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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는 P2P 환경의 DRM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산컴퓨 의 성능을 최 화하고 사용자 증가와 콘텐츠 

공유의 증가에 비례해 발생되는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스트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인증 로토콜과 라이센스 로토콜을 개선하여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스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복호화와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DRM 시스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

리  지원을 하도록 하 다. 성능 평가를 해 암호화되어 있는 상 데이터 일의 복호화를 먼  수행한 

후 재생하는 기존의 방식과 실시간으로 복호화를 하면서 재생하는 개선된 방식을 비교하여 수행 시간을 측정

하 다. 수행 결과 개선된 DRM 시스템이 보다 안정된 역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연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a metho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digital contents streaming services with the improve DRM system 

by maximizing the distribute computing performance and minimizing the overheads of security threatens caused by increasing users 

and sharing contents in P2P environments. By improving authentication protocols and license protocols to perform decryption and 

execution simultaneously by only download of the license, streaming services are more enhanced rather than existing DRM 

systems. For evaluate the performance, this paper compared execution time of existing DRM systems which decrypt the encrypted 

data file before execute with improved DRM system which execute and decrypt the encrypted data file simultaneously. In 

experiment, improved DRM system can maintain steady bandwidth and reduce the execution time in compare to existing DRM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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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자

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P2P 기술이 리 활용되고 있

으며 그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2P 

네트워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콘텐츠의 기

성과 무결성의 확보와 효과 인 스트리  서비스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의 기 성과 무결성의 확

보는 암호화 기술을 심으로 발 하여 왔으며 작

권에 한 내용을 명시하기 해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표 화가 진행

되어 왔다. 

재 DRM 서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의 다운로드는 DRM 서버와 사용자 간에 지속 인 

연결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크기와 사용자 증가에 따른 DRM 

서버의 트래픽 증가는 콘텐츠 다운로드의 단 상

을 자주 발생시킨다[1].

본 논문에는 P2P 환경의 DRM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산컴퓨 의 성능을 최 화하고 사용자 증가와 콘텐

츠 공유의 증가에 비례해 발생되는 부하를 최소화함

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스트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인증 로토콜과 라이센스 로

토콜을 개선하여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라이

선스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복호화와 실행을 동시

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DRM 시스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리  지원을 하도록 하 다. 

성능 평가를 해 암호화되어 있는 상 데이터 

일의 복호화를 먼  수행한 후 재생하는 기존의 방식

과 실시간으로 복호화를 하면서 재생하는 개선된 방

식을 비교하여 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수행 결과 개

선된 DRM 시스템이 보다 안정된 역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연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재의 DRM 기술을 분석하 으며, 3장에

서는 인증 로토콜과 라이센스 로토콜의 설계를 

통한 개선된 시스템을 제안하 다, 4장에서는 개선된 

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콘텐츠 스트리  서비스가 개

선된 것을 입증하 다.

Ⅱ. 재의 DRM 기술 분석

재의 DRM은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거나 콘텐

츠 내에 각종 작권 정보, 사용자 ID 등을 삽입해 

불법 사용을 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인 유

통을 원천 으로 막는데 많은 을 맞추고 있다.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달된 디지털 콘텐츠에는 사용 

규칙이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콘텐츠를 수신한 사용

자는 사용 규칙에 따라 콘텐츠를 사용한다. 한 

clearinghouse를 통해 DRM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콘

텐츠를 수신한 사용자는 DRM 기술을 사용하는 하드

웨어나 소 트웨어만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1][2]. 

DRM 기술은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으며 공개된 

기술 내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완 한 비교 분석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개된 기술 내용을 근거로 

하여 InterTrust DRM과 Microsoft DRM 솔루션을 생

성규칙, 암호화와 키의 분배, 인증  사용 내역 리, 

유통  추 기능 등에 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콘텐츠 사용 규칙의 정의는 사용 규칙을 얼마나 다

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요한 문제이다. 

재 개발된 기술들의 부분은 사용 횟수, 사용 기

간, 사용자 정보 등에 따라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콘텐츠 사용 규칙을 정의한다[3][4]. 

InterTrust DRM과 Microsoft DRM은 모두 사용 

규칙을 정의하기 한 언어로 표  명세 언어인 

XrML을 사용하고 있으나 작 권리에 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 구조로 작권 정보를 구

축하고 있다[5][6].

콘텐츠 패키징의 경우 InterTrust DRM은 서버에 키

가 장되어 라이선스의 인증과 함께 키를 다운로드 

받아 처리하며 Microsoft DRM의 경우 Clearinghouse

를 통해 라이선스 키를 다운로드 받아 처리한다. 

인증 처리에 있어서 InterTrust DRM은 배포자로부

터 InterRights Point를 다운로드하여 처리하며 

Microsoft DRM은 Clearinghouse를 통해 라이선스 키

를 획득하며 사용자 시스템에 인증 내용을 장하고 

있다. 사용 내역 장 방식의 경우 InterTrust DRM은 

사용자 시스템에 장하는 반면 Microsoft DRM은 서

버의 Clearinghouse에 장한다. 사용자 시스템에 

장할 경우 기록이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한 안 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장된 사용 내역의 수

집이 자동화 되어야 한다. 서버에 장할 경우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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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장되지만 사용 내역을 처리할 때 마다 네트워크

에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술항목 InterTrust DRM Microsoft DRM

사용규칙 XrML(비공개) XrML 미사용

콘텐츠 
패키징

DigiBox Container
를 통한 처리

처리 암호화된 
콘텐츠 라이선스 키

주요기술 암호화, 워터마킹 암호화

암호화 공개키 / 비 키 비 키

키 장 서버에 장
클리어링하우스에 

장

인증 처리
InterRights 

Point통한 처리
클리어링하우스를통한 

라이선스 키 획득

사용내역 사용자 컴퓨터 클리어링하우스

결재 방식
신용카드, 

자화폐
클리어링하우스에 

미리 등록

유통방식
온라인  
오 라인

오 라인

추  기능 제한 불가능

표 1. DRM 체계의 기술 인 분석 비교
Table. 1 The technical analysis comparison of 

DRM system

결재 방식에 있어서 InterTrust DRM의 경우 사용

자의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순간에 결재 처

리가 발생하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즉시 결재나 

자 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결재 방식을 구 하기 쉬우

며, Microsoft DRM의 경우 Clearinghouse를 통해 결

재가 처리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의 유통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

로 InterTrust DRM의 경우 콘텐츠를 사 에 암호화

하여 재분배하므로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하여 유통

이 가능한 반면, Microsoft DRM은 다운로드 시 암호

화를 수행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 라인을 

통해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추  기능에 있어서 

기존 DRM 솔루션의 경우 특정 콘텐츠에 한 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법 사례 입증에 필요한 기 자

료 제공을 한 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복호화의 장소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두 

DRM 솔루션 모두 각 업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별도

의 이어를 통해서만 복호화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이어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P2P 네

트워크에 DRM을 용하기 해서는 안 성, 서버에 

한 부담, 빠르고 쉬운 다운로드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순수 P2P 모델은 모든 DRM 처리가 서버에서 수행

되는 반면 암호화된 콘텐츠는 P2P 모드로 송된다. 

사용자 피어들은 DRM 서버에 근하여 수신된 콘텐

츠를 복호화 하기 해 요청 기능을 시스템에 가지게 

된다. 그리고 DRM 서버에 라이선스 발행을 요청하는 

기능은 반드시 사용자의 시스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방식에서 서버는 반드시 모든 사용자의 계정을 인

증, 지불  정산을 통해 리해야 한다. 암호화와 사

용 제어 기능이 모두 DRM 서버에서 리되며 사용

자 인증을 한 서버 역시 센터에 치하게 된다. 따라

서 신뢰성과 안 성은 보장되지만 사용자 수가 증가

할수록 서버엔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이 리드 P2P 시스템은 유료는 물론 무료 다운

로드가 쉽고 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안정 이

기 때문에 하이 리드 P2P 기반의 RPM이 DRM 서

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이상 인 모델이라 할 

수 있지만 하이 리드 P2P 시스템과 DRM 기술의 단

순한 목은 작권자의 이익만을 보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P2P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 인 정보 공유

에 해 문제 이 발생한다. 

Ⅲ. 개선된 DRM 시스템

본 논문에는 P2P 환경의 DRM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산컴퓨 의 성능을 최 화하고 사용자 증가에 비례

해 발생되는 부하와 콘텐츠의 공유 시 발생될 수 있

는 보안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콘텐

츠의 스트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기존 DRM 

시스템은 앙의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속을 

제한하는 반면 개선된 P2P환경의 DRM 시스템은 분

산처리 방식으로 앙 서버 없이 피어들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일반 으로 DRM은 라이선스 

발 을 한 Clearinghouse와 인증 서버 그리고 콘텐

츠 암호화를 제공하는 패키지 등을 기본 요소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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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요소들을 P2P 시스템에 단순하게 목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장 인 

신뢰성과 안정성  앙 서버에 의한 시스템 체 

리 가능 한 앙 서버의 다 화를 통해 피어간 

동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향

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리 측면에서 DRM은 콘텐츠 사용에 

한 라이선스 발행과 리를 Clearinghouse에서 수행한

다. 그림 1은 개선된 P2P 기반 DRM 시스템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 개선된 P2P네트워크 기반 DRM 시스템
Fig. 1 Improved DRM System based on P2P Network

DRM 서버는 암호화/복호화 모듈, 라이선스 리 

모듈, 키 리 모듈, 거래 리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DRM 클라이언트는 라이선스 키 리 모듈, 복호화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DRM 서버는 콘텐츠 제공자로

부터 받은 콘텐츠의 암호화, 라이선스 키 작성, 온라

인을 통한 송을 담당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콘텐츠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체크한 

다음 콘텐츠는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 정보를 DB에 기록한다. DRM 클라이언트는 DRM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암호화된 일을 라이선스 

획득 여부에 따라 복호화하며 동시에 사용자 시스템

의 정보를 서버로 송한다. 송된 사용자의 시스템 

정보를 통해 콘텐츠의 사용 여부와 사용자 리를 가

능하게 한다. 

3.1 인증 로토콜

개선된 P2P 기반 DRM 시스템에서는 기존 시스템

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하여 표 화되어 있고 범용

으로 쓰이는 RSA, SEED, AES, SHA-1 등의 알고리

즘을 이용하 다. 그리고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

털 콘텐츠 유통  인증을 해 공개키 암호 알고리

즘을 용하여 비  키의 분배와 서명에 사용하 다.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 하고, 콘텐츠  다른 정보들은 범용 암호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고려하 다.

일반 으로 사용자 인증은 회원 가입을 통해 이루

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바인딩 기법을 사

용하여 불법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의 정보를 획득

하여 손쉽게 복호화 하지 못하도록 한층 더 보안 강

화하 다. 정당한 사용자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

까지 인증하도록 하는 하드웨어 바인딩 기법을 사용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네트워

크 카드 주소까지 함께 송을 시켜 인증을 하도록 

하 다.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를 해서 PKI 기반의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인증 

로토콜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인증 로토콜
Fig. 2 Authentication Protocol 

3.2 라이선스 로토콜

사용자는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하여 라이선스를 

발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가 없을 경우 서버에 속

하여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과정 수행 후 라이선스를 

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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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라이센스 로토콜
Fig. 3 License Protocol

사용자는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발  받기 해 라

이선스 요청 메시지를 서버에 송한다. 라이선스 요

청 메시지에는 사용자 ID, 라이선스 ID, 유효기간, 라

이선스 검증 주기, 사용자의 공개키 정보, 서버 식별 

정보  권한 등 인증서를 사용자의 개인키로 서명하

고 이를 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 값을 송하여 라이

선스 발  요청을 한다. 서버는 해당 인증서의 정보에 

의하여 공유키에서 개인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개

인 정보와 암호화된 콘텐츠의 비  키와 공유 키 그

리고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자에게 송하고 라이선스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는 복호화와 실행을 동시에 수

행하도록 한다. 그림 3은 라이선스 로토콜 수행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Ⅴ. 성능 평가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네트워크 

역폭 측정을 하 다. 그림 4는 클라이언트들이 다운

로드 시작 후 60  동안 네트워크 역폭을 사용한 

평균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클

라이언트가 동시에 다운로드를 시작하여 측정한 결과 

개선된 시스템은 평균 1%~4%사이의 역폭을 유

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 비해 일정한 네트워크 

역폭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된 스

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하의 증가에 따른 단 

상이 최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DRM 시스템에 한 

성능 평가를 해 지속 인 스트리  서비스를 요구

하는 상 데이터를 기 으로 실험하 다. 암호화되어 

있는 비디오 데이터 일의 복호화를 먼  수행한 후 

재생하는 기존 DRM 방식과 실시간으로 복호화를 하

면서 재생하는 개선된 DRM 방식에 해 각각 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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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균 역 비교
Fig. 4 Comparison of bandwidth Averages

사용자가 상 데이터 일을 실행할 경우 복호화

와 실행이 동시에 수행되므로 재생지연시간에서 복호

화 시간을 분리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암호화 시간을 측정하고 복호화와 실행시간을 동시에 

측정하여 복호화 시간과 동 상 일의 로딩시간이 

포함된 지연시간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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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encryption time and 

delayed time

재생 지연 시간과 암호화 시간의 차이로 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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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로딩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기

존시스템과 개선된 시스템의 암호화 시간과 재생 지

연 시간을 측정한 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시스템은 콘텐츠의 크기에 비례하여 암호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연시간 역시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시스템을 용량의 상 데

이터에 사용할 경우 많은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사용

자에 한 서비스 지연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개선된 

시스템은 상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암호화 시

간이 증가하지만 복호화와 동시에 재생하므로 실제 

지연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는 P2P 환경의 DRM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산컴퓨 의 성능을 최 화하고 사용자 증가와 콘텐

츠 공유 증가에 비례해 발생되는 부하를 최소화함으

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스트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인증 로토콜과 라이센스 로토콜을 

개선하여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스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복호화와 실행을 동시에 수행하

도록 함으로써 기존 DRM 시스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리  지원을 하도록 하 다. 

성능 평가를 해 암호화되어 있는 상 데이터 

일의 복호화를 먼  수행한 후 재생하는 기존 DRM 

방식과 실시간으로 복호화를 하면서 재생하는 개선된 

방식에 해 각각 수행 시간을 측정하 다.

개선된 시스템은 평균 1%～4%사이의 역폭을 

유하고 있으며, 기존 DRM 시스템에 비해 일정한 네

트워크 역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정된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하의 증가에 

따른 단 상이 최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개선된 시스템은 동 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암호화 

시간은 증가하지만 복호화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생

하므로 실제 지연 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탁시행

한 2005년도 건설기반구축사업(05기반구축D02)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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