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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types of media services are emerg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media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echnologies. Various DRM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to prevent illegal

copying of media content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content creator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RM provider and the content service provider must provide services in a mutually dependent manner

through individual contra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loud-based DRM market system which can

be used only by content service providers when necessary for various DRM. The DRM market system

is expected to show the effect of service activation for related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by

providing an interface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DRM providers and contents service providers

by using multi D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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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속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 콘

텐츠의 제작 및 유통 방법의 발전으로 다양한 고화질

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

으며,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

스 형태가 새로이 생겨나면서 관련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디지털 방식의 특성상 쉽게 복제하여 유통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다

양한 방식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

권을 보호하는 기술로서 콘텐츠를 특정 방식으로 암

호화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 또는 기기들로부터

의 접근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를 막고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

다[1,2,3].

DRM은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되어 사용권한을 제

어함으로서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처음 적용된 DRM 플랫폼에 의존적이어서 

다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

재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공통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DRM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DRM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멀티 DRM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

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에서 DRM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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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ructure of DRMaaS Model.

제공업자(DSP, DRM Service Provider)가 쉽게 

DRM을 등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M

마켓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공통 암호화 

방식[5]을 사용하는 DRM을 등록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업체(CP, Contents Provider)가 기

존의 단일 DRM에 의존적인 방식이 아닌 필요한 

DRM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오픈형태의 마켓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DRM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M 마켓 시스템에 대한 내

용을 논한다. 4장은 시스템 구현과 서비스 시나리오

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한다.

2. 관련연구
최근의 DRM은 단순한 암호화 또는 인증 방법 외

에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적용을 위해 콘텐츠 공유

나 이동 등의 장치 및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술이 추

가되고 있다. DRMaaS 모델은 기존의 DRM 시스템

이 콘텐츠의 미디어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스템 내부

에서 동작하는 것과 달리 독립되어 운용되는 모델이

다[6]. Fig. 1은 DRMaaS 모델의 개념적인 구조를 나

타낸다. CP는 시스템에 등록된 미디어 클라우드 서

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등록하게 되고 

해당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DRM에 맞게 콘텐츠의 암호화 및 패키징 

과정을 거쳐서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사용자는 콘텐

츠를 선택하고 자신의 디바이스에 맞는 DRM Agent

를 사용하여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기 

간에 콘텐츠 이동 및 복제에 대해 DRMaaS 모델은 

콘텐츠의 재 암호화 및 재배포를 제공한다.

DRMaaS 모델에서 DSP는 DRM 서비스를 위하

여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며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 번에 하나의 DRM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DRM이 제한적이

다. CP는 자신의 콘텐츠에 맞는 DRM을 선택하여 

서비스할 수 없으며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만 선택

이 가능하다.

울트라바이올렛은 디지털 콘텐츠와 DRM 관련한 

다양한 회사들이 결성한 DECE(Digital Entertain-

ment Content Ecosyste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에서 허가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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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ent Encryption and Packaging of Cloud Media Service System.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7]. 울트

라바이올렛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며 서버 기반의 DRM

상호 호환 기술을 위하여 CFF(Common File For-

mat)라는 콘텐츠 공통 암호화 포맷을 이용하여 각 

DRM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이다. DECE

컨소시엄에 참여한 DRM 업체는 디지털 콘텐츠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통 암호화 기반의 DRM

기술을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된 모든 

DRM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된다.

울트라바이올렛은 미디어 콘텐츠에 공통 암호화

를 지원하는 다수의 DRM을 적용하여 디지털 콘텐

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어느 환

경에서도 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DECE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미디어 서비스 플랫

폼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

공되는 DRM 서비스가 플랫폼 환경에 맞게 이미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새로운 DRM 업체

나 개인 개발자가 참여하기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M 마켓 시스템은 독립

된 클라우드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

될 수 있으며, DSP가 쉽게 DRM을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다수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DRM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DRM 마켓 시스템
DRM 마켓 시스템(이하 마켓)은 디지털 미디어 콘

텐츠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멀티 DRM

기술을 적용하여 DSP와 CP가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제안한 시스템에 등록

된 DRM 기술들은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내부에서 DRM 기술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3.1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은 멀티 

DRM 기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CP와 

DSP에게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시스템을 제공한다. DSP는 다양한 DRM을 마켓을 

통하여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며, CP는 필요한 DRM을 마켓에서 구매하여 콘텐츠

에 적용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4].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내부의 DRM 기술 관련 

모듈들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암호화된 콘텐츠

에 결합한다. Fig. 2는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내부에

서 메타데이터가 암호화된 미디어 콘텐츠에 결합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Processing 모듈은 암호화된 콘

텐츠에 결합할 메타데이타를 Interoperable 모듈에 

요청하며 암호화된 콘텐츠의 암호화 Key와 KID 값

을 전달한다. Interoperable 모듈은 내부적으로 메타

데이타 정보를 관리하고 Processing 모듈의 요청을 

받아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한 인증 정보

가 저장된 메타데이타를 Processing 모듈로 전달한

다. Processing 모듈은 메타데이타 정보를 암호화된 

콘텐츠에 결합하여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 형태로 만

든 후에 서비스 디렉토리로 전송한다.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되는 D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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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 인증을 위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타

를 제공하며, 마켓은 DSP가 DRM을 등록할 때 올바

른 메타데이타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검사하는 정합성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DRM인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3.2 DRM 마켓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M 마켓 시스템은 미디

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DRM을 개별 

상품으로 등록하여 매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마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DSP와의 직접적인 계약 없이도 

CP에게 DRM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수의 DRM을 

직접 관리하거나 DRM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CP는 자신의 콘텐츠 서비스 정책과 콘텐츠 품질 등

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DRM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 내용

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DSP는 마켓 시스

템을 통해 쉽고 편하게 DRM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각각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판매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과 독립

적으로 운용되며 내부적으로 DRM 등록을 처리하는 

Register 모듈, 정합성을 테스트하는 Consistency

Test 모듈, 메타데이타를 전달해주는 Interoperable

모듈, 등록 / 판매 / 사용 등의 정보를 각각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과 공유하는 Information Sharing

Module로 구성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미디어 서

비스 플랫폼과 연결되어 동작하며 각각의 DRM에 

대해 DSP가 운영하는 DRM Server와 연결된다. 이 

서버는 메타데이타를 제공하는 Metadata Generator

와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인증 및 복호화 키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센스 서버로 구성된다.

3.2.1 Interoperable 모듈

기존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DRM을 시스템 

관리자가 사전에 등록하여 제공했기 때문에 메타데

이타를 시스템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마켓 시스템에서는 DRM이 자유롭게 등록되거나 해

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내부에서 메타데이타를 관리하지 않는다.

DSP는 요청에 따라 메타데이타를 생성하여 제공

하는 Metadata Generator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클

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

는 라이센스 서버를 함께 운용하는 DRM Server 정

보를 제공한다.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정

보는 CP가 DRM을 구매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이

며,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CP의 DRM

의 구매 및 사용한 정보는 마켓 시스템에 전달된다.

Interoperable 모듈은 DRM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내부에서 운용되며 시스템에서 제공받은 

DRM Server의 정보를 이용하여 메타데이타[8]를 

제공받는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Pro-

cessing 모듈과 Interoperable 모듈은 메타데이타 정

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콘텐츠 보호 정보의 교환을 

위한 CPIX(Content Protection Information eXchange

format) 기술을 사용한다[9]

CPIX 기술은 공통암호화가 적용된 콘텐츠의 보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며 DRM 기술과 관련

된 특정 정보 및 콘텐츠의 암호화에 사용된 key 값으

로 이루어진 문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교환한다. 암

호화 키는 암호화 범위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key 값으로 구성될 수 있고 다수의 DRM 정보를 저

장할 수 있다.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내부의 Pro-

cessing 모듈과 시스템 내부의 Interoperable 모듈은 

CPIEF(Content Protection Information Exchange

Format) 문서를 통해 메타데이타를 요청하고 제공

할 수 있다. CPIEF 문서는 마켓 시스템이 미디어 서

비스 플랫폼과 DRM Server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

하는 문서로써 CPIX 표준 규격에 따라 XML 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Fig. 3은 CPIEF 문서를 통한 Processing 모듈과 

Interoperable 모듈의 메타데이타 요청 및 제공 과정

을 보여준다. 콘텐츠 암호화 모듈은 암호화 후에 

Processing 모듈로 암호화 Key와 KID를 전달한다.

Processing 모듈은 콘텐츠 정보와 암호화 Key, KID

값을 이용하여 CPIEF v1.0 문서를 제작하여 Inter-

operable 모듈로 전달한다. Interoperable 모듈은 

CPIEF v1.0 문서에 저장된 콘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CP의 DRM 기술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CP 정보를 추가하여 CPIEF v2.0 문서를 제작한다.

Interoperable 모듈은 각각의 DRM 정보를 이용하여 

CPIEF v2.0 문서를 순차적으로 각 DRM Server로 

전송한다. DRM Server는 전송받은 CPIEF v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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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ocess of CPIEF Document.

Fig. 4. DRM Consistency Tester Module.

메타데이타를 추가하여 Interopetable 모듈로 전송하

게 되고, Interoperable 모듈은 모든 DRM의 메타데

이타를 통합하여 CPIEF v3.0 문서를 만들어서 

Processing 모듈로 전달한다. Processing 모듈은 전

달받은 CPIEF v3.0 문서에 저장된 각 DRM의 메타

데이타 정보를 암호화된 콘텐츠에 모두 결합하여 서

비스 가능한 상태로 제작한 뒤에 미디어 서비스 플랫

폼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하여 서비스를 준비한다.

3.2.2 정합성 테스트 모듈

정합성 테스트는 해당 DRM이 미디어 서비스 플

랫폼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

부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

는지 검사한다. DSP는 DRM을 등록할 때 DRM

Server의 주소를 입력하고 정합성 테스트 모듈은 

Interoperable 모듈을 통해 해당 서버와의 통신 가능 

여부를 파악한다.

정합성 테스트 모듈은 테스트를 위해 생성된 CPIEF

v2.0 샘플 문서를 Interoperable 모듈을 통해 해당 

DRM Server로 전송하여 올바른 CPIEF v3.0 문서를 

전달받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CPIEF v3.0 문

서에 저장된 메타데이타가 올바른 형식을 가지고 있

는지를 확인한다. 메타데이타는 DRM 기술의 사용

을 위한 인증과 복호화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야 하며,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의 콘텐츠 사용 정책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DRM Server마다 

통일된 정책을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Fig. 4은 DRM의 정합성 테스트를 위한 구성도이

다. DSP가 DRM을 등록하면 시스템의 Register 모

듈이 필요 정보를 저장한 뒤, 정합성 테스트 모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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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mmunication of DRM Server Server.

Fig. 6. Structure of DRM Market System and Media Service System in Cloud Platform.

테스트 진행을 요청한다. 정합성 테스트 모듈은 시스

템 내부의 Interoperable 모듈을 통해 DRM Systen

과 통신하여 정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정합성 

테스트 실패 시에는 원인 등을 DSP에게 통보하고,

성공 시에는 DRM 기술의 세부 정보 및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

3.2.3 DRM Server

DSP는 시스템에 DRM을 등록하면서 메타데이타 

전송과 라이센스 확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DRM

Server를 운용해야 한다. Fig. 5은 DSP가 운용하는 

DRM Server의 구성 내용과 시스템 및 사용자의 장

비와의 통신 내용이다. Metadata Generator는 시스

템에서 DRM에 대한 정합성 테스트를 진행할 때와 

콘텐츠에 DRM을 패키징 하는 과정에서 메타데이타

를 Interoperable 모듈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이센스 서버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인증하면 콘텐츠의 복호

화 키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이센스 서버

가 제공하는 복호화 키 정보는 콘텐츠의 패키징 과정

에서 Interoperable 모듈이 Metadata Generator에 제

공하는 CPIEF v2.0 문서에 저장된 콘텐츠 암호화 

Key, KID를 통해 생성된다.

4. 시스템 구현 및 통합 서비스 시나리오
4.1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 후 내부 인스턴스로 마켓 시스템과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클라우드 플랫

폼은 인텔 제온(2.4GHZ 6코어) CPU와 96GB 메모

리, 10TB 스토리지를 갖는 서버 3대와 인텔 제온

(2.2GHZ 10코어) CPU와 96GB 메모리, 10TB 스토

리지를 갖는 서버 3대 등 총 6대의 하드웨어를 이용

하였고, OpenStack Autopilot을 이용하여 구축하였

다[10]. 마켓 시스템과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은 클라

우드 플랫폼에서 내부 인스턴스에 우분투 14.04 LTS

서버 버전을 설치하였다.

Fig. 6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미디어 서비스 시스

템과 마켓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 설치된 구조를 

보여준다. DRM 및 DSP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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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ucture of DRM Market System & Media Service System.

베이스(mysql ver.5.5.53)와 콘텐츠 및 CP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5.5.53)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4.2 서비스 시나리오

Fig. 7은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과 마켓 시스템의 

구조 및 서비스되는 내용을 보여준다. 마켓 시스템은 

DRM 이름과 DRM Server의 주소 정보 등을 입력하

는 페이지를 DSP에게 제공한다. DSP가 등록한 

DRM에 대한 정합성 테스트를 진행하며 DSP에게 

정합성 테스트 결과를 제공한다. 정합성 테스트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DRM은 리스트에 추가되며, 그 정

보는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전달된다.. Information

Sharing 모듈은 시스템과 각각의 미디어 서비스 시

스템에 존재하며 위와 같은 DRM 등록, 구매,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P는 콘텐츠를 등록하기 이전에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 제공하는 DRM 리스트를 확인하고 구매하

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 이상의 사용 가능한 DRM을 

보유해야 한다. CP가 콘텐츠를 등록할 때 하나 이상

의 이용 가능한 DRM을 콘텐츠 판매 정책에 맞게 

선택한다. 콘텐츠의 암호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In-

teroperable 모듈과 통신을 통해 선택한 메타데이타

를 결합한다. 사용자는 기기에 설치된 DRM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증 및 

복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리스트를 확인하여 미디

어 서비스 시스템에 콘텐츠 사용 요청을 보내게 되

고,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은 요청에 대해 DASH 기

술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한다

[11]. DRM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콘텐츠에 대해 

라이센스 서버를 통해 인증 과정을 거쳐서 복호화 

키를 제공받고, 콘텐츠의 복호화를 통해 콘텐츠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DRM 마켓 시스템과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은 DSP와 CP, 그리고 사용자가 시스

템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ig. 8과 

같이 웹 페이지를 제공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RM 마켓 시스템은 클라

우드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 DRM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디지털 컨텐츠를 제

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하여 DSP와 CP

사이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지원하여 간편한 형태로 등록 및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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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b Pages of DRM Market System and Media 
Service.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은 마켓 시스템을 통해 DRM

과 컨텐츠를 연결해 주는 오픈 마켓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에 DRM 사업

자와 컨텐츠 사업자의 일대 일 형식의 밀접한 계약관

계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DRM 사업자와 다수의 컨

텐츠 사업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

여 필요한 만큼의 DRM을 필요한 때에 제공 및 사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마켓 시스템을 통해 중소 규모의 DRM 업체나 개인 

개발자도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DRM 기술 및 콘텐츠 시장의 다양화와 그로 인한 

시장의 확대 등 많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DRM 서비스 형태를 지원

할 수 있는 가변 형태의 DRM 표준화 기술과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콘텐츠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형식의 DRM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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