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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위한 포렌식마킹
기술과 저작권

불법 웹툰 유통 현황
지난해 5월 부산검찰청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였다. 밤토끼는
2016년부터 유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탑툰, 투믹스 등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
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였다. 불법 복제된 웹툰을 보기 위해 월평균 방문자 수 3,500만 명, 하루 평균 116만
명이 방문하던 밤토끼는 국내에서 13번째로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로 조사되기도 했다. 밤토끼는 불법 도
박 사이트 광고 등을 유치해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1).
불법 웹툰 사이트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2)에 따르면 2018년 국
내 만화산업 규모는 1.1조 원이며, 이중 웹툰 시장이 7,200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페이지 뷰 기준으로 밤토
끼 사이트의 피해액을 추산하면 2,400억 원 규모이다3). 불법 웹 사이트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만화 콘텐츠
시장의 약 20%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결과 밤토끼 운영 기간 중 네이버 웹툰의 페이지 뷰는 50%가량 감
소했으며, 다음 웹툰의 경우는 80%가량 감소했다4).
밤토끼 사이트 폐쇄로 크게 줄어들었던 웹툰 불법 사용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트래픽 변화를 보여준다. 2018년 6월경 급격히 감소했던 불법 콘텐츠 사용이 2018년 연말
부터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중앙일보, ‘하루 방문자 116만 명’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https://news.joins.com/article/22646673
2)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
3) 디지털만화규장각, <2018년 만화·웹툰 결산> 숫자로 보는 2018 만화·웹툰 산업계 이슈, http://dml.komacon.kr/webzine/cover/
26840
4) 2017년 초 다음 웹툰의 경우 4,866만 페이지뷰에서 943만 페이지뷰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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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 1>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트래픽 변화

5)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의 사용량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밤토끼 검거 시 활용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대형 불법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었음에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밤토끼 검거에 활용된 기술은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로 알려져 있다6). <그림 2>는 포렌식마킹 기술에 대해
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포렌식마킹 기술은 허가된 사용자가 콘텐츠 활용을 요청하면, 사용자 정보를 콘텐츠에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게 이식한다. 만약 그 사용자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배포하면, 최초 유포자의
정보가 콘텐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림 2> 포렌식마킹 기술 활용방법

5) 웹툰가이드(WAS,https://was.webtoonguide.com/illegal/dashboard)의 불법 공유 사이트 트래픽 자료 편집
6) 동아일보, “불법 웹툰 꼼짝 마!” AI로 불법 업로더 잡는다. https://it.donga.com/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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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

포렌식마크 활용에 따른 이슈
포렌식마크를 모든 웹툰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
슈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추가적인 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포렌식마크를 활용하기 위
해서는 마크의 생성, 삽입 등 작업을 위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추가되어야 한다. 포
렌식마크는

서버에서

삽입하는

방식과 클라이언트에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웹툰의

경우 불특정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삽입하는 방
식을

사용하기

어렵다.

클라이언트에서

포렌식마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콘텐츠

사용

전

포렌식마크 삽입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데, 불법 복제를 의도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
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기 어렵고, 불법 복제 사용자 검거를 위해 모든 사용자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
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버에서 삽입하는 방식도 문제는 있다. 웹툰 제공 업체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해야 하고, 웹툰에 포렌식마크 삽입하는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콘텐츠 서
비스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최근 개발된 워터마크 삭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구글은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CVPR conference)에서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7).
이

기술은 동일한 패턴으로 워터마크가 생성되어 입력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3>은 논문에 소개된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3>을 보면 두 가지 그림이 각각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쪽의 그림은 워터마크
가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은 이를 구글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운 것이다.
워터마크와 포렌식마크를 삽입하는 방법은 같다. 따라서 워터마크를 지울 수 있으면, 포렌식마크도 지울 수
있다. 구글의 워터마크 삭제 기술 발표 후, 셔터스톡 등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지마다 전혀 다른 워터마
크를 생성해 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셔터스톡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술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 워터마크 삽입 기술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삭제 기술은 서로 엎치락뒤
치락하며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화될 수 있는 포렌식마크의 활용을
상용 서비스 업체에서 선뜻 채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7) Tali Dekel, Michael Rubinstein, Ce Liu, William T. Freeman, On the Effectiveness of Visible Watermarks, CVPR,
p.214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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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글의 워터마크 삭제 알고리즘 적용 사진

마지막으로 원본 콘텐츠 변형을 통한 포렌식마크 사용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웹툰의 경우 이미지 형태로 배포된다.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하거나, 이미지 전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할 경우에 웹툰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포렌식마크 정보는 변형될 수 있다. <그림 4>는 원
본 웹툰에 사용자 정보를 포함시켜 콘텐츠를 제공했으나, 변형을 통해 사용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진
경우를 개념적으로 보여준다. 왼쪽의 원본 웹툰에는 정확한 사용자 정보가 있으나, 불법 복제자가
웹툰에 일부 변형을 가해 오른쪽 그림처럼 사용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를 변형하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도 유통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포렌식마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원본에 삽입되고, 삽입 내용이나 삽입 알
고리즘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4>처럼 사용자 정보만을 변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
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각도로 그림을 회전시킨다거나, 그림 전체의 해상도를 약간만 떨어뜨리
는 방법으로도 포렌식마크가 식별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림 4> 원본이 변형되어 사용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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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며, 향후 더 증가할 수
있다. 2019년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
다8). 웹툰 불법 복제자를 찾는 포렌식마킹 기술은 웹툰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 업체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존재한다.
전체 서비스 업체에서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가장 많은 곳부터 포렌식마크 시스템을 도
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포렌식마크 활용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
이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는 불법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 역시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처벌 강화와 소비하는 독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9). 웹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시장 보호를 위해 이는 당연
히 이루어져야 할 요소이지만,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술적 해결 방법의 모
색도 게을리할 수 없다.

[작성: ㈜엘앤제이테크]

8)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0198
9) 밤토끼 잡고도 여전히 판치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인식 개선 선행돼야”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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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 웹툰 사용추적을 위한
툰레이더 기술

웹툰 시장의 성장

최근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95년 정부가 만화산업 관련 정책을 ‘통제 중심에서 진
흥 중심’으로 변경하고 2013년 ‘제3차 만화산업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목표가 ‘2018년 만
화산업 매출 1조 원 달성’이었다. 90년대 중반 4,000억 원 수준이던 만화산업은 2000년대에 7,000
억 원 수준에 10여 년간 머물다가, 2018년 기준 1조 1,651억 원으로 성장했다 1). 만화산업이 7,000
억 원 수준에서 1조 원 돌파가 가능했던 기점은 2013년 유료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이다.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웹툰 불법 복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웹툰 불법 복제 통계 자료를 서비
스하고 있는 WAS(Webtoon Analysis Service)에 따르면2), 2019년 11월 기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6조 486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불법 복제된 웹툰 작품 수는 4,966개, 피해를 본 플랫폼 수는 41
곳에 이른다. 2010년 이후 생산된 웹툰 작품 수가 6,685편임을 감안하면, 70%가량의 작품이 불법 복제의 피
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WAS에서 제공하는 불법 복제 현황 요약 정보이다. 2019년에
는 불법 복제 피해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WAS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림 2>를 보면 불법 사이트 총
PV(Page View) 수치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웹툰 불법 복제 유
통 사이트의 PV 트래픽 총합은 51억 view로 집계되고 있으며, 한국어로 된 불법 유통 사이트는 97개로 파악
되고 있다3).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출판․만화산업편
2) 불법복제 대시보드, https://was.webtoonguide.com/illegal/dashboard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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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툰 불법 복제 피해 현황2)

<그림 2> 불법 웹툰 사이트 PV 트래픽 증감 현황2)

웹툰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포
렌식마킹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검색 엔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트 차단 방식이다. 두 가지 방법
중 검색 엔진 모니터링 방법은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데 이
를 모니터링하여 사이트를 찾고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 방식을 통해서는 불법 유통하는 사람을 잡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유령회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
아 사이트 차단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따라 포렌식마킹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렌식마킹

기술은

배포되는

콘텐츠에

다운로드받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는 경우 사용자 정보를 통해 유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8년 5월 국내 최대 규모의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활용된 기술도 포렌식마
킹 기술이며, 네이버에서 개발된 ‘툰레이더’ 기술이 활용되었다. 밤토끼 사이트 폐쇄 이후 유사 사이
트가 급증하였는데, 2019년

5월

적발된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검거에도

네이버의 툰레이더

기술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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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레이더 기술
<그림 3>은 툰레이더의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툰레이더 기술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으로 서비
스되는 웹툰에 사용자 관련 정보를 이식해야 한다. 이식되는 사용자 정보는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육안으로는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웹툰 콘텐츠는 정상적인 경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된다. 하지만 웹툰을 사용한 사용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복제된 웹툰을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툰레이더에 발견된다.
툰레이더는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업로드된 웹툰에 이식된 사용자 정보
가 있는지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서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웹툰 이미지를 다시 획득하여 워터마크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추출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다운받아 알고리즘을 실
행하여 확인하던 작업을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서, 작품 한 화에 20~30분씩 걸리던 처리속도가 15분
이내로 빨라졌다4). 이미지 분석을 통한 워터마크 추출의 정확도는 95~97% 달한다.

<그림 3> 툰레이더의 동작 방식

4) 동아일보, "불법 웹툰 꼼짝 마!" AI로 불법 업로더 잡는다, https://it.donga.com/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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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마크의 규칙이나 생성 방법을 유출자들이 알게 되면 무력화 시도를 진행할 수 있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툰레이더의 포렌식마크 생성 및 삽입 방법은 비밀일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사람이 분석하던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분석
방법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툰레이더에서는 시스템 알고리즘 변경만을 통해 포렌식마크
로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툰레이더 기술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향은 완전 자동화와 더 많은 개인식별정보 탑재로 요약된다.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동작 방식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업로드 시 시스템을 사람
이 동작시켜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로드되어 있
는 시간 동안 다른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작업을 자동화시켜야만 한다. 개인
식별정보의 경우도 아이디 등 간략한 정보 이상의 파악 가능한 정보를 담는다면, 웹툰 불법 복제 유
출자 탐지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시사점

웹툰 시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발달한 콘텐츠 시장이다. 국내 웹툰 시장은 빠르게 증가 하고 있
는 반면 최근 웹툰 신규 작품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5). 그 원인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의 증가를 유추 할 수
있다. 웹에서 서비스되는 웹툰의 70% 이상이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통계조사 결과나 불법 복제로
인해 2016년에 비해 2018년도 웹툰 관련 투자액이 85% 감소했다는 점 6)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밤토
끼’ 사이트 운영자의 검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웹툰 불법 복제 서비스 시장은 2019년 들어 다시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밤토끼’ 사용자들이 기타 불법 사이트로 옮겨가며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웹툰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리 규제 제도 정립도 필요하다. 웹툰의 경우 명확한 관리 주체와 방식이 규정되
어 있지 않다. 출판은 신고제도, ISBN을 활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도 신고제도 및 등급제도 등
이 있고, 음악도 저작권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웹툰 콘텐츠는 명확한 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5) 2016년 1월 246편에서 2018년 3월 112편으로 지속 감소 중, 출처: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6) 디지털데일리, 웹툰 업계 망치는 불법 복제 투자액 85% 감소 ‘충격’, http://www.digital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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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가 갖춰진다면, 대규모 웹툰 서비스사의 포렌식마크 의무 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웹툰 불법
복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 사용자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처벌받지 않을 것이
란 생각에 불법 유통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5).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인지하
고 있는 만큼, 기술적 조치, 제도적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불법 복제 웹툰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엘앤제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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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워터마크 제거 기술

포렌식마크 현황
포렌식마킹 기술은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에 구매자 정보, 유통 경로 등을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사용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
으며, 실제로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삽입한 정보를 활용해서 유포자와 유통 경로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 포렌식마킹 기술의 대표적인 회사는 마크애니, 씨케이앤비, 네이버 웹툰 등이 있다. 주요 업체들이 활
용하는 방식은 서비스하는 콘텐츠에 사용자 아이디 등을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유출
된 콘텐츠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유료 사용자를 가장하여 콘텐츠를 제공 받고 이를 불법 복제하여 유포하
는 사용자를 추적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내 대표적인 웹툰 서비스 기업인 레진코믹스는 2016년 이 기술을 활
용하여 인기 유료 웹툰을 대량으로 유포한 후 SNS에 “절대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최 모 씨를
잡기도 했다1).
포렌식마킹 기술이 웹툰 콘텐츠 불법 유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라면, 워터마킹 공격 방법은 이를 무
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포렌식마킹 기술은 워터마킹 기술의 하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워터마크 정보
를 보이지 않는 형태로 넣고 사용자 아이디 등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여, 콘텐츠가 불법 유출되었을 때 추적
이 가능하도록 변형시킨 기술이 포렌식마킹 기술이다. 따라서 워터마킹 공격 방법은 포렌식마킹 공격에도 활
용될 수 있다.

1) 연합뉴스, “나 잡아 봐라” 큰소리 치던 웹툰 유포자, 감쪽같은 추적술에 덜미, https://www.yna.co.kr/view/AKR20160206005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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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킹 공격 방법

워터마크에 삽입되어 있는 콘텐츠에 변형을 가해서 삽입된 워터마크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워터마
킹 공격이다. <그림 1>은 간단한 회전 공격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의 왼편은 원본 데이터이고, 오른쪽
은 회전 공격을 수행한 데이터이다. 그림 아래쪽에 0, 1 숫자들은 그림을 나타내는 디지털 데이터들이라고
가정하면, 약간의 회전을 통해서 각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약간
회전되어 구분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알아볼 수 없게 바뀌기 때문에 삽입된 워터마크의 정보를 파악
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간단한 회전공격의 예

워터마크 공격 기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제거, 비동기화, 암호, 프로토콜 공격
등이 있으며 주로 데이터 변형을 통한 공격, 워터마크 삭제를 통한 공격 등이 사용된다. 2017년 구
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주요 글로벌 사진 서비스 기업들의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린
방법이 프로토콜 공격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다수의 사진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 이를 삭제한 방법
으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활용 가능성이 커진 공격 방법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세부적인 기
술을 모르더라도 인터넷 검색만을 통해 제거 공격을 위한 도구(Program tool)들을 쉽게 구할 수 있
다는 점이다2). 콘텐츠를 불법유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대상 콘텐츠에 공격을 가하고 콘텐츠를 유
출하면, 단순한 포렌식마킹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2) 인페인트(Inpaint), VirtualDub MSU 로고 리무버, AviDemux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웹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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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세부 내용

제거 공격

공간 영역, 변환 영역에
삽입된 워터마크 제거를
위한 공격

가우시안(gaussian)/미디안(median)/평균(mea
n) 필터링(filtering), JPEG 또는
JPEG2000에서 사용하는 손실 압축(lossy
compression)과 히스토그램 평준화(histogram
equalization),

비동기화
공격

삽입된 이미지에 변형을
가하여 검출을 방해하는
공격

이동(translation), 회전(rotation),
반전(mirroring), 비례 축소(scaling), 이미지
열/행 제거, 자름(cropping),
모자익(mosaic:이미지를 조각으로 자름) 등

암호 공격

워터마킹 과정에 사용되는
키 암호 값을 활용하는
공격

키 암호 값을 알아내서 워터마크 제거하는
방법

프로토콜
공격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을
분석하여 제거하기 위한
공격

워터마크를 분석하여 제거

<표 1> 워터마크 공격 기술

엔비디아의 워터마크 제거 기술
2017년 발표된 구글의 워터마크 제거 기술에 대한 해결책은 구글의 발표 후 두 달 만에 개발되어 발표되
었다. 셔터스톡에서 발표한 워터마크 제거 무력화 기술의 핵심은 워터마크를 입력할 때 랜덤 생성기를 만들
어 각 이미지당 모두 다른 워터마크를 입력하여 패턴 분석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다3).
2018년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워터마크 제거 기술은 구글의 기술과는 다른 형태의 기술이다. 엔비
디아의 기술은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기술을
활용하여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고 유출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원본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에 다양한 워터마크 공격을 가한다. 지금까지는 공격이 다양해지면 원
본 데이터가 훼손되어 사람의 눈으로도 알아볼 수 없어지므로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훼손된 콘텐츠
를 엔비디아의 이미지 복원 기술을 통해 복원하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가 되고 워터마크
정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3) ZDNet Korea, "이미지 저작권 위협하는 AI 막자"...워터마크 업그레이드http://www.zdnet.co.kr/view/?no=20170904152647&
from=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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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엔비디아의 복원 기술을 활용한 워터마크 제거 기술 동작 방식

2018년 GTS(GPU Technology Conference)4)에서 발표된 엔비디아의 이미지 복원 기술은 노이즈
없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 없이도 랜덤으로 추가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미지를 복원하는 기술
이다. 이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미지 학습 단계이다. 다양한 이미지를
입력하여 깨끗한 이미지의 특징, 깨끗한 사물(object)의 특징을 학습시킨다. 두 번째, 학습된 인공지
능 모델에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입력한다. 세 번째, 복원된 이미지를 확인한다. <그림 3>은 엔
비디아에서 제공한 이미지 복원 결과이다. 맨 왼쪽 이미지가 인공지능에 입력된 노이즈 있는 이미지
이며, 가운데 이미지가 복원된 이미지, 맨 오른쪽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이다. <그림 3>의 결과를
통해 엔비디아의 복원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5)

<그림 3> 엔비디아의 이미지 복원 결과

4) https://www.ustream.tv/recorded/117580046
5) 출처: https://news.developer.nvidia.com/ai-can-now-fix-your-grainy-photos-by-only-looking-at-grainy-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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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국내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사이트들은 지금까지 두 가지 형태로 웹툰을 배포해왔다. 첫 번째는 웹툰을
복제해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불법 복제되어 공개된 웹툰의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두 가
지 방법 모두 단순한 방식이며, 콘텐츠 자체를 변형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면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된다면 불법 유출자
들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포렌식마킹을 회피하는 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기술의 활용이 다양해지면 포렌식
마킹이 되어 있는 콘텐츠라 할지라도 유출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활용된 포렌식마크가 효
과적으로 동작한 것은 워터마크에 대한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들이 유통된 이유도 크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워터마크 공격 및 공격 대응 기술의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구글의 워터마크 제거
기술과 엔비디아의 손상 이미지 복원 기술은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사용은 처
리속도, 공격 검출 정확도 등 다양한 부분의 성능 역시 향상시키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
시간 웹툰 콘텐츠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 ㈜엘앤제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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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차단을 위한 SNI 기술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현황
201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는 71개로 파악되지만, 이중 차단된 사이트는 4%에 불
과하다1).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의 경우 비교적 많은 경로를 통해 알려져 있으므로 사이트 차단을 통해 서비
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차단률이 매우 낮다.
방송통신위원회(KCSC)에서는 2006년부터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시작했다. 개인의 인터넷 요청
패킷2)을 분석해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
인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차단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서 차단 결정이 나면, 차단 사이트 목록을 인터넷 사업자(ISP)에 전달한다. 각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필터링 목록에 차단 사이트 목록을 등록한다.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 요청을 생성하면 ISP는 사용자들의 요
청 패킷들을 분석하여 차단 사이트 목록에 등록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시도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
고 페이지로 포워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문제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거나, 다른 다양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1) 출처: 파이낸셜 신문,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기술적 한계 드러나,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87
2) 사용자가 인터넷 페이지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서 서버로 요청하는 데이터 패킷으로 사용자의 IP 정보, 요청 사이트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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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의 웹 사이트 차단 방식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웹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시작하자 불법 웹 사이트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를

활용해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다. ‘http://' 형태로 시작되는 도메인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웹 사
이트이다.

사용자가

HTTPS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대한

페이지

요청

데이터를

보내면,

ISP들은

그 데이터를 중간에 열어볼 수 없다. 또한, 강제로 열어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
다. 따라서 중간에 ISP들도 차단 목록에 등록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불가능하다.

SNI 기술을 활용한 불법 웹 사이트 차단
2019월 2월 방송통신위위원회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를 활용한 불법 웹 사이트 차
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I 기술을 활용한 차단을 시작했다3). SNI 필드를 활용하는 기술
은 HTTPS 사용으로 패킷 분석이 어려워지자 채택한 방법이다.
HTTPS를 사용하면 사용자 요청 정보를 ISP에서 열어보더라도 암호화되어 있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 웹 사이트에 HTTPS로 페이지 요청을 하면 처음 생성되는 패킷에는
SNI 정보가 있는데 이 패킷에는 SNI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암호화하여
통신하기 위해 처음 주고받는 데이터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 출처: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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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진행할 때 처음 주고받는 패킷을 표시한 내용
이다. <그림 2>에 보이는 것처럼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여기에 포함된 Server Name 정보를 불법 웹 사이트 차단에 활용하는 방식이 SNI 차단 방식이
다. HTTPS를 활용한 인터넷 접속 방식은 현재 50% 이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SNI 차단 방식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SNI 정보가 포함된 HTTPS 패킷

SNI 차단 우회
SNI 기술을 활용하여 차단한 웹 사이트를 우회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사용하는 방법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변조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용자의 컴퓨팅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한 작업을 진행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데 SNI 차단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트 차단 기술과 웹툰 불법 사용
대부분의 웹툰 불법 사용자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 사이트를 검색해 불법 복제 웹툰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다.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업체들도 검색 엔진에 자신들의 정보가 많이 노출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불법 복
제 웹툰 서비스 사이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파악한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사이트
차단을 통해 사이트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면 일시적으로나마 불법 웹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인 방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웹 사이트 등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경우 유용한 방안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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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를 활용한 차단, SNI 기술을 활용한 차단 등 각종 웹 사이트 차단 기술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다. 정
부에 의한 개인정보 검열 논란이나 기본권 위반에 대한 논란 등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최근
도입되고 있는 ESNI(Encrypted SNI)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SNI 정보도 암호화되므로 SNI를 활용한 차단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반론이 있다.

시사점

웹 사이트 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 차단은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차단하고자 하
는 쪽에서 기술적인 차단을 시도하면, 뚫고자 하는 쪽에선 다른 기술을 활용해 뚫는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사용 방지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해서 불필요하
다고만은 할 수 없다. 기존에는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가 발견되더라도 차단까지 2개월4) 걸리던 과정을
2019년부터는 4일 5)로 줄임으로써 추가 복제 문제와 차단 전까지 발생하는 불법 사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빠른 차단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이 웹 사이트 차단 기술이다.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 웹툰 서비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불법 복제물 추적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 파악
과 서비스가 되고 있는 사이트의 차단 일 것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복제 웹툰 사
이트의 이용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불법 복제 웹툰 사이트의 이용
및 접근 차단 등을 위한 기술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 ㈜엘앤제이테크]

4) 디지털 타임스, 사이트 접속 차단 2개월 소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1502100351043001
5) 차단된 웹툰 복제 사이트, 4일 이내 차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5286622353456&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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