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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에서 다차원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른 조건적 접근제어를 위한 스케일러블 비

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방법 및 암복호화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코딩 기법인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의 암호화에 관한 것으로 SVC 인코딩 후 생성되

는 비트스트림에서 시간, 공간, 품질의 다차원 스케일러빌리티 따라서 구분된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터

의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 후에도 공간, 시간, 품질(Spatial, Temporal, Quality)의 다차원 스케일러빌리티 (Scalability) 기

능을 제공하고, 암호화 후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서도 스케일러빌리티가 유지되는 암호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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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블 암호화 방법으로 암호화된 비트스트림 특정 부분을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서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특정 스케일러

빌리티에 접근하기 위한 키의 조합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여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컨텐츠를 보호하고 스케일러빌리

티 단위로 소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암호화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 암호화부

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 중 특정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와, 상기 SVC 암호화

부으로부터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복호하는 복호화부을 포함하는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

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는,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 별로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

터 및 NAL 데이터의 헤더들을 생성하고, 상기 NAL 데이터 및 NAL 헤더를 포함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는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들 중에서,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를 구분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추출하는 NAL 데이터 구분부와,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에 대응되는 암호화키를 입력하는 키 입력부와,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와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가지는 NAL 데이터를 SVC syntax에 따라 상기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데이터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NAL 데이터 구분부는,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유닛(unit)의 NAL 헤더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를 구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NAL 데이터 구분부는,

상기 NAL 헤더로부터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암호화부는,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와 대응되며, 그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를 암호화화기 위한 값인 Seed 값을

생성하는 Seed 생성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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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Seed 값을 이용하여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와,

상기 생성된 Seed 값을, 상기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에 삽입하는 Seed 암호화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부는,

상기 Seed 생성부로부터 상기 생성된 Seed 값을 입력받아 상기 Seed 값에 따른 의사 랜덤값을 발생하는 랜덤값 발생부

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특정값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값을 상기 Seed 값에 의해 발생된 의사 랜덤

값에 따라 변경하는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

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과, 모션 벡터값과,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의 개수는 두 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키 입력부는,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 각각에 대응되는 암호화 키들의 개수

를 계산하고, 이들을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암호화부는,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가지는 NAL 데이터들을 SVC syntax에 따라

NAL 유닛 단위로 상기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

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암호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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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 각각에 대응되는 Seed 값들을 생성하는 Seed 생성부와,

상기 생성된 Seed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 각각에 따른 NAL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암호화부와,

상기 생성된 Seed 값들을, 각각의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암호화된 NAL 데이터에 삽입하는 Seed 암호화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부는,

상기 Seed 생성부로부터 상기 생성된 Seed 값들을 입력받아 상기 Seed 값들에 각각 따른 의사 랜덤값들을 발생하는 랜덤

값 발생부와,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에 각각 대응되는 암호화 대상 NAL 데이터들로부터 특정값을 추출하고, 상기 특정값들을 상

기 의사 랜덤값들을 이용하여 변경하는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

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과 모션 벡터값과,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키의 개수는 하기 수학식 2에 의해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

스템.

수학식 2

여기서 N은 공간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이며, 는 공간 영역에 따른 품질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이고, 는 공

간 영역에 따른 시간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임.

청구항 13.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암호화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 암호화부

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 중 특정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와, 상기 SVC 암호화

부으로부터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복호하는 복호화부을 포함하는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

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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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스트림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들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와,

복호화키를 제공하는 키 입력부와,

상기 복호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NAL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데이터 복호화부와,

상기 복호화된 NAL 데이터를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는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는,

스케일러빌리티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디코딩 순서와 동일하게 상이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NAL 데이터들을 복호

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는,

암호화된 SVC 비트스트림을 복호화 시 필요한 복호화 키가 모두 있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호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도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는,

상기 추출된 NAL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암호화 되어있는 경우 상기 NAL 데이터를 복호하기 위

한 Seed 값을 추출하는 Seed 추출부와,

상기 암호화된 Seed 값을 복호화하기 위한 복호화 키를 입력하는 키 입력부와,

상기 키 입력부로부터 입력되는 키로 암호화된 Seed 값을 복호화하기 위한 Seed 복호화부와,

상기 복호화된 Seed 값을 입력받아, 이를 이용하여 상기 NAL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부는,

상기 Seed 값을 입력받고, 이에 따른 의사 랜덤값을 발생시키는 랜덤값 발생부와,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로부터 특정값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값을 상기 Seed 값에 의해 발생된 의사 랜덤값에 따라

복원하는 NAL 데이터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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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과 모션 벡터값과,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

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키 입력부는,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을 각각 복호화할 수 있는 복호화키들을 제공하고,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는,

상기 복호화키들을 이용하여 상기 NAL 데이터들을 각각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는,

상기 복호화 키들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Seed 값들을 복호화하는 Seed 복호화부와,

상기 복호된 Seed 값들을 이용하여 상기 추출된 두 개 이상의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른 NAL 데이터들을 각각 복

호화하는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부는,

상기 Seed 복호화부로부터 상기 복호화된 Seed 값들을 입력받아 상기 Seed 값들에 각각 따른 의사 랜덤값들을 발생하는

랜덤값 발생부와,

상기 두 개 이상의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로부터 특정값들을 추출하고, 상기 특정값들을 상기 의사 랜덤값들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NAL 데이터 복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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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과 모션 벡터값과,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키 입력부는,

상기 복호화 키의 개수는 하기 수학식 3에 의해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

스템.

수학식 3

여기서 N은 공간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이며, 는 공간 영역에 따른 품질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이고, 는 공

간 영역에 따른 시간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임.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는,

일부 NAL 데이터의 복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잡음이 추가된 경우, 상기 복호화되지 않은 NAL 데이터에 해당되는 스케

일러빌리티의 개수에 따라 첨부되는 잡음의 정도가 틀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26.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암호화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 암호화부

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 중 특정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와, 상기 SVC 암호화

부으로부터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복호하는 복호화부을 포함하는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

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가 SVC 비트스트림을 암호화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에 따른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터 및 NAL

헤더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하는 인코딩 단계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들을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과 그렇지 않은 NAL 데이터들로 구

분하는 NAL 데이터 구분 단계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과 각각 대응되며, 이들을 암호화할 암호화키들을 입력받고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

는 NAL 데이터들을 SVC 비트스트림 Syntax에 따라 암호화하는 암호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NAL 데이터 구분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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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AL 헤더를 이용하여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과 그렇지 않은 NAL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상기 암호화 대

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로부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

호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단계는,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들과 각각 대응되는 Seed 값들을 생성하는 Seed 값 생성 단계와,

상기 생성된 Seed 값들에 따른 의사 랜덤값을 발생시키는 랜덤값 발생 단계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로부터 각각 특정값을 추출하는 추출 단계와,

상기 추출된 특정값들을, 상기 의사 랜덤값들을 이용하여 변경함으로써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을 암호화

하는 변경 단계와,

상기 암호화키들을 이용하여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Seed 값을 암호화하는 Seed 암호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 모션 벡터값,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

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방법.

청구항 30.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Bitstream)을 암호화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트스트림 암호화부

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 중 요구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유닛을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와, 상기 SVC 암호화

부으로부터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트스트림을 복호하는 복호화부을 포함하는 스케일러블(Scalable) 비디오 비

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가 SVC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하는 방법은,

상기 비트스트림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에 따른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유닛을 포

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추출된 NAL 데이터들 중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을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

별로 복호화하는 복호화 단계와,

상기 복호화된 NAL 데이터 및 복호화되지 않은 NAL 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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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이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NAL 데이터는 상기 SVC 비트스트림이 디

코딩되는 순서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과 대응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Seed 값들을 추출하는

Seed 값 추출 단계와,

상기 Seed 값들이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기 할당된 복호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Seed 값을 복호화하는 복호화 단계와,

상기 복호된 Seed 값들 각각에 따른 의사 랜덤값들을 발생시키는 랜덤값 발생 단계와,

상기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따른 NAL 데이터들로부터 각각 특정값을 추출하는 추출 단계와,

상기 추출된 특정값들을, 각각 대응되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른 Seed 값에 의해 생성된 의사 랜덤값으로 각각 복원하여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복원하는 복원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값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텍스쳐(Texture) 값, 모션 벡터값, FGS 데이터 값의 Sign 값임을 특

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단계는,

일부 NAL 데이터의 복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코딩시 잡음이 추가된 경우, 상기 복호화되지 않은 NAL 데이터에 해당

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에 따라 첨부되는 잡음의 정도가 틀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

청구항 3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는,

암호화 후에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하여 비트 스트림 추출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NAL 유닛 단위로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청구항 3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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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S데이터를 가진 NAL 유닛이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 의해 분할되는 경우에도 상기 NAL 유닛의 복호화가 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Scalable Video Coding:SVC)의 암호화에 있어 암호화 과정 및 복호화 과정에서 스

케일러빌리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암호화 방법과 이를 통하여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에서 특

정 비스크트림의 조건적 접근제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Scalable Video Coding : SVC) 방법은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서 공간 스케일러빌리

티(Spatial Scalability), 시간 스케일러빌리티(Temporal Scalability), 품질 스케일러빌리티(Quality Scalability)등이 있

다. 여기서 공간 스케일러빌리티는 우선 화면을 공간해상도가 낮은 기본계층(예:현행 TV)과 높은 고위계층(예:고선명TV)

로 나눈다. 그리고 기본계층을 먼저 부호화하고 이어서 기본계층의 보간성분과 고위계층의 차이성분을 부호화하여 두 부

호화 비트열을 함께 보낸다. 이렇게 하면 현행 TV수신기로도 기본계층 비트열을 복호하여 고선명TV를 현행 TV화질로

볼 수 있고 고선명TV수신기는 두 비트열을 모두 복호하여 고선명 화면을 재생한다. 즉 마치 흑백TV와 컬러 의 경우처럼

디지털TV수상기나 고선명 TV수상기가 디지털TV 방송과 고선명TV방송을 모두 수신할 수 있어 완전한 호환성이 유지된

다. 시간 스케일러빌리티와 품질 스케일러빌리티도 이러한 공간 스케일러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기본계층과 고위계층으로

나누어 기본 계층의 부호화 비트열과 기본계층의 확장성분과 고위계층간의 차이성분의 부호화 비트열을 보낸다. 다만 기

본계층과 고위계층의 분류에 있어서 시간 스케일러빌리티는 시간축(화면의 진행방향)으로, 품질 스케일러빌리티는 화소

마다의 비트 표현상의 해상도에 따라 나누는 점이 다르다.

H.264/MPEG-4 AVC를 기반으로 비디오 전송 시 QoS (Quality of Service)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SVC 방법이 ITU-T와 ISO/IEC의 JVT(Joint Video Team)에 의해 표준화 되고 있다. 이런 SVC 방법은 기존 코딩기법에

서 제공하지 못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비디오를 소비할 때 우수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MPEG-4 코딩 기술은 다양한 단말기에 콘텐츠를 적응시키기 위해 매번 트랜스 코딩 과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각각의 단말기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도와 적응하기 위한 서버 용량을 필요로 한다. 반면 MPEG에서 새로이

표준화 되는 SVC 방법은 한번 부호화 된 비디오 스트림을 재부호화할 필요 없이 필요한 비디오 스트림을 추출

(Extraction)함으로써 공간, 시간, 품질이 다른 다양한 비디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코딩 된 비트스트림 구조가 상술한 바와 같이 공간, 시간, 품질로 확장되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이

며 비트스트림 추출 과정만을 통해 간단하게 다양한 서비스의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비트스트림은 비디오 암호화에 있어서도 이 구조에 맞는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디오 콘텐츠의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표준화 연구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의 IPMP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가 있으며 실제로 IPMP의 표준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그에 따른

암호화 기법들이 있다. 그러나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암호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인데 지금까지 연구된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암호화 방식은 공간, 시간, 품질에 대한 다차원 스케일러빌리티를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제한된 스케일러블 요소

만을 지원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 공간, 품질의 완전한 다차원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에 대하여 전체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을 유지하며,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으로 특정 비트스트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다차원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제한

적 접근이 가능한 암호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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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스케일러블 단위의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방법

및 암복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인코딩, 디코딩시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방법 및 암복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적응변환 과정인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 부합하는 스케일러블 비트스

트림 암복호화 방법 및 암복호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서,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

는,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 별로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

이터 및 NAL 데이터의 헤더들을 생성하고, 상기 NAL 데이터 및 NAL 헤더를 포함하는 SVC(Scalable Video Coding) 비

트스트림을 생성하는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들 중에서,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를 구분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추출하는 NAL 데이터 구분

부와,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에 대응되는 암호화키를 입력하는 키 입력부와,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와 동일한 스케

일러빌리티 정보를 가지는 NAL 데이터를 SVC syntax에 따라 상기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데이터 암호화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복호화 시스템에서,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상기 비트스트림 추

출부로부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scalability)들에 각각 대응되는 다수의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터들

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와, 복호화키를 제공하는 키 입력부와, 상기 복호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NAL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데이터 복호화부와, 상기 복호화된 NAL 데이터를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는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암호화 방법은,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

(Scalability)에 따른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데이터 및 NAL 헤더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

하는 인코딩 단계와,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들을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과 그렇지 않은

NAL 데이터들로 구분하는 NAL 데이터 구분 단계와,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과 각각 대응되며, 이들을 암

호화할 암호화키들을 입력받고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을 SVC 비트스트림 Syntax에 따라 암호화하는 암

호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비트스트림 복호화 방법은, 상기 비트스트림 추출부로부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

(Scalability)에 따른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유닛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추출된 NAL 데이터들 중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을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 별로

복호화하는 복호화 단계와, 상기 복호화된 NAL 데이터 및 복호화되지 않은 NAL 데이터들을 디코딩하는 디코딩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

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먼저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발명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면, 본 발명에서는,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입력된 비디오 신호를 SVC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으로부터 NAL(Network Abstraction

Layer) 헤더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하는 NAL 데이터를 구분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될 스케일러

빌리티의 개수는 하나이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하는 NAL 데이터들을 각각

의 스케일러빌리티에 할당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여기서 상기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는 NAL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로부터 특정값을 추출하고 이를 변경하여 스크램블링(Scrambling)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발명에서는 NAL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할 Seed 값을 생성하고, 생성된 Seed 값을 이용하

여 NAL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한다. 그리고 스크램블링에 사용된 Seed 값을 다시 암호화하여 이를 스크램블링된 NAL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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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삽입하여 SVC 비트스트림으로 송신한다. Seed를 직접 키로 사용하지 않고 신뢰 할 수 있는 표준 암호화 방법으로

다시 암호화 하여 비트스트림에 삽입하는 이유는 비디오 콘텐츠는 한 프레임에서 동일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영역마

다 동일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데 이러한 동일 암호 영역에 대해 다른 seed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예

측을 통한 공격에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NAL 데이터라는 것은 SVC 비디오 스트림의 한 프레임마다 포함되는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 요소들에 대한 데이

터들을 말하는 것이다. 즉, 상기한 예와 같이 HDTV와 일반 TV의 공간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비트스트림이라면, 이러한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비트스트림은 일반 TV의 공간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

와 HDTV의 NAL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비트스트림 추출부는,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단말기의 서비스 설정에 따라 일부의 스케일러빌리티들에 해당

하는 NAL 데이터들만을 추출한다. 즉,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단말기가 일반 TV 급의 기본 레이어에 해당되는 스케

일러빌리티만 소비가능하다면, 비트스트림 추출부는 기본 레이어에 해당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NAL 들만을 추출한

다. 그리고 만약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단말기가 HDTV 급의 모든 확장 레이어에 해당되는 스케일러빌리티들을 소

비가능하다면, 비트스트림 추출부는 비트스트림에서 모든 NAL 데이터를 추출한다. 따라서 암호화 시에는 NAL 데이터 단

위로 수행해야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 부합 할 수있다. 이때 품질 확장 레이어에 해당하는 NAL 데이터들은 비트플레인 코

딩 기반의 FGS 데이터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GS 데이터형식은 NAL 데이터의 한 유닛 내부에서도 비트스트림 추출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FGS 데이터 형식을 가진 품질 확장 레이어의 비트스트림 추출시 NAL 데이터의 한 유닛 내부에서

도 비트스트림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면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추출된 NAL 데이터들을 수신한다. 그리고 수신된 NAL 데이터들의 NAL 헤더들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체크한다. 그리고 이를 복호한다. 여기서 만약 상술한 바와 같이 SVC 비트스트림 암호

화부의 암호화 방법이 특정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의 특정값을 변경시켜 스크램블링하는 것이라면,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암호화된 NAL 데이터로부터 암호화된 Seed 값을 추출한다. 그리고 암호화된 Seed 값을 복

호화에 할당된 키를 이용하여 이를 복호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다수일 경우, 이러한

암호화된 Seed 값도 다수 추출되게 되고, 이에 따라 상기 암호화된 모든 Seed 값들을 복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Seed 값에

각각 대응되는 복호화 키들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추출된 Seed 값을 이용하여 스크램블링되어 있는 NAL 데

이터를 다시 복원한다. 그리고 스크램블링이 복원된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구

비한 복호화키들에 대응되는 NAL 데이터들만을 복호할 수 있으므로, 상기 복호화 키들에 대응되는 스케일러빌리티 요소

만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도 1a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SVC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SVC 암호화부의 블록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1a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

NAL 데이터 구분부(102), 데이터 암호화부(104), SVC 비트스트림 송신부(106), 그리고 키 입력부(108)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여기서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는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다양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SVC 방

법을 사용하여 상기 비디오 신호를 인코딩함으로써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비트스트림을 생성한다. 이러한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가 SVC 방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신호를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도 2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NAL 데이터 구분부(102)는 SVC 방법을 통해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들의 NAL 헤더를 추출

하여, 해당 NAL 데이터가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인지를 구분한다. 여기서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라는

것은 SVC 비트스트림 중에 실제 비디오 데이터 정보를 가진 NAL 유닛(unit)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NAL 데이터

가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인 경우라면 상기 추출된 NAL 데이터의 헤더로부터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정보를 추

출한다. 여기서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정보라는 것은 해당 NAL 데이터가 한 프레임에서 확장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정

보이다. 또한 여기서 상기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는, 파라메터 정보를 가진 NAL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정보를

가진 NAL 데이터이므로 이를 복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NAL 데이터라도 후에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에서 복호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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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데이터 암호화부(104)는 NAL 데이터 구분부(102)에서 구분된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로부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와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는 NAL 데이터들에 대해 키(key) 입력부(108)에서 생성된 키를 이

용하여 암호화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암호화부(104)는 SVC 비트스트림 syntax에 따라 상기 NAL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 여기서 상기 키 입력부(108)는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의 암호화에 사용될 키를 상기 스케일러빌리티 별로 계산하고

이를 데이터 암호화부(104)에 제공한다. 여기서 만약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암호화될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대응되는 각각의 키들이 생성된다. 그리고 생성된 키들이 입력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 암호화

부(104)는 상기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들에 각각 대응되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그리고 특정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의 암호화가 완료되면,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

를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송신한다.

여기서 데이터 암호화부(104)에서는 암호화대상 NAL 데이터가 입력되고 데이터 암호화부(104)에서 키 입력부(108)로부

터 입력된 암호화 키를 통해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 암호화 방법으로서는 DES(data encryption

algorithm), AES(advanced encryption algorithm), triple DES, SEED 등의 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 방

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RSA와 같은 비대칭형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 방법등이 될 수 있으며, 암호화 대상으로

서는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텍스쳐 값, 모션 벡터값, FGS값 등이 암호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비디오 컨텐츠와 같이 큰 사이즈와 복잡한 인코딩 과정을 가지는 경우는 비트스트림 중에서 일부만을 암호화하여

암호화가 인코딩 단계의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스크램블링 방식을 이용하여 이미 인코

딩된 SVC 비트스트림 중 암호화될 NAL 데이터의 일부값만을 변경하여 해당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스크램블링(scramble)하도록 한다.

도 1b는 이러한 경우,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의 데이터 암호화부(104)를 상세하게 보

이고 있는 블록 구성도이다.

이러한 경우 상기 데이터 암호화부(104)는 랜덤값 발생부(152), Seed 생성부(154), Seed 암호화부(156), Seed 삽입부

(158), 그리고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150)를 구비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Seed 생성부(154)를 통해 암호화될 스케일러

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의 특정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변수인 Seed 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랜덤값 발생부(152)를

이용하여 상기 생성된 Seed 값을 이용하여 의사(Pseudo) 랜덤값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150)를

통해 상기 발생된 의사 랜덤값을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되는 NAL 데이터의 특정값이 변경되도

록 한다. 이에 따라 상기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150)에서 출력되는 NAL 데이터는, 잡음 효과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NAL 데이터가 된다. 또한 상기 NAL 데이터별 암호화부(150)는 FGS데이터를 가진 NAL 유닛이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

의해 분할되어도 복호화될 수 있도록 각 NAL 유닛을 암호화 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의사 랜덤값이라는 것은 상기 특정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할 수 있는 랜덤값을 말하는 것이며 임의의 값을 생성할

때에는 특정 Seed를 통해서 생성한다. 즉, 동일한 Seed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랜덤값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Seed 암호화부(156)를 이용하여 상기 키 입력부(108)에서 입력되는 키로

상기 Seed 값을 암호화한다. 그리고 Seed 삽입부(158)를 통해 해당 암호화된 Seed 값을 상기 스크램블링된 NAL 데이터

에 삽입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인코딩이 완전히 끝난 비트스트림에서 암호화를 적용하므로 구현이 쉽고, 인코딩시

의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인코딩이 끝난 비트스트림을 별도의 복호화 과정 없이도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 요소

에 대해 스크램블링 효과를 가지는 비디오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2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의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에서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SVC 비트스트림을 생성하는 SVC 비트스트림 생성 과정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는, 비디오 신호(200)이 입력되는 경우 공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2D Decimation(210)을 시행한다. 여기서 지원하게 될 공간 스케일러빌리티 개수에 따라 여러 번 시행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스케일러빌리티는 Hierarchical B- picture(220)를 실시하여 구성하는데 Hierarchical B- picture

(220)는 공간 스케일러빌리티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품질의 스케일러빌리티(230)는 레지듀얼값을 비

트플레인 기반의 FGS코딩으로 구성한다. 공간, 시간, 품질별 인코딩된 비트스트림들은 Multiplex(240)를 통해 하나의 비

트스트림으로 합쳐지게 된다. 특히 SVC 에서는 공간 및 시간 확장 레이어는 텍스쳐값, 모션벡터값 으로 구성되고 품질 확

장레이어는 텍스쳐의 FGS값으로 구성 되므로 비트스트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는 텍스쳐, 모션벡터, FGS의 데

이터의 모든 형식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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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SVC 비트스트림 생성부(100)에서 생성된 SVC 비트스트림의 구조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도 3은 16프레임을 하나의 GOP(Group of picture)로 하며 공간 품질에 두개씩의 확장 레이어

를 가진, SVC 인코딩 된 비트스트림의 실제 구조의 한 예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각 박스는 비트스트림의 NAL 데이터

를 나타낸다.

SVC 비트스트림은 가장 낮은 공간영역을 기본 레이어(300)로 설정하여 디코딩하게 되고 공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경우 공

간 확장 레이어(320)를 사용한다. 그리고 공간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시간 영역도 확장되는데, 여기서 시

간 영역은 Hierarchical B-Picture(220)을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각 NAL들은 NAL 헤더 에서 temporal_layer를 가지고

있는데, 도 3에서는 각 박스의 번호가 temporal_layer가 된다. 즉, temporal_layer 0을 가진 NAL 데이터는 다음의 GOP

에서 temporal_layer 0을 가진 NAL 데이터를 이용하여 temporal_layer 1을 가진 NAL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다시

temporal_layer 0을 가진 NAL 데이터와 temporal_layer 1을 가진 NAL 데이터를 사용해서 temporal_layer 2의 NAL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temporal_layer 개수는 GOP의 프레임 개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방

법으로 시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생성시킨다.

이에 따라 모든 NAL 데이터들을 디코딩 하면 원본 비디오 신호(200)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프레임율를 가진 비디오 신

호를 디코딩할 수 있고, temporal_layer의 최대값인 N을 가진 NAL 데이터들을 제거하면 원본의 시간영역의 1/2 의 프레

임율을 가진 비디오를 디코딩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temporal_layer 가 N과 N-1인 NAL들을 제거하면 원본의 1/4의

프레임율 가진 비디오를 디코딩할수 있는 비트스트림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프레임율을 가진 비

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도 3을 가정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면, 원본이 30 frame/sec를 지원하는 비트스트림의 경우 temporal_layer가 4인

NAL 데이터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15 frame/sec 가 되고 temporal_layer 가 3과 4인 NAL 데이터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7.5 frame/sec 가 되어 시간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 품질 영역은 기본 레이어(300)의 품질 확장레이어(310)

와 공간 영역으로 한번 확장(320)한 후 확장된 공간 영역에서 품질 확장 레이어(330)로 구성되어 각 공간 영역의 확장시

마다 품질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각 확장 레이어는 인코더의 파라미터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기본 레이어와 확장 레이어의 구성은 모두 NAL 데이터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NAL 데이터 단위는 비트

스트림 추출의 과정에서 프레임 단위로 구성되는 비디오의 디코딩에 쉽게 적응시킬 수 있다.

도 4a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암호화된 SVC 비트스트림을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 및 추출된 SVC 비트

스트림을 수신하고 이를 복호화하는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의 블록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4a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기 설정된 서비스 설정에 따라 필요한 NAL 데이터들만을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400)

가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할 단말기의 기 설정된 서비스 설정에 따라 필요한 NAL 데이터들만을 추출하고, 추출된

NAL 데이터들을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에 입력한다.

그러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SVC 비트스트림 신호를 수신하는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404), 그리고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복호하는 데이터 복호화부(406), 그리고 복호화된 NAL 데

이터를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하는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408) 및 상기 NAL 데이터의 복호화에 필요한

복호화 키를 제공하는 키 입력부(410)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404)가 상기 비트스트림 추출부(400)로부터 추출된 NAL 데이터들을 수신하면, 수

신된 NAL 데이터들은 데이터 복호화부(406)에서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하는 복호화 키로 복호화된다. 여기서 상

기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에 해당하는 복호화 키들은 키 입력부(410)로부터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 복호화 키들은 사용자

가 특정 스케일러빌리티의 서비스 허용시 사용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복호화부(406)는, 비트스트림의 포함된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복호화한다.

왜냐하면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각 NAL 데이터들은 디코딩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디코딩이 되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이 기본레이어, 확장레이어를 가지고 기본레이어를 바탕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 복호화부(406)에서는 NAL 헤더에서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바탕으로 디코딩이 요구하는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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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NAL 데이터의 복호화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NAL 데이터가 데이터 복호화부(406)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복호

화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연관성에 바탕을 둔 NAL 데이터의 암호화와 복호화는 실시간 디코더에서 복호화된

NAL 데이터를 먼저 디코딩하여 디코딩 지연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복호화부(406)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의 복호화가 완료되면,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408)는 복호

화가 완료된 NAL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디코딩한다. 그리고 디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을 출력한다. 따라서 만

약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복호화키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SVC 비트

스트림에 해당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그대로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408)에서 디코딩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처럼 기 설정된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경우에는 SVC 비트스트림의 일부

만을 별도로 계속 디코딩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스크램블링

방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디코딩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도 4b는 이러한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의 데이터 복호화부(406)를 상세하게 보

이고 있는 블록 구성도이다.

도 4b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Seed 추출부(450)와 Seed 복호

화부(454), 그리고 랜덤값 발생부(456), 그리고 NAL 데이터 복호화부(452)를 더 구비한다. 그리고 상기 Seed 추출부

(450)는 SVC 비트스트림 수신부(404)에서 수신된 NAL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한다. 그

리고 NAL 데이터가 암호화된 경우라면 암호화된 NAL 데이터로부터 암호화된 Seed 값을 추출한다. 그리고 Seed 복호화

부(454)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Seed 값을 복호화한다. 여기서 Seed 값을 복호하기 위한 복호화키는 키 입력부(410)로부

터 입력되는 키를 이용한다.

키 입력부(410)는 사용자가 접근이 허용된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따른 다수의 복호화 키를 저장한다. 그리고 각각의 스케일

러빌리티 별로 복호화에 필요한 키의 개수를 계산하고 이를 생성하여 Seed 복호화부(454)에 입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

수의 복호화 키들은 서로 다른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대응되며, 각 대응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복호

화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만약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 시스템이 SVC 비트스트림의 NAL 데

이터의 특정값을 변경시키는 스크램블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키 입력부(410)로부터 제공되는 키들은 상기 변

경된 특정값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Seed 값을 복호화하는 키로 사용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스케일러빌리티의

스크램블링은 두 개 이상의 스케일러빌리티 요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처럼 스크램블링된 스케일러빌리티

가 두 개 이상일 경우라면, 이들을 모두 복원하기 위한 Seed 값 역시 두개 이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기 암

호화된 Seed 값의 복호에 사용되는 키 역시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만약 상기 Seed 값들에 대응되는 키들이 모두 키 입력부(410)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Seed 값은 복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스케일러블 비디오는, 복호되지 않은 Seed 값에 대응

되는 스케일러빌리티 요소에 대해서는 잡음 성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디코딩된다.

그리고 만약 Seed 값이 복호되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랜덤값 발생부(456)를 이용하여

복호된 Seed 값에 따른 의사 랜덤값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의사 랜덤값이 발생되면, NAL 데이터 복호화부(452)는 상기

발생된 의사 랜덤값을 이용하여 스크램블링 NAL 데이터의 상기 변경된 특정값을 다시 원래의 값으로 복원시킨다. 그리고

상기 특정값이 복원되면 상기 스크램블링 NAL 데이터는 잡음 성분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스케일러빌리티 요소를 가지

는 NAL 데이터로 복원되어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408)에서 디코딩된다.

도 5는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SVC 비트스트림을 NAL 데이터 별로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고, 도 6은 이러한 본 발명의 비트 스트림 암호화부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

의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비디오 신호(200)가 입력되는 경

우 500단계로 진행하여 원본 비디오 신호(200)를 수신한다. 그리고 502단계로 진행하여 NAL 데이터 구분부(102)를 통해

수신된 비디오 신호들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른 NAL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으로 인코딩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50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헤더

를 체크하여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를 구분한다. 그리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로부터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506단계로 진행하여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티의 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암호화될 스케일러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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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들에 따른 암호화키를 생성한다. 그리고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508단계로 진행하여 NAL 데이터의 스케일

러빌리티에 따라 생성된 키를 이용하여 NAL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여기서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SVC 비트

스트림 Syntax에 따라 NAL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도 6은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키로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의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에서 암호화 된 비트스트림의 개별 NAL 데이터들은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라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 된다. 이에 따라 특정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비디오를 복호화 시에는 특정 키의 조합이 필요하다.

도 6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도록 NAL 데이터를 구분하고 다중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개념도이다. 사용된 다중

키는 수학 함수인 Key(공간, 시간, 품질)로 표시하여 암호화에 사용된 NAL의 실제 스케일러빌리티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Key(공간, 시간, 품질)은 NAL 헤더 에서 명시된 defendency_id(공간), temporal_layer(시간), quality_level(품질)의

NAL 헤더에서 추출된 값과 일치하며 이 값들은 곧 NAL 데이터들이 제공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이 디코딩 될 때 사용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진 모든 NAL 데이터들에 대해 스케일러빌리티에 따

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되고,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NAL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키를 사용

해서 암호화된다. 비디오 컨텐츠는 프레임의 집합이며 각 프레임이 개별적으로 확장하여 비디오 컨텐츠의 스케일러빌리티

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의 확장은 한 프레임 내에서 공간, 시간, 품질의 다중 레이어로 스케일러

빌리티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프레임단위로 확장에 기여하는 각 NAL 데이터들을 모두 다른 키로 암호화해

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복호화시 스케일러빌리티마다 개별적인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도 6의 예에서는, SVC 방법에서 제공하는 공간, 시간, 품질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두 개씩의 레이어 즉, 각각의 프레임(i 번

째, i+1 번째, i+2 번째)들은 공간 1, 공간 0, 품질 1, 품질 0, 시간 1, 시간 0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비

디오 프레임에서 총 6개의 스케일러빌리티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 프레임이 6개의 NAL 데이터로 구성된 공간,

시간, 품질이 다른 특성을 가진 비디오 스트림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도 6에서, 비디오 스트림에서 완전하게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암호화를 위해서는 6개의 키로 6개의

NAL 데이터에 대해 암호화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레임 단위로 동일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는 NAL에 대해 동

일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상기한 도 6에 대한 설명은 암호화의 일례 이며 암호화 대상

이 되는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에 따라 키의 수와 암호화 대상이 되는 NAL 데이터들은 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SVC 비트스트림을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요구된 수준의 비트스트림 이외의 비트스트림은 제거된

다. 따라서 한 프레임을 디코딩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한 수준만큼의 NAL 데이터가 존재하고, 따라서 사용

자가 가진 키만으로 한 프레임을 디코딩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을 거친 암호화된 비트스트림은

특정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할 때 필요한 스케일러빌리티 만큼을 복호화 할 수 있도록 전체 키중 몇 개의 키의 조합이 필

요하게 되며 이로써 특정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조건적 접근제어를 구성 할 수 있다.

하기 표 1은 상기 도 6에서 구성한 NAL 데이터의 단위 암호화가 최초 SVC 비트스트림에서 제공하는 시간, 공간, 품질의

모든 스케일러빌리티를 적절한 키의 조합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공간 0 , 품질 0, 시간 0에 접근 하

고자 하는 사용자는 Key(0,0,0) 이 필요하며 여기에 공간에 대해 확장하고자 한다면 Key(0,0,1)과 Key (1,0,0)이 필요하

다.

등록특허 10-0724825

- 16 -



[표 1]

그리고 하기 표 2는 표 1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 조건에 따라 CIF(공간 1), 30fps(시간 1), FGS(품질 1)의 특정 비디오의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키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경우와 접근 불가능한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접근조건에 합당한 모든 키를 가지고 있어야 접근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접근 불가의 경우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가 복호화되지 않음에 따라 잡음 영상이 디코딩 된다.

[표 2]

그리고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SVC 비트스트림이 제공하는 각 스케일러빌리티와 그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 필요

한 암호화 키의 개수는 하기 수학식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그런데 상기 508단계에서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의 해당

NAL 데이터 중에서 특정값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스크램블링 될 수도 있음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상기 508단

계는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의 해당 NAL 데이터의 특정값을 변경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NAL 데

이터의 특정값만을 변경하여 스크램블링 하는 과정을 하기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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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510단계로 진행하여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들 및 암호

화되지 않은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비트스트림 추출부(400)로 송신한다.

도 7은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NAL 데이터의 특정값을 변경하여 스크

램블링하는 암호화 동작을 상세하게 보이는 도면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 방법이 적용된 SVC 비트

스트림 데이터 구조의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우선 도 7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상기 508단계에서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의 해당 NAL 데이터 중에서 특정값을 변경시키는 것일 경우,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는 700단계

로 진행하여 Seed 생성부(154)를 통해 상기 추출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응되는 Seed 값을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

될 스케일러빌리티의 개수는 두개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로 이러한 경우 추출되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정보도 두개 이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Seed 값도 두 개 이상이 생성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702단계로 진행하여 Seed 생성부(154)에서 생성되는 각 Seed 값을 이용

하여 랜덤값 발생부(152)로부터 의사 랜덤값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704단계로

진행하여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텍스쳐값을 추출하고 상기 텍스쳐값에 대한 Sign 값을 추출한다.

이는 SVC 비트스트림에서 제안한 스크램블링 기법이 SVC 비트스트림 생성시, CAB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과정을 거치기 전에 텍스쳐 값, 모션벡터값, FGS값의 sign값을 별도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 시스템에서, 암호화 대상은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텍스쳐

값, 모션 벡터값, FGS 값의 sign 값을 모두 암호화 한다.

이를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도 8의 SVC 비트스트림 syntax에서는 CAB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 과정을 수행 하기 전의 비트스트림에서, Sign 값(coeff_Sign_flag[i])(802)과 텍스쳐값(coeff_abs_

level_minus1[i])(800)이 별개로 존재해서 Sign 값만을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는 706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발생된 의사 랜덤값을 통해

텍스쳐 값의 Sign 값(802)을 반전시킴으로 영상에 잡음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상기 Sign 값(802)를 사용하는 이유는,

Sign 값(802)이 반전되는 경우, 단 한개의 비트값만을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도 해당 텍스쳐값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되

므로, 상기 Sign 값(802)의 비트열 중에서 변경에 따른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비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복잡한 디코딩 및 인코딩 과정없이도 단지 암호화할 스케일러빌리티 NAL 데이터의 텍스쳐값 중 단 하나의 비트값의 부호

만을 반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잡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는 708단계로 진행하여 기 설정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해당 Seed 값을 암호화한

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키는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정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

응되는 Seed 값과 각각 대응되게 설정된다. 그리고 상기 암호화된 Seed 값을 암호화된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에

삽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복호하여 출력하

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도 9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900단계로 진행하여 SVC 비트

스트림 암호화부(110)로부터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한다. 그리고 902 단계로 진행하여 수신된 SVC 비트스트림으로부

터 기 설정된 서비스 설정, 즉 현재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가 제공가능한 스케일러빌리티들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 수

준에 따라 필요한 NAL 데이터들만을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904단계로 진행하여 수시된 SVC 비트스트림에 포함된 NAL 데이터 중에

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의 유무는 상기 SVC 비트스트림에 포

함된 각 NAL 데이터들의 NAL 헤더를 체크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910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SVC 비트

스트림 수신부(404)로부터 수신된 NAL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한다. 그러나 상기 904단계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가 있

는 경우,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는 906단계로 진행하여,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에 대응하는 스케일러빌리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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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908단계로 진행하여 키 입력부(410)로부터 제공받은 복호

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을 복호화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복호화된

NAL 데이터를 포함하는 SVC 비트스트림을 SVC 비트스트림 디코딩부(408)를 이용하여 디코딩한다. 그런데 상기 복호화

되는 NAL 데이터는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110)의 NAL 데이터 구분부(102)에서 구분된 데이터 정보를 가진

NAL 데이터들이 암호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복호화가 이루

어 지지 않은 NAL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도, syntax에 맞는 데이터 정보를 가진 NAL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디코딩이 가능

하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 스케일러빌리티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된 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접근이 허용된 NAL 데이터만을 복호할 수 있으므로, 스케일러블 비디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스케일러블 단

위로 제한할 수 있다.

도 10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서 수신된 SVC 비트스트림의 해당 NAL

데이터 중의 특정값을 복원시켜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복호하는 동작을 상세하게 보이는 도면이다.

도 10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상기 908단계에서 해당 스케일러빌리티의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SVC 비트스트

림의 해당 NAL 데이터 중에서 특정값을 복원하는 것일 경우, 상기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는 1000단계로 진행하여

Seed 추출부(450)를 통해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로부터 암호화된 Seed 값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1002단계로 진행하여 키 입력부(410)에 기 저장된 키들을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Seed 값들을 복호

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100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복호된 적어도 Seed 값들을 랜덤값 발생부

(456)로 입력하여, 각각의 Seed 값에 대응되는 의사 랜덤값들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402)는, 1006단계로 진행하여 인코딩된 SVC 비트스트림으로부터 텍스쳐, 모션,

FGS값을 추출하고 상기 텍스쳐, 모션, FGS값에 대한 Sign 값을 추출한다. 그리고 100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의사 랜덤값

을 이용하여 반전되었었던 Sign 값을 복원하여 디스크램블링(Discrambling)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별개

의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디코딩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인코딩이 완료된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암호화된 스케일러

빌리티를 디스크램블링하는 효과를 가진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 않고 실시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텍스쳐, 모션, FGS값의 Sign 값을 반전하여 스크램블링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본 발명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텍스쳐, 모션, FGS

값의 Sign 값이 아닌 다른 비트 값을 변경시키는 것이 더 큰 스크램블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상기 다른 비트를 변경

시킬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단지 Sign 값만을 변경시키는 것을 예로 들었으나 이 역

시 Sign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을 변경시킬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라, SVC 로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에 대해 암호화 후에도 스케일러빌리티 기능을 유지하고

암호화된 비트스트림이 SVC 고유의 적응변환 과정인 비트스트림 추출과정에 복호화 없이도 부합하며 SVC 비트스트림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형식을 암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또한, SVC 비트스트림이 제공하는 공간, 시간, 품질의

스케일러빌리티 개수에 상관없이 암호화 하는 서로 다른 키를 적어도 하나 제공하고, 이에 따라 허락되지 않은 스케일러블

비트스트림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스케일러블 비디오의 컨텐츠를 스케일러빌리티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SVC 비트스트림을 생성하고 이를 암호화하여 송신하는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의

블록 구성도,

도 1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의 데이터 암호화부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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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입력받은 비디오 신호를 이용하여 SVC 비트스트림을 생

성하는 SVC 비트스트림 생성 과정을 보이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생성된 SVC 비트스트림의 구조도,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을 수신하여 복호화하는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의 블록 구성도,

도 4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암호화된 SVC 비트스트림을 추출하는 비트스트림 추출부 및 추출된 SVC 비트스트림

을 수신하고 이를 복호화하는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 대한 상세 블록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SVC 비트스트림을 NAL 데이터 별로 암호화하여 송신하

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암호화된 NAL 데이터들의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암호화부에서 NAL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동작을 상세하게 보이는 상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암호화 방법이 적용된 SVC 비트스트림 데이터 구조의 예시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복호하여 출력하

는 동작의 과정을 보이는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SVC 비트스트림 복호화부에서 암호화된 NAL 데이터를 복호하는 동작을 상세하게 보

이는 상세 흐름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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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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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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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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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724825

- 24 -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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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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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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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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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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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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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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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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