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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전 연구들은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개인정보는 분

리하였지만 한 디바이스에서 사용된 컨텐츠 내역들에 대한 정보는 분리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라이센스 서버는 디바이스 식별자와 개인정보와의 관계만을 유추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컨텐츠들을 사용했는지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OMADRM v2 를 기반으로 

하여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된 컨텐츠 내역들에 대한 정보도 분리할 수 있

는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과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오직 합법적인 디바이스 만이 라이센스를 사용

하는 것을 보장하는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OMADRM 

v2 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개선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였다. 

 

1. 서론 

저작권 관리 기술[1,2]은 컨텐츠 소유주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컨텐

츠 배포 등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고, 현재 많은 모바

일 기기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례들이 점차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의 프라이버

시 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저작권 관

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위협[3]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 개인정보와 한 사용자에 의

해 사용된 음악, 동영상, 그리고 문서 등과 같은 컨

텐츠 내역들을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제 삼자로부

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4]란 

실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

호, 이메일, 그리고 사용자 ID 등과 같은 정보가 모

두 포함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모바일 저작권 관리 기술

표준인 OMDARM v2[5]에서 이전 연구들에 비해 개

선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익명성 관리를 

제안하였다. (그림 1)은 OMADRM v2 에서 개인정보

와 사용한 컨텐츠 내역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치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 1)의 (a)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의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완전하게 익명으로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보호된 컨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b)와 (c)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

시 위협만을 고려하였다. (그림 1)의 (b)는 제 삼자

에 의해 통신 메시지가 도청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시

스템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의 (c)는 사용자에게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배포하는 라이센스 서버가 악의

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공격자에 의해 서버의 권한을 

침해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PKI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

라서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인증 시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OMADRM v2 에서 발생 가능한 프라이버시 위협 

Goddyn[6]에 의하면, 익명성은 송신자(사용자)와

수신자(라이센스 서버) 간 통신 시 수신자가 알 수 

있는 정보 유형에 따라 상대적 익명성과 절대적 익명

성으로 구분된다. <표 1>은 상대적 익명성과 절대적 

익명성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절대적 익명성은 다

수의 통신 세션에서 통신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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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유일한 어떠한 식별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상대적 익명성보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보

다 강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라이센

스 서버 간 인증 시 절대적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익명성 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상대적 익명성과 절대적 익명성의 차이점 

 상대적 익명성 절대적 익명성

개인정보 노출 X X 

고정된 식별자 존재 O X 

송신자 추적 O X 

 

본 논문의 각 장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2 장에서 관련 연구들을 기술하고, 3 장

에서 연구 동기, 문제정의,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OMADRM v2 에

서의 시스템 개요와 제안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5 장

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협모델을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6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

구들은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위협의 발

생 위치에 따라 “사용자와 사용자간의 프라이버시 문

제”와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프라이버시 문제”

로 구분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연구들은 모두 

PKI 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림 1)의 (b)를 해

결하였다.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고려한 연구[7]는 임의의 사용자가 소유한 컨텐츠와 

라이센스를 다른 사용자에게 재 판매할 수 있는 저작

권 관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용자 간의 컨텐츠와 라이센

스 재 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 항상 라이센스 서버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활동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

에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들[8,9,10,11,12,13]은 라이센스 서버

가 악의적이거나 공격자에 의해 권함을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인증 시 익

명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모두 사용자와 라이센

스 서버 간 인증 시 <표 1>과 같이 오직 상대적 익

명성 만을 제공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연구 동기 및 문제 정의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

전 연구들은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인증 시 오

직 상대적 익명성만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라이

센스 서버에서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라이센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항상 X.509 포맷의 

인증서[14]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전 연구들에서 라이센스 서버는 사용자 개

인정보는 알 수 없지만 디바이스 식별자와 사용된 컨

텐츠 내역1
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는 라이센스 

서버가 악의적인 의도 또는 공격자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 당했을 때 개인정보와 디바이스 식

별자 간의 관계만을 유추하여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두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OMADRM v2 에 기반하여 사

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인증 시 절대적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개선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

할 수 있는 익명성 관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인증 시 절대적 익

명성 달성을 위한 인증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2) 라이센스 서버는 오직 라이센스를 다운로드 받

은 디바이스에서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

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2 

본 논문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디바이스들은 하나의 공개키 기반의 디바이스 

인증서와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15]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다른 디바이스에 복사 

또는 전송될 수 없다. 둘째, 모든 디바이스들은 다른 

디바이스, 개인 컴퓨터, 또는 서버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라이

센스 서버, 그리고 지불기관 간 지불 프로세스에서의 

사용자의 절대적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가정한다. 공

개키 기반 시스템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상태이고 

최근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들을 미리 내장한 상태에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

에 첫 번째 가정은 받아드릴 수 있다. 또한 최근 대

부분의 디바이스들은 USB, Bluetooth 또는 무선 

LAN 등과 같은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표준 통신 장

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정 역시 받

아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캐시를 사용한 선 지불

방식 등과 같은 익명의 지불 프로세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정 역시 받

아드릴 수 있다. 

 

4. 제안된 방법 

이번 장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안

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림 2)는 확장된 

OMADRM v2 에서 제안된 익명성 관리 방법을 사용

하는 시스템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우선 사용자는 

오프라인으로 디바이스를 구매하고, 디바이스 내 정

보를 신뢰기관(Trusted Third Party)인 디바이스 발

                                                           
1 라이센스 서버에서 컨텐츠 내역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

용자 측에서 라이센스 서버에게 라이센스를 요청할 때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포맷의 컨텐츠 ID 를 사용

하여 라이센스를 요청하기 때문이다[5]. 
2 본 논문에서 우리는 디바이스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

템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한 라이센스는 오

직 한 디바이스에서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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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에 등록한다. 이후 사용자는 어떠한 인증 과정 

없이 자유롭게 컨텐츠 발급자 또는 다른 사용자로부

터 보호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디바이스에서 보호된 컨텐츠를 실행하면 저

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컨텐츠 내 공통 헤

더를 분석[5]하여 라이센스 서버에 접속하여 (4)에서 

(7)의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4)에서 익명의 인증 프

로토콜 사용하여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절대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서버 측에서는 

어떤 고정되고 유일한 디바이스 식별자도 알 수 없다. 

(7)까지의 과정 완료 후 사용자는 디바이스에 다운로

드 했던 암호화된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6)에서 사용자, 라이센스 서버, 지불기관 간

의 지불 프로세스는 익명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그림 2) 제안된 익명성 관리가 적용된 OMADRM v2 기반

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요 

4.1. 익명성 인증 프로토콜 

이번 절에서 우리는 3 장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 

(1)을 달성하기 위한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을 기술한

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영-지식 프로토콜 (Zero-

Knowledge Protocol) 중에 하나인 Schnorr 

Identification Protocol[16]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

다. 처음 디바이스 인증 시 사용되는 “초기 디바이스 

인증”과 디바이스 인증 후 발급받은 토큰을 이용하는 

“토큰 기반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초기 디바이스 인증”은 사용자가 처음 라이센스 

서버에게 접속할 때 오직 한번만 수행되는 프로토콜

로서 사용자와 라이센스 서버 간 상대적 익명성만이 

보장된다. 반면에 “토큰 기반의 인증”은 사용자가 

“초기 디바이스 인증” 후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발급

받은 토큰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임의의 사용자가 정

당한 그룹에 속해있는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프로토콜

로서 세션마다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임시 ID

가 항상 다르고 라이센스 서버가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익명성이 보장된다. 3 

(그림 3)는 제안하는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을 두 단

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3 (그림 3)에서 라이센스 서버와 디바이스가 공유하는 SP

는 그룹 시스템 파라미터로서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닌 임

의의 그룹을 지칭한다. 

 

(그림 3) 익명성 관리를 위한 인증 프로토콜 

“초기 디바이스 인증”에서 사용자는 디바이스가 유

효성이 증명될 경우 디바이스 발급자에는 H(UPass)

를 등록하고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하나의 토큰을 다

운로드 한다. (그림 3)의 “토큰 기반의 인증”에서 사

용되는 Witness, Challenge, Response, 그리고 

Verfifiler 는 Schnorr Identification Protocol 에서 

사용되는 값이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그룹 시스템 

파라미터 SP (p, q, α, β)가 존재한다. p 는 1024 비

트, q 는 128 비트 크기의 임의의 소수이고 (p-1) = 

R × q 를 만족해야 한다. α는 Z*
p 에 포함된 하나의 

generator이고, β는 a(p-1)/q mod p 를 만족한다. “토

큰 기반의 인증”에서 디바이스는 우선 SP 를 사용해

서 하나의 세션 동안 유효한 임의의 공개키와 개인키 

tpri 와 tpub 를 생성한다. tpri 는 0 ≤ tpri ≤ (q—1)

를 만족하고 tpub 는 tpub = β-tpri mod p 를 만족해

야 한다. 또한 Wintess = βr mod p (r 은 1 ≤ r ≤ 

(q-1)을 만족하는 임의의 수), Challenge 는 1 ≤ 

Challenge ≤ 2t ≤ q를 만족하는 임의의 수 (t는 임

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안 파라미터), Response 

= ((tpri × Challenge) + r) mod q, 그리고 Verifier 

= (βResponse × tpubChallenge) mod p로 계산된다. 라이

센스 서버는 최종적으로 Witness 와 Verifier 가 동일

한지를 검사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사용된 TID 와 

배포된 라이센스 ID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4.2.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 

이번 절에서는 3 장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 (2)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을 

제안한다. (그림 3)의 “토큰 기반의 인증”에서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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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서버는 토큰을 통해 오직 디바이스가 정당한 그

룹에 속해있는 디바이스 인지만을 검토한다. 그리고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화 할 수 있는 CEK 는 

EREK(CEK) ⊕ TID 로 연산되어 저장된다. 토큰 내 포

함된 REK 는 하나의 그룹 멤버들이 모두 동일한 값

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디바이스 인증서의 공개키

로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된 디바이

스만이 REK 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ID 는 GID, 

TKey, 그리고 Count 를 통해 계산된 ID 로서 라이센

스에는 오직 Count 값만이 포함된다. – TID 는 토큰 

기반의 인증 한 세션마다 유효한 ID 이다. 즉, 해당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만이 TID 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라이센스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림 4)은 제

안하는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을 기술한다. 

 

 

(그림 4)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 

5. 보안 분석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모델을 기술한다. 제안된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

은 모두 PKI 기반인 동시에 man-in-the middle 

attack과 replay attack을 예방하기 위해 nonce와 

signature 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시 공격자

에 의한 공격들로부터 기밀성과 무결성이 보장된다. 

추가적으로 “초기 디바이스 인증”은 상대적 익명성만

이 보장되지만 오직 한번만 사용되기 때문에 라이센

스 서버가 자/타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

더라고 “토큰 기반의 인증”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사

용 내역들에 대한 정보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익명성 관리를 통해 3 장의 요구사항 

(1)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에 임의의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 A 에서 

사용하던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 디바이스 B 에서 라

이센스 서버의 동의 없이 배포하고자 할 수 있다. 하

지만 보호된 컨텐츠를 암호화하고 있는 CEK 는 토큰 

내 REK 로 암호화되어 있고 다시 TID 로 XOR 되어 

라이센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라이센스 서

버가 의도한 디바이스, 즉 라이센스를 다운로드 했던 

디바이스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만이 라이센

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3 장의 요구사항 (2)

가 보장된다. 

 

6.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OMADRM v2 에서 이전 연구들에 

비해 개선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익명

성 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

장의 요구사항 (1)과 (2)는 익명의 인증 프로토콜과 

토큰 기반의 암호학적 체인을 제안하여 해결하였다. 

현재 우리는 OMADRM v2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고, 추가로 제안된 익명성 관리 방법의 우수성

과 실효성 증명을 위한 OMADRM v2 기반의 시스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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