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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콘텐트 분할에 기초하여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위한 장치 및 방법

요약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이 제공된다. 다운로드될 콘텐트가 식별된다. 식별된 콘텐트는 적어도 
2개의 섹션들로 분할된다. 여기서,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은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임계 지속기간 값보
다 작은 지속기간을 가지며, 분할된 콘텐트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콘텐트가 성공적으로 다운로드
되면, 다운로드된 콘텐트의 원형은 섹션들을 재결합함으로써 복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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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스크리닝 알고리즘, 콘텐트 분할, 지속기간, 저작권, 섹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보안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제적으로는, 스크리닝 알고리즘(screening algorithm)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터넷과 같은 광역 통신망을 통해 음악 또는 다른 유형의 콘텐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보안은 갈수록 중요한 관심사항
이다. 특히, 이와 같은 네트워크-기반의 콘텐트 전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은, 콘텐트 제공자가 적절한 저작권 로얄
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달된 콘텐트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에 주로 달려있다.

    
음악 콘텐트의 전달에 관하여,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라 알려진 협력적 개발 노력이 레코딩 산업 및 
기술분야의 선도적인 회사들에 의해 최근 형성되었다. SDMI의 목표는 디지털 음악 보안을 위한 개방적이며 공동이용
가능한 아키텍쳐의 개발이다. 이것은 우수한 디지털 음악에 대한 용이한 액세스가능성에대한 소비자 요청에 부합하고, 
한편으로는 콘텐트 개발 및 전달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도록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SDMI는 1999년 휴대용 음
악 장치에 대한 표준 사양인, SDMI Portable Device Specification, Part 1, Version 1.0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에 
수정판을 만들었다. SDMI의 장기간 노력은 모든 형태의 디지털 음악의 전달을 위한 전반적인 아키텍쳐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 자료의 불법적 배포는 그 보유자로부터 이 자료에 대한 합법적인 로열티를 빼앗는 행위이며, 이 불법 배포된 자
료의 제공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불법 배포를 하도록 조장하는 이득을 제공한다. 인터넷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전송의 
용이성에 비추어, 예술 작품이나 제한된 배포권을 갖는 다른 자료와 같이, 복제-방지를 의도한 콘텐트들은 광범위한 불
법적 배포에 노출되기 쉽다. 예를 들어, 압축된 오디오 파일들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MP3 포멧은 오디오 레코딩의 광
범위한 배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어떤 노래에 대한 30 또는 40 메가바이트의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이 3 또는 
4 메가바이트의 MP3 파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56kbps 다이얼업 인터넷 접속을 이용하여, 이 MP3 
파일은 수분만에 사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따라서, 악의적인 집단은 합법적인 원본 CD로부터 노래를 판독하여 MP3로 인코딩하고, 광범위한 불법 배포를 위해 M
P3 인코딩된 노래를 인터넷상에 위치시킨다. 다른 방법으로서, 악의적인 집단은 MP3 인코딩된 노래를 다운로딩하기 
위한 직접적인 다이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속해서 MP3 인코딩된 노래의 불법 복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장치에 의해 렌더링되거나, 통상의 CD 플레이어상에서 재생하기 위해 압축해제되어 기록가능한 CD상에 저장될 수도 
있다.

    
복사-방지 콘텐트의 복제 제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SDMI등은 인증받은 콘텐트를 식별하기 위해 " 디
지털 워터마크" 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97년 7월 16일 John P. Linnartz에 허여된 " Detecting a waterm
ark embedded in an infomation system" 이란 제목의 미국특허 제5,933,798호에는, 전자적 콘텐트를 워터마킹하기 
위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 종이로된 워터마크 대응물에서처럼, 디지털 워터마크는, 검출가능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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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내에 임베딩된다. 워터마크를 포함하는 디지털 음악 레코딩의 오디오 재생은, 예를 들어, 워터마크가 없는 동일
한 레코딩의 재생과는 실질적으로 구별불가능하다. 그러나, 워터마크 검출 장치는 워터마크의 존재나 부재에 기초하여 
이들 두 레코딩을 구별할 수 있다. 어떤 콘텐트는 복사-방지되지 않아 워터마크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워
터마크의 부재는 합법 자료와 불법 자료를 구분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다른 복사 방지 방법들도 역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Johan P. Linnartz and Johan C. Talstra에게 허여된 " Cop
y Protection Schemes for Copy-protected Digital Material" 이란 제목의 유럽 특허 EP983687A2호는 보호된 자
료가 재생될 수 있는 횟수를 제어하는 워터마크 " 티켓" 의 이용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보호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워터마킹된 자료의 정확한 복제는, 워터마킹된 콘텐트의 복사본 내에 워터마크가 복제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워
터마킹된 콘텐트의 부정확하거나, 유손실 복제는, 콘텐트의 복사본 내에 워터마크가 복제되지 않도록 한다. SDMI에 의
한 방법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 방법들은, 적절한 워터마크의 존재와 부재에 기초하여, 합법적인 콘텐트와 불법적인 콘
텐트를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유손실 복제 특성을 이용한다. SDMI 시나리오에서, 워터마크의 2가지 유형, 즉, " 강(r
obust)" 워터마크와 " 약(fragile)" 워터마크가 정의된다.
    

강 워터마크는, 예를 들어 오디오 레코딩의 MP3 인코딩과 같은, 원본 콘텐트의 실질적인 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된 유
손실 복사에서 잔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터마크이다. 즉, 복사본이 원본 레코딩의 합당한 렌더링을 허용할 만큼 충분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강 워터마크도 역시 유지될 것이다. 반면, 약 워터마크는 유손실 복사나 다른 불법적 변경
에 의해 전와(corrupt)될 것으로 기대되는 워터마크이다.

    
SDMI 방법에서, 강 워터마크의 존재는 콘텐트가 복사-방지되었음을 가리키고, 강 워터마크가 존재할 때 대응하는 약 
워터마크의 부재 또는 전와는 어떤 식으로 손상되었음을 가리킨다. SDMI 호환 장치는, 전와된 워터마크를 갖는 자료 
또는 강 워터마크는 검출되나 약 워터마크가 부재하는 자료가 재생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구성된다. 물론, 휴대용 플레
이어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사-방지된 콘텐트의 SDMI 압축과 같은 " SDMI-인증" 절차에 의해 워터마크의 전와 또는 
부재가 정당화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용어 " 렌더링" 은 재생, 기록, 변환, 확인, 저장, 로딩등과 같은 콘텐트의 처리나 전송을 포함하
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MP3 또는 다른 압축 기술을 통한 콘텐트의 배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콘텐트 자
료의 모조품의 변경되지 않은(압축되지 않은) 복제물의 배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제한된 보호는 상업적으로 실
용적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노래 한곡을 얻기위해 지극히 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비용과 불편은 압축되지 않은 콘텐트
의 무단복제를 예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SDMI 또는 다른 진행중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나 다른 콘텐트의 안전한 배포를 위한 기존 기술은 많은 결점들을 
가진다. 예를 들어, SDMI는 최근 SDMI Lite라 불리는 새로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SDM
I Lite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다운로드되고 있는 콘텐트의 제한된 개수의 세그먼트들을 스크리닝한다. 게다가, 이 알
고리즘은 사전설정된 시간 동안만 세그먼트들을 스크리닝한다. 이 분야에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널리 이용하기 이전에, 
제안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 및 방법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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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예를 들어 상기 언급한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과 같은, 스크리닝 알고즘을 빠져나가거나 공격하는 
장치 및 방법들을 제공한다. 실시예에서의 본 발명은 공격자에 의한 불법적 콘텐트의 성공적인 허용 기회가 상당히 개
선되는 지점까지 콘텐트를 분할한다.

본 발명의 이점은 보안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적어도 한 결점을 식별한다는 것이다. 모든 콘텐트 제공자에 대해 편리하
고, 효율적이며, 비용-절감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기저(underlying)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결
함들의 검출과 식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한 방법은 허용될 콘텐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트
를 적어도 2개의 섹션으로 분할하되 상기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은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임계 지속기
간 값의 지속기간보다 작은 지속기간을 갖도록 하는 분할 단계와,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상기 콘텐트를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단 콘텐트가 성공적으로 허용되었다면, 허용된 콘텐트의 원상태는 섹션들을 재결합하여 복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이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 도면들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의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도 2를 참조하여 기술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도 4를 참조하여 기술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의 예를 도시하는 도면이
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데이타 샘플링에 의존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구체적으로는, 제안된 SDMI Lite 및 CDSafe 스크리닝 알고
리즘을 공격 및 빠져나가는 장치 및 방법들을 제공한다. CDSafe 알고리즘은, 발명자 Toine Staring, Michael Epste
in and Martin Rosner에 의한 " Protecting Content from illicit reproduction by Proof of Existence of a Com
plete Data Set via Self-Referencing Sections" 라는 제목으로 2000년 3월 28일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 09/536,944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 방법들은 공격자에 의한 불법적 콘텐트의 성공적인 허용 기회가 상당히 개선되
는 지점까지 콘텐트를 분할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유익하게도, 본 발명은 제안된 보안 알고리즘 내의 결함들을 검출한다. 모든 콘텐트 제공자에 대해 편리하고, 효율적이
며, 비용-절감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기저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결함들의 검출과 식별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

SDMI의 한 목적은 인터넷상에서의 콘텐트의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서, S
DMI는 허용될 것으로 확인된 콘텐트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SDM
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이다. SDMI의 성능을 개선시키고자하는 시도에서 새로운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용어 " 다운로드된" 은, 용어 " 전송된" 과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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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콘텐트가 합법적인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마킹된 콘텐트의 사전설정된 
개수의 섹션들을 무작위로 스크리닝한다. 그러나, 제안된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사전설정된 지속기간을 갖
는 섹션들만을 검사한다. 즉,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소정의 임계값을 초과하지않는 콘텐트의 섹션들은 스크
리닝하지 않을 것이다(예를 들어, 임계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섹션은 적어도 15초 길이가 되어야 스크리닝 알고리즘
을 적용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스크리닝 알고리즘 및 다른 유사한 알고리즘들은 공격에 노출되기 쉬워 콘텐트는 사
전설정된 기간 보다 지속기간이 짧은 섹션들로 분할된다.
    

    
게다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에 비추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임계치는 워터마크를 신뢰성있게 검출
하는데 필요한 콘텐트 자료의 최소량이다. 즉, SDMI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론치(launch)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
이) 15초의 윈도우를 설정할 것이다. 그러나, 워터마크 검출기는 워터마크를 검출하기 위해 15초 윈도우중 약 5초만 
필요로한다. 따라서,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공격에 노출되기 쉬워, 콘텐트는 워터마크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지속기간보
다 지속기간이 짧은 섹션들로 분할된다.
    

본 발명은, 콘텐트를 작은 섹션들로 분할하고 이들 작은 섹션들을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하여 스크리닝 알고리
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 1을 참조하면, 제안된 SDMI Lite 스크리닝 알고리즘과 
CDSafe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한 방법은, 예를 들어 인터넷(10)과 같은 외부 소스로부터 식별되어 다운로드되기를 제
안받은 콘텐트(12)를 분할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분할" 은, 공격자가 불법적이라고 여기는 콘텐트를 다수의 섹션(18), 예를 들어, 도시된 바와 같
이 N개의 섹션으로 분리하는 행동을 지칭한다. 즉, 콘텐트(12)가 스크리닝 알고리즘(14)에 의해 검출되지 않기에 충
분히 작은 (즉,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지속시간 임계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섹션들로 분할된다면, 이와 같은 섹션들(18)
은 스크린(14)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콘텐트(12)를 분할함으로써, 공격자는 콘텐트(12)에 임베딩된 워터마크를 파괴할 것이므로, 워터마크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검출불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게다가, 워터마크의 작은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
해 검출된다하더라도, 콘텐트의 섹션은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할 절차에 의해 워터마크의 식별은 이미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격을 완료하기 위해, 일단 모든 섹션들(18)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했고, 분할된 섹션들은 퍼스널 컴퓨터(16) 
내에서 재결합되어 불법 콘텐트의 원형을 복구한다. 퍼스널 컴퓨터(16)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처리 장치의 한 예이다. 처리 장치는 하나 이상
의 버스 세트의 적어도 일부를 통해 통신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포함한다.

퍼스널 컴퓨터(16)는,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의 적어도 일부를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임의
의 유형의 처리장치를 나타낸다. 퍼스널 컴퓨터(16)의 구성요소들은, 이와 같은 처리 장치들의 종래의 구성요소들에 
대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CPU),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또는 주문형 집
적 회로(ASIC) 뿐만 아니라 이들 및 다른 처리 장치들의 일부나 조합을 나타낼 수 있다. 메모리는 전형적으로 전자적 
메모리이지만, 디스크-기반의 광학적 메모리 또는 자기 메모리와 같은 다른 유형의 기억 장치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는 기법들은, 퍼스널 컴퓨터(16)의 각각의 메모리 또는프로세서 요소들을 이용하여 기억되고 실
행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퍼스널 컴퓨터(16)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
된 공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되지 않은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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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의 한 실시예에서의 제1 단계(200)는 불법 콘텐트를 N개의 섹션들
로 분할하고 N개의 섹션들에 관련된 콘텐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다. 섹션들에 대응하는 콘텐트 테이블의 생성 목적
은, 일단 불법 콘텐트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공격자가 불법 콘텐트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각 섹션의 지속기간은, 부분적으로,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함수이다. 즉, 각 섹션의 지속기간은 양호하게는 스크리
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섹션 임계 지속기간 값의 지속기간보다 작다.
    

    
일단 콘텐트가 분할되고 나면, 이 콘텐트는 단계(210)에서 SDMI 도메인에 기록된다. SDMI 도메인은 SDMI 규칙들과 
행동방식이 지켜져야하는 환경을 나타낸다. SDMI 도메인에 콘텐트를 기록한 후에, 이 콘텐트는 CDSafe 또는 SDMI 
Lite와 같은 SDMI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적용받을 것이다. 비록 콘텐트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설정된 제약에 따라 분
할되었더라도, 모든 섹션들이 첫 관문에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계(200)에서, 스크리닝 알
고리즘이 콘텐트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콘텐트의 적어도 한 분할된 섹션은 스
크리닝 알고리즘을 지난 것(즉, SDMI 도메인 내)으로 인정될 것이 기대된다.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어떤 변형물은 하나
의 불법 섹션의 검출만으로도 알고리즘으로하여금 그 콘텐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2개 또는 3개 섹션들이 용인할만한 확률로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인정될 것이다.
    

단계(230)에서, 새로운 그룹의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콘텐트가 스테핑된다(stepped). 본 
명세서에서 용어 " 콘텐트 스테핑" 은 앞서 인정된 섹션들을 저장하고 나머지 콘텐트에 스크린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도록 허용되었던 콘텐트의 섹션 또는 섹션들은, 도 1에서 퍼스널 컴퓨터
(16)과 연관된 메모리 장치와 같은, 메모리 장치 내에 저장된다.

콘텐트의 스테핑 후에, 단계(240)에서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되었는지의 여
부를 판정하기 위해 콘텐트가 분석된다.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인정된 섹션들은 적어도 임시적으로 SDMI 도메인 내에 저장되고 인정되지 않은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에 대해 단계들
(210 내지 240)이 반복된다. 이 절차는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
된다.

단계(250)에 지시된 바와 같이,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였을 때, 분할된 콘텐트는 그 초
기 구성으로 재결합된다. 이 시점에서, 공격자는 불법 콘텐트를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빠져나
갔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2를 참조하여 기술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이 예가 도시되
어 있다. 초기에, 콘텐트 블럭(300)은 사전설정된 개수의 섹션들로 분할된다. 도 3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콘텐트(300)
는 12개의 섹션들로 분할된다. 공격자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콘텐트를 재조립할 능력을 가지도록, 
분할된 섹션들의 상대적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은) 콘텐트 테이블이 생성된다.

지시된 바와 같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섹션(1)의 시작부에서 스크리닝 절차를 개시한다. 스크리닝 절차 동안에, 스크
리닝 알고리즘이 불법 자료를 검출하여 섹션(4)에서 멈추기 이전에, 섹션(1, 2, 및 3)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
로 인정되었다(참조번호 302를 보라).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으로 통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콘텐트의 나머지 블럭(306)에 스크리닝 알고리
즘을 다시 적용하는 단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인정된 3개의 섹션들은 콘텐트(300)으로부터 분리되어 메모리에 저장
된다. 이것은 도2에서 콘텐트 스테핑이라 불린다. 상기 절차를 3회 진행한 후에, 콘텐트(300)의 9개 섹션들(308)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콘텐트로부터 분리되어 메모리에 저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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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예는, 3개의 섹션들은 콘텐트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적용되는 때마다 인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12개 섹션
들로 분할되었던 콘텐트(300)에 대해, 전체 콘텐트가 재결합될 수 있는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이 절차가 4번 반복될 필요가 있다. 이 절차의 최종 단계는 콘텐트를 재결합하는 것으로, 참조번호(310)으로 표
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스크리닝된 콘텐트의 분할에 기초한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해 공
격하는 방법의 단계를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의 실시예의 제1 단계(400)는 불법 콘텐트를 섹션들로 분할하는 
것이다. 각 섹션의 지속기간은 양호하게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섹션 임계치의 지속기간보다 작다. 그 다
음, 단계(410)에서, 공격자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콘텐트를 재조립할 능력을 가지도록, 분할된 섹
션들의 상대적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은) 콘텐트 테이블이 생성된다.

일단 콘텐트가 분할되면, 단계(420)에서 콘텐트의 각각의 섹션은 SDMI 도메인에 기록된다. 콘텐트의 각각의 섹션을 
SDMI 도메인에 기록할 때, 섹션들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CDSafe 또는 SDMI Lite와 같
은 SDMI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적용받을 것이다.

앞선 실시예에서, 전체 콘텐트가 SDMI 도메인에 기록되도록 적용받았다. 현재의 실시예에서, 콘텐트는 한번에 한 섹션
씩 SDMI 도메인에 기록된다. 따라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은, 각 섹션의 크기와 스크리닝 알고리
즘에 설정된 제약에 따라, 12개 섹션들로 분할된 콘텐트에 대해 12번 반복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콘텐트가 한
번에 한 섹션씩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섹션들 각각은 첫 관문에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할 것이다.

단계(430)에서,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다면, 사용자는 다음 섹션을 기록할 것을 지시받는다.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했을 때, 단계(440)에서 분할된 콘텐트는 그 초기의 구성으로 재결합된다. 이 때, 공격자는 성공적으
로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빠져나갔다.

도 4를 참조하여 기술된 실시예의 대안으로서, 콘텐트가 분할되는 각 섹션의 지속기간이 이전보다 더 작게 만들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섹션의 지속기간은 양호하게는 워터마크를 판독하는데 필요한 지속기간보다 짧다. 예를 들어, 각 
섹션의 지속기간은 약 0.1 내지 약 1.5초의 범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작은 섹션들은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
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것이다.

    
현재의 실시예에서, SDMI 도메인에 기록될 콘텐트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의 최소 임계치를 만족시키지 않아 스크리닝 
알고리즘이 론칭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섹션들로 분할되었다. 게다가, 스크리닝 알고리즘이 론칭되는 경우에도, 섹션들
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알고리즘이 판독가능한 워터마크를 인식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은, 섹션들 각각이 SDMI 도메인 내에 있을 때까지 콘텐트의 
복수의 섹션들 각각에 대해 반복될 것이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도 4를 참조하여 기술된 실시예에 따른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해 공격하는 방법의 단계들의 예
가 도시되어 있다. 초기에, 콘텐트의 블럭은 (도시되지 않은) 사전설정된 개수의 섹션들로 분할된다. 도 5에 도시된 실
시예에서, 콘텐트는 12개 섹션들로 분할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한번에 단 한개의 섹션(500)이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받는다. 따라서, 12개 섹션들로 분할된 콘텐트에 대해, 전체 콘텐트가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상기 절차가 12번 반복될 필요가 있다. (전체 콘텐트가 SDMI 도메인 내에 있게 된 후에) 이 절차의 최종 단계
는, 콘텐트를 재결합하는 것으로, 참조 번호(510)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역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스크리닝된 콘텐트의 분할에 기초하여 SDMI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 방법의 단계들을 도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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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여 기술되는 실시예는 콘텐트를 더 짧은 지속기간의 복수의섹션들로 분할하게되면 소스로부터 SDMI 도
메인으로의 데이터 전송률이 감소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송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수의 콘텐
트 섹션들을 그룹단위로 결합하여 SDMI 도메인에서 더 큰 블럭들로 기록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양호하게는, 이 그
룹들은 무작위로 형성된다. 유익하게도, 우선, 콘텐트를 이와 같은 작은 섹션들로 분할하고, 그 다음 이 섹션들을 무작
위로 재결합함으로써, 원래의 콘텐트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임의의 워터마크가 무작위로 결합된 블럭 내에서 판독불가
능하게 되어, 그에 따라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제1 단계(600)는 불법 콘텐트를 복수의 섹션들로 분할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섹션들
의 원래 순서에 관한 콘텐트 테이블이 생성된다. 비록 도 2, 4, 및 6은 콘텐트 테이블을 생성하기에 앞서 분할 단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시하고 있지만, 콘텐트 테이블은 콘텐트가 분할되기 이전에 생성될 수도 있다.

    
단계(615)에서, 섹션들중 적어도 2개가 서로 결합된다. 결합되는 이들 섹션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섹션들 내에 존재
할 수도 있는 임의의 워터마크를 더욱 스크램블할 것이다. 일단 콘텐트가 콘텐트 테이블 내에 채택 및 분할되어 보다 큰 
섹션들로 재결합되면, 단계(620)에서 콘텐트의 각각의 결합된 섹션은 SDMI 도메인에 기록된다. SDMI 도메인 내에 
콘텐트의 각 섹션을 기록할 때, 섹션들은 자신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SDMI Lite 또는 
CDSafe와 같은 SDMI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받을 것이다.
    

단계(630)에서,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는지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
이 SDMI 도메인 내에 있다면, 사용자는 다음 섹션을 기록하도록 지시받는다.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스크리닝 알고리
즘을 통과했다면, 단계(640)에서, 분할된 콘텐트는 그 초기의 구성으로 재결합된다. 이 때, 공격자는 불법 콘텐트를 성
공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빠져나갔다.

    
본 발명의 상술한 실시예들은 단지 설명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예를 들어, 섹션들은 그들 원래의 순서가 뒤섞일 수도 
있고, 또는 스크리닝 알고리즘이 불법 콘텐트를 검출하기 더 어렵게 다른 방식으로 섞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콘텐트
가 디지털 콘텐트인 경우, 이 콘텐트는 섹션들로 분할되고 섹션들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통해 섞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하에서, 콘텐트의 정확하고 광범위한 테이블의 설정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비록 본 발
명이 SDMI Lite와 CDSafe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임의의 스크리닝 알고리즘에도 적
용가능하다.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내의 이들 및 다른 수많은 실시예들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운로드될 콘텐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트를 적어도 2개의 섹션으로 분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은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임계 지속기간 값보다 작은 지속기간을 갖는, 상기 분할 단계와;

상기 분할된 콘텐트를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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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은 상기 콘텐트 내에 포함된 데이터의 샘플링에 의존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섹션들이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는 것에 후속해서 상기 섹션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상기 
콘텐트의 원형(integrity)을 복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의 지속기간은 약 0.1초 내지 약 1.5초의 범위 내에 있는, 스크리닝 알
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는 한번에 한 섹션씩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받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콘텐트의 모든 섹션들이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통과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의 섹션들은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받기 이전에 그룹들로 결합되는, 스크리닝 알
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의 섹션들은 그룹들에 무작위로 결합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받기 이전에 상기 콘텐트의섹션들을 섞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크리
닝 알고리즘 공격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트의 섹션들의 순서에 관한 콘텐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스크리닝 알고리
즘 공격 방법.

청구항 11.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장치로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갖는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다운
로드될 콘텐트를 식별하고 상기 식별된 콘텐트를 적어도 2개의 섹션들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된 콘텐트를 상기 스크리
닝 알고리즘에 적용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은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임계 지
속기간 값보다 작은 지속기간을 갖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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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공격하기 위한 제품으로서,

다운로드될 콘텐트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트를 적어도 2개의 섹션으로 분할하는 단계로서, 상기 적어도 2개의 섹션들 각각은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된 임계 지속기간 값보다 작은 지속기간을 갖는, 상기 분할 단계와;

상기 분할된 콘텐트를 상기 스크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단계들을 그 실행시에 구현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는 머신 판독가능한 매체를 포함하는, 스크리닝 알고리즘 공격 제품.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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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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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

 - 1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상세한설명
	도면의간단한설명
	실시예

	청구의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