인증서를 발행한 발행처로 

OU = Secure D igital Right Management를 사" 

용하였고, 공개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RSA, 서명키를 생성호）는 알고리즘으로 MD5 

를 사용하였다. 또한, X.509v6 extension의 내 

용을 보면, 인증서 타입으로 SSL 서버를 사용 

한다는 것을 첨가하였고, 인증서는 Digital 

Signature, Non Repudiation, Key Encipherment 
에 사용될 것을 첨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 

키값이 암호화되어 첨가되어 있다. 이는 라이 

선스로 사용된다.

생성된 인증서를 SDRM 프로그램에 인식 

하도록 하였으며, 워터마킹을 수행한 후 스테 

가노그래피로 공개키를 암호화하여 그 데 이 

터를 삽입하였다. SDRM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는 본 인증시스템이 제공하는 

인증서를 보유한 사용자만이 SDRM시스템



17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8권 저）4호

CstiBcatc：

寰客쁊 g雄专풫鑿"뼪훌辭霉餐寧讓編蓦뼶it* 쒀養햬*績렳案m籍쯿議뻃婁蕊窗鮮饗膏혜議!/魏
Vam： 3 ((1x2),

Saial Numte： 1 (OxD

Sgoature Algs솨im'mdSW临RSAEnamg 

fa»r t' =kr O^Skxngsl OUn£faeuie Hfeht

CN=SDRM/Email고나doQggdit丽曲皿
鸞辭^^^^^^^^^騒 奮^遴

Not Bdcte： June 1 a)：C8：54 3003 GMT

Not Afltf ： Jbne 1 20：＜BS4 3004 GMT

曲

-------- CERTIFICATE；—
MWDEt'f CMSivIBW凯T*NH| 나di蠅顾域Q/AlgyeWq리触成伽F# 

MA0GA1UECBMGZGFXW째＜Q* 거M)VQQK福NOmE1 최勘也B話N心hbGH溢田 

bciRkEMBT网\1湘打1測MaWH烦詳心(皿EW融 
或싲＜，gW5g티bgHMNMDKMEMAwD혜加M 

MQswCQYDVQQG£wJjl^MAOCMltJBa&MGZG£WkF 

BfNVBAmGERhbGMiBJmRim머CBIZWN1(퍼벼!0亚 
M&GCSqGSIb3DQEJARYO 源!瑯籠5瞬即砌D味DANBgh成MB心EFAANL 

AD BIAkKMEM 납녀WCEHM가Uu时®m&MW噸너M8S會WSFWnWzP 
0OdNAWgY5 ； 血口队,미IMHHMDAQAB새！횟时函眼MRYD WTBAIwAD W 

&岫kg：1hMAQEEBAMCBkAw(*YDVEMPBAqiMAMCkGEa*GG*WQ4ME  
TmiEdtbmVyWXRlZCBDZXh版늏Y효皿Mt珥배WH얶城村gW 函iQUZAp显 

Otm街谁A細哄gGAlUdIWB&pCW人UDOWN■두U* bMQ6劉YMSlHGk 
啓 MgOQYDVQQGEibjgpMMGAlUECBMg關뿨이YD길Q@K时NOVFMx 
TTAiBKSVHA^n 两가 W成£關顽蛔所£會啊1皿3터g畑 NMAnGAlS小너 ERE디 

k XF SSJtMT) 陋y*3CAQAEjQYJKS*NAq 既：
gADQQBNMJt 政)y
OKVl'11WSWVH岫Wg개XiWTS 

---END CERTIFICATC---

i
qGS&Xu^UARYO 

MT버xMiAwaDBWj田 
YPVQQKEwNOVFMriTAf

〈그림 6> SDRM 사용자를 위한 인증서

에서 제공하는 SDRM 뷰어를 통하여 복호화 

되어야만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다.

〈그림 7〉은 자바와 C++로 작성한 SDRM 
프로그램을 통하여 워터마킹을 수행한 그림 

이다. 왼쪽의 Original Image의 그림에 

KHDO@SDRM이라는 로고를 워터마킹 기 

법을 통하여 삽입시켰다. 이때, 원본그림에 로 

고표시가 나타난다. 그런후에, 스테가노그래 

피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스테가 

노그래피는 정보은닉 기술이므로 이를 수행 

했을 경우에는 그림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 8〉은 위의 과정을 통하여 SDRM을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복호화한 것이다. 

이때, 인증서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 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스테가노 

데이터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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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본 데이터에 워터마크를 수행

IWdrrihlr

rw： W 느y

SLw in

〈그림 8> SDRM에 의해 스테고

4.결론

인터넷의 활성화로 많은 멀티미디어 데이 

터들이 생성되고 있으나, 이를 불법복제 및 

불법 도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이라는 저 

작권 보호 시스템들이 생성되고 있으나 이는 

워터마킹이라는 삽입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워터마킹 기법을 공 

격하는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안전성이 점점 

데이터 및 워터마크 데이터 검사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정보 

은닉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 기법를 이용하 

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및 불법 

도용을 막는 SDRM 시스템을 설계 및 분석 

하였다.

현재 설계 및 구현된 SDRM 시스템은 인 

증서와 워터마킹 및 스테고데 이터 기법을 이 

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SDRM 프로그램을 

이용 할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각각 사용해 

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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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멀티미 

디어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향후 SDRM 시스템에는 4장에서 

설계하였듯이 인증서 설정 자동화와 워터마 

킹 및 스테고 데 이터를 함께 설정하는 방법을 

구현 및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고 

자 한다. 이는 더욱 비도 높은 멀티미디어 저 

작권 보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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