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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의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배포가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PPI 정보의 재배포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암

호화하여 녹화한 후, 암호화된 방송프로그램과 키 정보 및 프로그램보호신호를 하나의 패키징 파일로 구성하여 저장한다.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도메인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도메인 등록 절차를 통해 복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구현

결과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방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홈도메인 기반의 제

한적인 배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As illegal distribution of the terrestial DTV broadcast program occurs very frequently in on-line, the needs to protect broadcast 
program have increased. In this paper, a new approach to implement a system for terrestial DTV broadcast program protection 
based on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PPI) is proposed. In our approach, the broadcast program is recorded with encryption 
according to redistribution condition of the PPI and packaged into a file with key information and PPI together. And we also 
define a set of domain protocol for supporting user fair-use of broadcast program. In the proposed system, copy control can also 
be provided by process of home domain management. Implementation results show that our system can protect broadcast programs 
with efficiency and can support conditional distribution within home domain in order to satisfy user fair-use. 

Keyword: ATSC, Terrestrial Broadcast Program, Protection

Ⅰ. 서 론

방송과 통신 기술의 결합 및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

달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불법적인 배

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함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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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와 같은

보호수단이 없는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방

책이 시급한 편이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기

술적 해결책이 시도되고 있다
[1-5]. 미국에서는 방송프로그

램 보호를 위해 Broadcast Flag(BF) 정보를 삽입하는 방안

을 시도했다
[1][2]. 이 방식은 BF 정보를 포함한 방송프로그

램에 대해서 13개의 인증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방송콘

텐츠의 저장 및 재배포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술은

콜롬비아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정 이후, 효력이 상실된 상

태이며, 향후 관련 법제화의 진행 여부 및 시행시기가 이슈

가 될 전망이다
[3][4]. 유럽에서는 DVB-CPCM (Content Pro- 

tection and Copy Management) 표준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이 수신된 이후,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장된 콘텐츠의 사

용 제어 및 인터넷을 통한 재배포 제어를 목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 보호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5]. 일본에서는 디지털

방송의 암호화 및 B-CAS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사용자의 이용범위의 확대를 포함

하는 Dub-10 방안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1]. 국내에서는

TTA를 중심으로 ATSC의 RC 기술자를 기반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 보호 송수신정합 기술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이
를 기반으로 한 수신기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6][7].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보호신호에 기반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그램보호신호를

추출한 후, 이 정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녹

화한 후, 키 정보 및 프로그램보호신호와 같이 하나의 패키

징 포맷으로 저장한다.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홈도메인 프로토콜을 정의하였으며, 
도메인 등록 절차를 통해 복사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프로그램

보호신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 프로그램 보

호신호에 기반한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다. 4장에서 제안한 기술에 대한 구현 결과를 보인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방송프로그램 보호 신호

제안하는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은 “지상파DTV 방송프

로그램 보호 송수신 정합”의 프로그램 보호 신호를 기반으

로 한다
[6].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송수신 정합” 

규격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보호신호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과 프로그램 ID 
(Program Identifier)를 정의하고 있다. PPI는 방송프로그램

에 대한 재배포 허용 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를 나타낸

다. PPI의 기술 규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프로그램 보호 신호(PPI) 규격
Table 1. Syntax of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Syntax Bits 비고

program_protection_information(){
version 8 시스템 버전

redistribution_control_code 2 재배포제어코드

if (redistribution_control_code ==01){
 redistribution_condition() 8 제한적재배포조건

}
redistribution_area 1 재배포지역

reserved 5
ppi_signature 320 디지털서명

}

표 2. 제한적 재배포 조건
Table 2. conditional redistribution condition

Syntax Bits 비고

redistribution_condition{
 allowed_max_resolution 2 허용 최대 해상도

 holdback_time 3 배포 허용 시점

 allowed_length 3 최대 허용 길이

}

표 1에서 redistribution_control_code(RCC)는 방송프로

그램 배포 제어 정보로,  RCC가 00 일 경우, 방송프로그램

은 암호화를 통해 보호된 형태로 사적이용범위 내에서 저

장 관리되어야 하며, RCC가 11 일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은 파일 포맷이나 유효기간, 저작권자의 동의 등에 제한없

이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다. RCC가 01 일 경우 제한적

재배포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배포 할 수

있다. 표 2는 방송프로그램의 제한적 재배포 조건을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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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Fig. 1. Terrestrial DTV Broadcasting Program Protection System

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이 표시되는 경우, 모든 제한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암호화를 제외한 상태로 배포가 가능하다. 
표 1의 redistribution_area는 배포 허용 지역을 나타낸다. 
redistribution_area가 0인 경우, 지역정보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DVD, HD-DVD 등)을 통해 배포하거나 재전송할 경

우 한국에 해당하는 지역코드로 설정하거나, 국내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됨을 명시 할 수 있어야 한다. ppi_signature
는 프로그램보호신호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시

그너쳐 값을 나타낸다.
PPI는 보호해야할 대상인 프로그램을 나타내기 위해 프

로그램 ID와 같이 사용된다. 프로그램 ID의 정의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프로그램 ID의 채널 정보 및 방영시간은 현

재 방송되고 있는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Syntax Bits 비고

Program_identifier(){
  major_channel_number 10 주채널정보

  minor_channel_number 10 보조채널정보

  reserved 4
  onair_time 32 방영(시작)시간
  reserved 4
  length_of_program_code 7 프로그램코드길이

  program_code var 프로그램코드

}

표 3. 프로그램 ID 규격
Table 3. Syntax of Program Identifier

Protocol)의 시간 및 채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프로그

램 코드의 경우, 방송사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관리 코드

및 표준 관리 코드(예, UCI 등)를 삽입 가능하다. 프로그램

ID는 ATSC A/57b의 Content Labeling Descriptor를 통해

전송된다
[9].

PPI와 프로그램 ID는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PMT(Pro- 
gram Map Table)의 Descriptor 루프 및 EIT(Event Infor- 
mation Table) 내의 각 이벤트의 Descriptor 루프에 포함되

어 전송된다.

III. 프로그램 보호 신호 기반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의 경우,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불법 배포로부터 보호해야 하면서, 동시에 사

용자의 단말기에서의 사적 복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 보호신호를 기반으로 한 방송프로그

램 보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시스템은 방송프로그램에 PPI 및 프로그램 ID를

방송프로그램에 재다중화하여 전송하는 송출서브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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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TS 저장

끝

TS 암호화PPI 정보 확인

TS 저장

RCC <= 1

파일 패키징

방송프로그램 수신

녹화시작

PPI 정보추출

RCC = 11

그림 2. 지상파방송프로그램 보호 녹화 처리 과정
Fig. 2. Recording Process for Protection of the DTV Program

이를 수신하여, 녹화/배포 시에 제어를 실행하는 수신서브시

스템(이하 수신단말)로구성된다. 본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상

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송출서브시스템은 기존의 지상파DTV 방송시스템과

동일하게 A/V데이터를 처리하는 MPEG-2 En- coder, 부가

정보 및 스케듈링을 처리하는 PSIP 서버, TS 데이터를 재다

중화하여 RF로 출력하는 송출서버로 구성된다. PPI 및 프로

그램 ID를 삽입하기위해 PPI 관리기능이 PSIP 서버에추가

되며, 스케줄러와 같이 사용된다. 수신단말은 기존의 지상파

DTV 수신기의 구성인 튜너, 역다중화부(demux), 디코더와,  
PPI 처리부 및 암호화 녹화부, 그리고 사적복제를 위해 공유

를 지원하는 홈도메인 관리부을 추가로 구성한다.
송출서브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PSIP 서버에서 EPG 

(Electronic Program Guide)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보호기능을 담당하

는 수신단말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을 설명한다.

2. 프로그램 보호신호에 따른 보호 기능 동작

방송프로그램 보호과정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방송프로

그램의 PPI를 해석하여 보호된 상태로 녹화 저장하는 단계

와 방송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수신기에서 이용하기 위해 홈

도메인 기술을 이용한 공유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아래에

서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방송프로그램 녹화 관리
그림 2는 PPI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보호 녹화과정을 나

타낸다.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시작될 때, 수신단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PPI를 추출 및 해석하여, PPI에 따

라 TS 패킷을 암호화하여 저장한 후, 방송프로그램 파일포

맷으로 패키징한다.
PPI의 추출은 EIT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방

송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그램 보호 신호 및 방송프로그램

ID를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점선 내

부의 과정이 EIT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EIT 정보는 MPEG-2 TS(Transport Stream)의 PID 및

PSIP 테이블의 Table ID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MGT(Master Guide Table) 정보를 해석하여 EIT
에 해당하는 PID를 찾아내는 과정 및 STT(System Time 
Table) 정보를 해석하여 현재 시스템 시간 정보를 얻어 내

는 과정이 요구된다. EIT 정보가 들어오면 시스템 시간 정

보를 이용하여 현재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Event를 추

출하고, Event 정보에 포함된 Descriptor 루프를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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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그램 보호신호의 추출과정
Fig. 3. Extraction Process of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

PPI 정보를 추출한다. Descriptor 루프내의 모든 Descriptor
에 대해 각 Descriptor의 ID를 비교하여 0xAA인 경우, RC 
Descriptor를 해석하여 PPI 정보를얻어내고, Descriptor ID
가 0x36인 경우 Content Labeling Descriptor를 해석하여

Program ID를 얻어낸다. 방송프로그램 내에 전송되는 EIT
에는 EIT-0, EIT-1, .., EIT-127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시간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보호 신호 확

인 및 녹화 제어의 경우에는 EIT-0 만 해석하면 된다. 만약
앞으로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EIT-1
을 비롯한 다른 EIT 필드를 해석하면 된다. 본 논문의 시스

템에서는 EIT-0의 정보만을 이용한다. PMT에 포함된 PPI 
및 Program ID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추출이 가

능하다.
추출된 PPI 정보를 해석하여, redistribution_control_code

의 값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암호화 필드를 설정한다.

if( redistribution_control_code <= 1) Encryption := 1
else Encryption := 0

PPI 정보에서 암호화 필드가 설정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할 때, 프로그램은 암호화가 적용되어

저장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의 암호화를 위

해 AES128 CTR 또는 AES128 CBC를 사용한다
[12]. 임베디

드 환경에서의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부담을덜기 위해, 암호

화는 패킷단위에서 TS ID를 기준으로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선택적으로 암호화하며, TS의 Sync를 위하여 TS 
패킷의헤더 및 adaptation 필드를 제외한 패이로드만 암호

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TS 패킷은헤더의 스크램블링 비

트를 1로 처리하여 암호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TS ID를 기준으로 패킷의 선택은 카운터를 이용하

여 주기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실제 A/V
의 PES를 해석하는 어려움이 없이 선택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카운터의 길이에 따라 암호화의 정

도 및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는 
비디오 데이터에 선택적 암호화를 적용한 예를 보여준다.
암호화하여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의 공유를 위해서는 호

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패키징 포맷이 요구된다. 특히 한 시

간에 9 기가바이트의 크기에 달하는 지상파DTV 방송프로

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낮은 계산복잡도와 실시간성을

지원해야 한다. 본 논문의 시스템에서 패키징 파일 포맷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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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ed(8) class MPEG2TSPacketRepresentation{
  unsigned int(8) precedingbytes[precedingbyteslen];
  unsigned int(8) sync_byte == 0x47;
  unsigned int(8) packet[packetsize - 1];
}

aligned(8) class MPEG2TSReceptionSampleEntry extends HintSampleEntry('rm2t') {
  uint(16)  hinttrackversion = 1;
  uint(16)  highestcompatibleversion = 1;
  uint(8)   precedingbyteslen;
  uint(8)   trailingbyteslen;
  uint(1)   precomputed_only_flag;
  uint(7)   reserved;
  box     additionaldata[];
}

aligned(8) class ProtectedMPEG2TransportStreamSampleEntry
extends MPEG2TSReceptionSampleEntry('pm2t') {
  ProtectionSchemeInfoBox SchemeInformation;
}

(a)original (b)counter = 5

(c)counter = 10 (d)counter = 30

그림 4. 카운터 선택에 따른 부분 암호화에 따른 화질변화
Fig 4. Visual Quality changes according to counter-based selective encryption

로 ISO Media File Format/DVB File Format 기반의 패키

징 포맷을 이용한다
[10][11]. 먼저 TS 형태의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 MPEG-2/MPEG-2 Protected Transport 
Stream Reception Hint Track을 이용한다.

MPEG2TSPacketRepresentation의 형식으로 TS 패킷 데

이터가 저장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precedingbytes의
길이를 0으로 설정하여 수신되는 TS 패킷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TS 패킷은 PPI 정보에 따라 암호화되



198 추현곤 외 :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그림 5. 방송프로그램 보호 패키징 파일 포맷
Fig 5. Packaging File Format for Protected DTV Broadcast Program 

어 저장될 수 있다. MPEG2TSReceptionSampleEntry 및
ProtectedMPEG2TransportStreamSampleEntry 박스는 TS 
패킷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암호화가 적용되

지 않는 경우, MPEG2TSReceptionSampleEntry가 사용되

며, 암호화가 적용된 경우 ProtectedMPEG2Transport- 
StreamSampleEntry가 사용된다. ProtectedMPEG2Transport- 
StreamSampleEntry에는 암호화 및 보호에 대한 부가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 보호신호인 PPI 및 Program ID 정보를 저장하

기 위해 additionaldata 필드 내의 PMTBox 정보를 이용한

다. 전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의 PMT 내에 PPI 정보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EIT의 현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PPI 및
Program ID 를 추출하여 PMT로 재구성하여 저장한다.

aligned(8) class PMTBox() extends Box(‘tPMT’) {
  uint(3) reserved;
  uint(13) PID;
  uint(8) sectiondata[];
}

키정보는 키트랙으로 저장하고 KeyMessageReception- 

SampleEntry를 통해 부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다. KeyMessageReceptionSampleEntry를 통해, 키에 대

한 버전 정보 및 해당 키에 대한 ID를 부가정보로 같이 저

장한다.

class KeyMessageReceptionSampleEntry() 
  extends MetadataSampleEntry('keym') {  
  unsigned int(8) key_sample_type = 0xFF;
  unsigned int(8) key_sample_version;
  unsigned int(8) uuid[16];
  box additionaldata[];
}

그림 5는 제안하는 패키징 파일 포맷의 구성의 예를 나타

낸다. 그림 5의 예는 저장된 방송프로그램(TS Stream)과 키

관련 정보, 그리고 PPI 및 프로그램 ID 정보를 저장하고 접

근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2.2 홈도메인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공유
사용자가 다른장치를 통해 녹화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

하려 할 경우, 도메인 등록 절차를 통한 도메인 키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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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Type Protocol Name Type ID Protocol Messages

등록요청

도메인 등록 프로토콜

0x1101 Domain_Join_Request

0x1102 Domain_Deliver_Key

0x1103 Domain_Key_Delivered

0x1104 Domain_Join_Accept

도메인 등록 해지 프로토콜
0x1201 Domain_Leave_Request

0x1202 Domain_Leave_Accept

등록 및 키교환

도메인 정보 요청 프로토콜
0x2101 Domain_ID_Request

0x2102 Domain_ID_Response

가입 도메인 정보 요청 프로토콜
0x2201 Joined_Domain_ID_Request

0x2202 Joined_Domain_ID_Response

클라이언트 키 요청 프로토콜
0x2301 Client_Key_Request

0x2302 Client_Key_Response

키교환 세션 생성 프로토콜
0x2401 Create_Session_Request

0x2402 Create_Session_Response

도메인정보공유 도메인 공유 프로토콜

0x3101 Master_Domain_Share_Request

0x3102 Master_Domain_Deliver_Key

0x3103 Master_Domain_Share_Deny

도메인업데이트 도메인 업데이트 프로토콜 0x4101 Domain_Update

표 4. 도메인 관리 프로토콜
Table 4. Domain Management Protocol

통해 가능하다.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홈도메인 관리

는 기술의 구성은 패키징 포맷을 통한 키 관리 및 도메인

등록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도메인 관리 프로

토콜은 사적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의 단말 사이에

공통된 키 셋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제안하는 논

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복제를 위해 표 4와 같이

프로토콜을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도메인관리 프로토콜은 방송프로그램의 공유

를 위한 키 교환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 및 키 교환을

위한 제한적인 기능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의

수신기에서의 구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제안하는 도

메인 관리 프로토콜은 기존의 홈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상

위 계층 프로토콜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는 UPnP 프로토콜기반으로 구현하였다
[13]. 도메인 관리

기능은 복사 대상 기기가 방송프로그램의 복사를 위해 연

결될 때, 등록 정보의 비교를 통해 복사와 등록 과정을 동

시에 수행하도록 처리한다. 그림 6은 방송프로그램 복사

과정에서 도메인 등록을 통한 프로그램 복사의 예를 보여

준다. 
그림 6에서 장치간의 보안채널 수립은 Diffie-Hellman 

(DH)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2]. 각각의 장치는 상호 인증을

위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채널 수립과 동시에

인증서를 기반으로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였

다. 등록과정을 통해 도메인에 대한 키를 전달받고 이 키

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암호화에 사용된 키를 암호

화 한 다음, 패키징 과정을 통해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묶

어서 복사 시 전달한다. 도메인 키를 기반으로 패키징된

방송프로그램은 도메인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00 추현곤 외 :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

그림 6. 홈도메인 관리 기능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복사
Fig. 6. DTV Program Copy based on Home Domain Management

IV. 구현 결과

본장에서는 제안하는 방송프로그램 보호관리 시스템의

구현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그림 7은 시그마디자인사의

SMP 8634 칩셋을 이용한셋탑박스 형태의 수신단말 구성

의 예이다. 하드웨어 칩셋을 통해 DTV 튜너, 역다중화기

(Demux), 비디오및 오디오에 대한 디코더 기능을 API 형
태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PSI/PSIP 정보를 입력받아 프

로그램보호신호 및 방송프로그램 ID 정보를 추출하는 PPI 
처리기와 보호된 상태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한 암

호화기(Scrambler)와 사적 복제를 지원하기 위한 홈도메인

관리기를 하드웨어의칩셋에 내장 SW 형식으로 추가 구현

하였다. 그림 7의 수신단말에서 하드웨어칩셋은 비디오및

오디오의 디코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세서 역할을 수행한

다. 임베디드 환경에서 임베디드 OS Kernel 상의 Device 
Driver를 통해,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튜너, 디코더 칩과 통신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재생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어 메시지는 제어모듈

상의 GUI 함수를 이용하여 단말 상의 그래픽 드라이버

(GFX Driver)를 통해 출력된다. 그림 7(a)에서 아래점선으

로 된 부분이 하드웨어칩셋및 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

는 기능이며, Driver 상위레벨의박스의 경우, SW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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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방송프로그램 보호 수신 단말 구성: (a) 모듈 구성도 (b) 구현 셋탑 보드
Fig. 7. Broadcasting Program Protection Receiving Device Architecture: (a) functional module architecture (b) implemented settop-box board

로 구현된 내용이다.
그림 8은 제안한 시스템의 암호화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한 실험결과이다. 그림 8에서 경과시간은 18MB 길이

(약 7초)의 TS에 대해서 10회 반복 수행 시 경과시간을 표

시하였으며, 카운터의길이에 따른 PSNR 변화를 표시하였

다. 그림 8의 결과는 카운터의 길이를 늘여감에 따라 경과

시간이 exponential 하게감소하는 반면, PSNR은 로그스케

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는카운터길이를 30 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그림 8. 카운터 기반 선택적 암호화에 따른 경과 속도 및 화질 비교
Fig. 8. Encryption Speed and Visual Quality according to selective en-
cryption using counter

때 PSNR은 약 14.78dB 이며, 그림 4 (d)의 예에서와 같이

제안한선택적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비디오 정보를 효

율적으로 암호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은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및 녹화

에 있어서 실시간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9.4 Mbps의
방송프로그램의 암호화를 거쳐 패키징 처리에 요구되는 시

간이 1 초라고 할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실제 암호화 및 패키징하여 저장하는 데걸리는 시간

은 평균 0.68 초가 걸렸다.
표 5는 제안한 수신단말에서의 주요 기능에 따른 CPU 

및 메모리 사용율을 보여준다. 표 5의 결과에서 HD영상의

(단위: %)

동작 CPU Memory 비고

TV 6.6 28.9 　

PPI 모니터링 8.5 29.5 UI 출력 포함

녹화(암호화/패키징) 52.5 31.8 　

재생(복호화/패키징) 47.4 　29.6 　

녹화(패키징) 20.1 30.3 암호화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재생(패키징) 　31.6 　29.3

* 메모리의 경우, TV 및 PVR 관련 프로세스의 전체메모리의 사용율의 합을 표기함

표 5. 보호 기능 동작을 위한 시스템 요구 성능 비교
Table 5. System Requirement f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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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UPnP 네트워크를 이용한 도메인 관리 및 파일 복사의 예(위: 도메인 관리, 아래: 복사제어)
Fig 10. Examples of Domain Management and Program Copy Control using uPnP Protocol (top: domain management, bottom: copy control)

암호화를 통한 녹화 및 재생시에 가장많은 시스템의 성능

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CPU 성능의약절반 정도의

성능만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음을알수 있다. 이를 통해 제

안한 방법이 기존의 TV 등의 환경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

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의 수신단말에서 도메인 관리 기능은 UPnP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1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

메인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은 UPnP 미들웨어 간 연동을

담당하는 “UPnP Vendor Defined“ 계층 상의 메시지 통신

그림 9. UPnP 프로토콜에 기반한 도메인 관리 및 복사제어 기능 계층 구성
Fig 9. Protocol Stack for Domain Management and Program Copy 
Control using uPnP Protocol

API를 통해 단말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UPnP 모듈 내의 HTTP Server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 복사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9는 제안한 시스템의 UPnP 프로

토콜 기반으로 도메인 관리 및 복사 제어를 지원하는 구성

을 보여준다. 
기존의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별도

의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이 기기간의 연결 및

검색을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

으며, 별도의 파일 전송을 위한 서버나클라이언트에 대한

추가 없이 파일 복사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 녹화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리밍기능도 기존의 프로토콜과 연계하여손쉽게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10은 UPn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기

기 간에 UPnP 기기 정보 및 이를 통해 관리되는 도메인

정보 관리 및 방송프로그램을 복사 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이다. 그림 10의 결과는 홈네트워크 상

의 기기 연결 정보와 각 기기의 UPnP 네트워크 식별정보, 
등록된 도메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RM과 달리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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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B-CAS DVB-CPCM 제안하는 방법

대상 지상파 지상파/위성/케이블 지상파/위성/케이블 지상파

특징

수신시점에서 보호 기능

시작(Free-to-air)
13개의 승인

기술(인터페이스)를 통한
출력만을 지원

스크램블링 전송

CAS 기반 방송프로그램
보호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통한

출력 지원

스크램블링/Free-to air 
전송

Secure Home network 
기반 도메인 관리를 통한

복사제어

수신시점에서 보호 기능

시작(Free-to-air)
장치 기반 도메인 관리를

통한 복사제어

사적이용

(Fair-use) 지원
동일 승인 기술 장치에 한해

사적이용 지원

10회의 복사/이동
(회수 제한)

도메인 내에서의 관리

(on-line 연결 지원)

도메인 등록 장치간 공유

지원

(om-line/offline 지원)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종 기술간 상호운용성

미비(일부 DRM 기술의
경우 지원)

DTCP, HDCP 등 제한적인
전송채널만 지원

콘텐츠 포맷 기반
콘텐츠 포맷(패키징 포맷) 

기반

재배포제어 플래그 정보 CCI 정보 DVB-USI PPI 정보

표 6.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 비교
Table 6. Comparison between broadcasting program protection techniques

사용자의 사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표 6은 제안하는 방

법과 기존의 접근 방법과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CAS와 같이 스크램블링이 적용되지못하는 지상파

방송 환경에 대해 수신단에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에 있어서 BF 방법과 유사하지만, 도메인을 기반으로 하여

등록 장치간 공유를 지원하고, 패키징 포맷에 기방하여 호

환성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안하는 방

법의 사적이용 지원 방법의 경우, 기존의 어떤종류의 홈네

트워크와도 연동이 가능하다는점도 기존의 시스템과의 차

이를 보여준다.

V. 결 론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시스템의 경우, 방송프로

그램에 대한 불법 배포로부터 보호해야 하면서, 동시에 사

용자의 단말기에서의 사적 복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보호신호에 기반한 지상파 방송프

로그램 보호 시스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시스템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함께 포함된 PPI 정보

를 추출하고, PPI 정보 내의 재배포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

그램을 암호화 한 후 패키징하여 저장한다. 사용자의 단말

에서 사적복제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된

키는 도메인 키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 된 후 같이 패키징

되어 저장된다. 제안한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복사

제어 및 공유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도메인 프로토콜을 정

의하였으며, 정의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홈도메인 등록

절차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복사를 통해 사적 복제에 대

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실험결과

를 통해, 제한된 성능을 가진임베디드 STB 수신단말에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실시간 PPI 추출 및 실시간 암호화 녹

화 및 재생에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UPnP 프로토

콜을 이용한 도메인 관리 및 복사 제어 기능을 통해 이종

단말 간의 사적 복제의 지원이 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보호방법은 방

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의 사적이용

을 지원하여 지상파 DTV 방송에 대한 공공재로서의 특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기술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DTV 수신부에서 수신되기

이전의 신호에 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않다. 이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기에 대한 보호 기능에 대한 표준화

및 법제화를 통해 인증된 수신기기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신 및 관리가 요구된다.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도메

인 관리 프로토콜 및 패키징 기술은 지상파 DTV 방송프로

그램 보호 송수신 정합의 수신부 기술에 채택되었으며, 추
후 법제화와 밑바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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