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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mmerce, T-Banking, 게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 등의 공급자

가 될 수 있다[3].

 2.2.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이란 합법적인 

사용 및 사용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한정하고, 디

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다[4].

  DRM은 기본적으로 패키징 과정, 유통 과정과 언패키

징 과정으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패키징 과정

은 콘텐츠 제공자가 원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

호화하는 과정이다. 유통 과정은 패키징 된 콘텐츠를 유

통 시스템에 의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을 말한다. 유

통 시스템은 사용권리를 포함한 라이센스를 통해 이루어

진다. 사용자는 보호된 콘텐츠를 접근하기 위해 유통 시

스템을 통해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패키징된 콘텐츠를 복

호화하여 재생할 수 있다. 즉, 패키징된 콘텐츠를 복호화

하는 과정을 언패키징 과정이다[5].

 2.3. 라이센스 기반의 DRM 기술의 문제점

  라이센스는 DRM 시스템 구조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사용 규칙 및 권리를 

포함한 허가(grant)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라이센

스를 사용한다. 라이센스에는 라이센스 발급자 정보와 

허가 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허가 정보는 주체, 자원, 조

건, 권리로 구성된다[6]. 

  라이센스를 표현하기 위하여 XrML, ODRL, OMA 등의 

권리 표현 언어를 이용하여 허가(grant)를 명확하게 표현

한다. 이러한 권리 표현 언어를 이용하는 방식은 불법적

인 사용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 전자 서명, 

워터마크 등의 보안 기술들로 보호되어야 한다.

  VOD 서비스는 콘텐츠별로 암호화하고 복호화 키를 라

이센스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 기술과 암호 기술

을 사용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표현 언어는 XML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라이센스를 신뢰적으로 전달한다

는 보장이 없다. 

  불법적인 콘텐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체만 제시

할 수 있는 패스워드 같은 어떤 비밀을 이용하여 콘텐츠 

사용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콘텐츠를 사

용할 때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요구하는 비밀을 제공하

기 위하여 라이센스 주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이센스에 사용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라이센스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자의 개인 

정보도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

3. IPTV의 VOD 콘텐츠 보호를 위한 키 관리 기법

  

  본 논문에서는 IPTV 환경에서 End-to-End 시스템에

서 VO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통한 콘텐츠 

등록 및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DRM 시스템에서 콘텐츠 등록 과정에서의 키 흐

름과 콘텐츠 획득 과정에서의 키 흐름에 대한 키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3.1. IPTV의 VOD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시스템

  기존 라이센스 기반 DRM 기술은 라이센스에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키를 포함하고 있어 서명 기술과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러

한 기술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증을 이용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VOD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

하여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키와 콘텐츠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키를 조합하여 복호화 키를 생성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2에서는 제안하는 DRM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는 DRM 시스템에서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 서버를 통해 먼저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IPTV의 VOD 콘텐츠 DRM 시스템 구성

  인증 서버는 콘텐츠 제공자나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하고 인증키를 이

용하여 사용자를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키를 관리한다.

  라이센스 관리 서버는 콘텐츠를 복호화 할 수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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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키인 라이센스 키와 권한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라이

센스 발급 서버로부터 라이센스 발급 요청을 받으면 인

증 서버로 통해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진 후에 인증 부분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하고 공유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기능을 수행한다.

  라이센스 발급 서버는 라이센스 관리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생성하고 전달한다.

 3.2  VOD 콘텐츠 보호를 위한 인증 서버를 통한 인증

키 생성 기법

  제안하는 DRM 시스템에서의 인증서버는 콘텐츠 제공

자나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한다. 생성된 인증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증키 부분정보를 전송한다.

  콘텐츠 제공자나 사용자가 인증키 부분정보를 수신하

면 이를 이용하여 인증키를 생성한다.

  인증키와 인증키 부분 정보를 이용하여 DRM 시스템은 

콘텐츠 제공자나 사용자를 신뢰적으로 상호인증 할 수 

있다.

  그림 3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서버에서 인증

키 부분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3 인증 키 생성 과정

  인증키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인증키를 생성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를 

콘텐츠 관리 서버로 전송한다. 요청 메시지에는 ID, 패스

워드는 MAC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고, 패스워드와 

MAC Address 정보는 공유키(KS)로 암호화 한다. 

      

  콘텐츠 관리 서버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인증서버

로 전달한다.

  ② 인증 서버가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인증키를 생성

한다.

KAuthPart1 = Generate(ID, Pwd, Nonce)

KAuthPart2 = Generate(MAC Address, Pwd, Nonce)

KAuth = Generate(KAuthPart1, KAuthPart2)

  ③ 인증키를 안전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인증키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키로 제공한다.  

  Response_Msg1는 인증 부분키(KAuthPart1)와 생성된 인

증키(KAuth)의 해쉬를 포함한다.

           

      

  ④ 또 다른 인증 부분키(KAuthPart2)를 포함하는 

Response_Msg2는 콘텐츠 관리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⑤ 사용자가 인증키 부분키를 모두 수신하면 인증키

(KAuth)를 생성한다.

  ⑥ 사용자가 생성한 인증키를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해쉬값을 생성하고 Response_Msg1에 포함된 인증키 해

쉬값과 비교하여 결과를 인증서버로 전송한다. 

  DRM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접속 시

에 ID와 인증키(KAuth)를 포함하는 인증 메시지(AuthMsg)

를 콘텐츠 관리 서버에 전송하고 인증 서버를 통해 인증

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텐츠 등록 및 콘텐츠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 

정보로 사용된다.

 3.3 VOD 콘텐츠 보호를 위한 키 관리 기법

  그림 4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DRM 시스템까지의 VOD 

콘텐츠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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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공자가 VOD 콘텐츠를 패키저를 통해 패키징

하여 DRM 시스템에 패키징된 콘텐츠, 콘텐츠 정보와 권

한 정보를 등록을 한다.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VOD 콘텐츠 등록 과정 

  ① 콘텐츠 제공자는 원본 VOD 콘텐츠를 패키저를 이

용하여 패키징을 한다. 패키징은 원본 콘텐츠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는 과정으로서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키가 필요하다.

  콘텐츠를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생성하기 위해 라이

센스에 포함되는 라이센스 키(KLIC)와 콘텐츠 헤더에 포

함되는 콘텐츠 키(KCON)를 생성한다. 이 키들을 이용하여 

암호화 키(KEnc)를 생성한다.

KLIC = Generate(ConID, ConName, Nonce)

KCON = Generate(ID, KAuth, Nonce)

KENC = Generate(KLIC, KCON)

  암호화키(KENC)가 생성이 되면 콘텐츠를 패키저를 통해 

암호화를 수행한다. 콘텐츠 헤더에 포함되는 콘텐츠 키

(KCON)는 공유키(KS)를 이용하여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

성하고 라이센스 키(KLIC)를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② VOD 콘텐츠가 패키징이 완료되면 콘텐츠 관리 서

버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등록 요청 메시지에

는 인증 정보(AuthMsg)와 콘텐츠 정보가 포함된다.

  콘텐츠 관리 서버는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인

증 정보(AuthMsg)를 인증서버로 전달한다. 그리고 인증서

버로부터 인증 결과에 따라 콘텐츠 정보를 등록한다.

  ③ 콘텐츠 정보가 등록이 되면 라이센스 관리 서버에 

라이센스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등록 요청 메시

지는 인증정보(AuthMsg), 라이센스 키(KLIC)와 권한 정보

가 포함된다. 콘텐츠 관리 서버가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콘텐츠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면 등록 요청 메시지에 포

함되어 있는 인증 정보를 인증서버로 전송한다.

 

        

  ④ 라이센스 관리 서버는 인증서버로부터 인증 결과와 

함께 인증 부분키(KAuthPart2)를 수신하면 공유키(KS)로 복

호화하고 인증 부분키(KAuthPart2)로 메시지를 인증하여 라

이센스 키를 등록한다.

      

       

  ⑤ 콘텐츠 등록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패

키징된 콘텐츠를 VOD 서버에 등록을 수행한다.

  위의 과정이 끝나면 사용자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

으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획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5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획득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다. 

   IPTV의 VO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콘텐

츠 관리 서버에 인증정보(AuthMsg)를 전송한다. 인증 서

버를 통해 인증이 이루어진 후에 콘텐츠 관리 서버는 사

용자에게 VO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 정

보를 전송한다.  

  사용자가 VOD 콘텐츠를 선택하면 VOD 서버로부터 선

택한 VOD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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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콘텐츠 획득 과정

  VOD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헤더에 포함

된 복호화 부분 키(KCON)와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복

호화 부분 키(KLIC) 조합으로 복호화 키를 생성해야 한다.

  라이센스에는 콘텐츠를 복호화 할 수 있는 부분키(KLIC)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통한 라이센스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라이센스 키(KLIC)를 인증정보를 이용하

여 메시지 인증코드로 작성한 다음에 암호화하여 전송되

어야 한다. 라이센스 발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콘텐츠 ID와 인증 정보가 포함된 라이센

스 발급 요청 메시지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한다.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라이센스 관리 서버로 전달한다.

  ② 라이센스 관리 서버는 인증정보를 인증서버에 전송

하여 라이센스의 메시지 인증 코드의 키로 사용할 인증 

부분 키(KAuthPart2)를 함께 인증 결과를 수신한다.

  ③ 라이센스 관리 서버는 인증서버로 받은 정보를 공

유키(KS)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라이센스 키를 메시지 

인증 코드로 생성하고 공유키로 다시 암호화하여 라이센

스 발급 서버로 전송한다.

        

  ④ 라이센스 발급 서버는 콘텐츠 ID, 라이센스 키, 권

한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

송한다.

  사용자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은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스 키(KLIC)를 복호화하고 콘텐츠 헤더에 있

는 콘텐츠 키(KCON)를 이용하여 복호화 키를 생성한다.

  복호화 키(KDec)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

을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IPTV의 VO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는 DRM 시스템에서 인증

을 위해 인증서버에서 생성된 인증키를 안전하게 사용자

에게 전달하기 위한 부분키로 전송을 제안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복호화 할 수 있는 부분키들을 안전하

게 전송하기 위하여 공유키를 이용하여 콘텐츠키를 메시

지인증코드로 생성하고 라이센스키로 암호화하여 콘텐츠 

헤더에 포함시켰고, 라이센스에는 사용자 인증 부분키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키를 메시지인증코드로 생성하고 공

유키로 암호화하여 포함시켰다.

  따라서, VO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호화 키를 

생성하기 위한 부분정보를 콘텐츠 헤더와 라이센스에 나

누어 전송함으로써 복호화 키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

고 키들을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인증서버에서는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키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상호 인증을 통한 콘텐츠 등록 및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향후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증서버를 통한 VOD 콘

텐츠 보호 기법에 대한 효율성과 VOD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통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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