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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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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Context-Aware 환경의 유비쿼터스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DRM 시스템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서비스 제공상의 어려움 즉, 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저작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HKUST에서 제안한 웹서비스 DRM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상황(Context)변화에 적응 

하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적절하게 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가능 

하다. 한편.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에서도 DRM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 

안을 제안하였으나 이 논문의 한계점은 사용자와 기기간 전달되는 인증 정보가 노출될 경우 

Sniffing/Replay 공격이 가능하여 저작권이 획득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유비쿼터스 웹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DRM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제 

안한 아키텍쳐는 상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Context-Aware 환경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 

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Sniffing/Replay 공격에 안전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제공이 가 

능하다. 본 논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웹서비스 DRM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 DRM system has limitation in protection of user's privacy. Therefore, many troubles are 
expected in service providing if it comes into the ubiquitous times of context-aware environment. 
HKUST proposed a watermark-based web service DRM system. However, the relevant study does not 
consider ubiquitous environment and cannot provide service that considered a context. And privacy 
protection of a user is impossible. On the other hand, Netherlands Phillips laboratory indicated a 
privacy problem of a DRM system and they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about this. However, in 
relevant study, a Sniffing/Replay attack is possible if communicated authentication information are 
exposed between a user and device. We designed web services adaptable privacy-aw are DRM 
architecture which supplements these disadvantages. Our architecture can secure user authentication 
mechanism for sniffing/Replay attack and keep anonymity and protect privacy. Therefore, we can 
implement the privacy-aware considered web service DRM system in Context-Aware environment.

키워드 : 웹서비스 DRM, PAD RM (Privacy-Aware DRM), OTP, D ynamic Access, Xr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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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터넷이 발전되고 대량의 디지털 정 

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가 인터넷 환경에서 사 

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 

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원 

본 아날로그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 

고 변환한다. 디지털화 된 자료는 보관과 전 

달이 용이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손쉽게 될 

수 있다. 정보_의 보급이 손쉽게 되는 것은 디 

지털화의 커다란 장점이며 저작권을 가진 콘 

텐츠를 용이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 

지털 콘텐츠는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서 주요한 테마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에는 정보 융합 및 복 

제의 용이성,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달성, 통제 

의 곤란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술로서 핑거프린팅,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워터마킹, D RM (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등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 

데 DRM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패키지 형태 

의 암호화된 데 이터로 변환시키는 DRM기술 

은 디지털 콘텐츠가 전달된 후 사용자 측면에 

서 제한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증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가 우연히 취득했다 하 

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4]

HKUST(Hong Kong University Science 

Tehnology)[2]의 Sai Ho Kwok은 워터마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 DRM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워터마크 기술이란 저작권 정 

보를 디지털 콘텐츠 속에 삽입시켜 소유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로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3]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의 삽입과 추출방법을 차세대 환경 인 웹 

서비스 환경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Sai Ho Kwok이 제안한 방법은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 

다. DRM 기술은 암호 기술, 키 관리 기술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필수적으로 사용 

자의 정보가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 인정보 노출의 문제로 이 어 

질 수 있다. 콘텐츠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게 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해당 연구는 유비쿼터 

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황(Context)변화 

에 적응적 (Adaptive)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적절히 가공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Context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한편,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에서는 신 

원 기반의 DRM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고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대책을 제안하 

였다.[1] 해당 연구에서는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내용의 배포에 있어서 발생되 

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떠한 장치에도 콘텐츠 제공 

자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통하여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필립스 연구소가 제안한 프라이버 

시 보호 시스템은 콘텐츠의 이용자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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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장치, 콘텐츠 제공자의 3가지의 영역에 

서만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표현하고 있어 

웹서비스와 같은 환경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한 사용자와 기기간 전달되는 

인증 정보가 노출될 경우 Sniffing/Replay 공 

격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Context-Aware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한 웹서비스 DRM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 

서 익명성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 

지 않으며 안전하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라 

이센스 쥐득이 가능하다. 또한 Sniffing/Replay 

공격에 안전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 

하고 Context 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통한 상 

황(Context)에 적응적(Adaptive)으로 콘텐츠 

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으로 Context-A ware 환경에서 프라이 

버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Dynamic DRM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기존의 DRM 시스템

기존의 DRM 시스템은〈그림 1〉과 같다. 

DRM 시스템은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DRM 클라이 

언트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콘텐츠 이용은 대금 결제에 따른 라이 

센스 발급이 전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콘텐 

츠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DRM 서버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는 불법 사용 

자로부터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준 

다. 지급된 대금은 등록한 콘텐츠 업체 및 저 

작권자에게 배송된다.

Helsinki 연구소에서는 법률적 저작권과 기 

술적 인 요소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중 

재할 수 있는 DRM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14] DRM은 디지털 콘텐츠를 가져올 

〈그림 1> DRM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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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법률적인 저작권과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콘 

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 임워크를 소개하 

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조직과 생산품의 두가지 

단계로 저작권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두가지의 단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는 최소 다 

음과 같은 기능이 요구된다.

- 저작권 관리 정책을 지정하고 수정 가능 

하여 야 한다.

- 상호 동의를 취하고 그 과정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취득한 저작권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 

야 한다.

- 라이센스 정보를 제어하고 발급할 수 있 

어야 한다.

- 여러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 아래 매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 수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의 분실 등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직 레벨에서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위 

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2〉에서는 사용자 플랫폼과 정보 제공자 

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RMS(Right Management System)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간 매개 역할을 한다. 

Information Products는 콘텐츠나 메타 데이 

터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Information Product에 사용자 플랫폼을 통하 

여 접근한다. 기술적 보호 도구는 상호간 정 

보 전달 과정 에서 통신 프로토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 

계점이 존재한다.

① Context-Aware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 

유비쿼터스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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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H이sinki 연구소의 DRM Framework]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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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ntext에 대 한 고려가 필히 요구된다. 사 

용자의 현재 상황, 시 간, 장치 등에 따라 디 지 

털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논문에서는 Context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하 

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콘텐츠를 가공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oL 으口
기존 논문은 사용자의 라이센스 취득과 인 

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의 데 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와 같은 방식으로 

는 DRM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 

다. 라이센스 취득과 사용자에 대한 인증 과 

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요구된다. 따라 

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데 

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

2.2. 웹서비스 기반의 DRM[2]

(1) HKUST의 DRM 시스템

HKUST의 Sai Ho Kwok은 워터마크 기술 

을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 DRM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웹서비스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통 

합의 새로운 아키텍쳐를 제공한다. 웹서비스 

아키텍쳐에 의해 제공되는 유연성으로 입출 

력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러한 특징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즈니 

스 프로세스의 실현에 용이하다. 해당 연구는 

웹서비스에 DRM을 적용해 보고 웹서비스 

상에서의 워터마크 기반 DRM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시스템 간 동질성과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정보에 대 

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 

며 비즈니스에서의 프로세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DRM。]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2)웹서비 스를 이 용한 워터 마크의 

삽입

저작권의 십-입은 일반적 인 SOAP 프로토콜 

내의 XML 메시지 교환을 행함으로써 웹서 

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그림 3〉은 온라인 미 

디어에 대한 분배 과정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삽입을 가능하게 하는 각 개체 간 메시지 교 

환을 나타낸다. 각 절차 이전에 콘텐츠 제작 

자 및 판매자와 구매자는 상호 신뢰 관계에 

있는 제3의 개체 인 Clearance house가 필요하 

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 식별 정보 및 기타 정 

보 (예를 들어. 은행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 

다. 개인 식별 정보는 워터마킹 절차에서 주 

요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은행 계정 정보 

는 지불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 관리 

데 이터베 이스(RMDB ： Rights Management 

Database)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다. 저작권 서버(RMS：Rights Management 

Server)는 Clearance house 내에 존재한다.

구매자는 먼저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디지 

털 미디어에 대한 항목을 선택 후 구매자는 

콘텐츠 판매자를 지목한다. 그 이후 콘텐츠 

판매자는 저작권이 보호된 미디어 콘텐츠를 

준비하며 Clearance house는 저작권 관리 절 

차를 거치게 된다. 저작권이 보호된 콘텐츠가 

준비되면, Clearance house는 콘텐츠 판매자 

에 게 해당 콘텐츠를 양도한다.

저작권에 대한 삽입 절차는〈그림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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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작권 삽입을 위한 메시지 교환

이 나타날 수 있다. DRM 기술 제공자는 그 

들의 DRM제품을 UDDI내의 서비스 레지스 

트리에 등록할 것이다. Clearance house는 적 

절한 저작권 삽입 절차를 선택할 것이고 저작 

권 삽입에 관련된 기술 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것이다.

2.3. DRM 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히]

(1) 개요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에서는 신원 기 

반의 DRM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대책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내용의 배포에 있어서 발생되는 프라이 

버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 

에서든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어떠한 장치에도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발행된 증명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한다.

DRM시스템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식별을 위해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다. 스마트 카드는 인증 프로토 

콜을 작동하기 위해 하나의 공개^] (PK) 와 

그에 대응하는 비밀 키(SK)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의 권리(UR：User Right)를 취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별자를 보내게 

된다.

UR = {c_id, r_d, PKjsignCP

여기에서 c_id는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 

는 콘텐츠에 대한 식별자이다. r_d는 권리에 

대한 속성 데 이터 이며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K 
는 공개키이며 사용자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 

게 한다. signCP는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의 서명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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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 

기 위한 시스템 작동 절차는〈그림 4〉와 같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는 

장치로부터 그 자신을 식별하고 그가 어떤 콘 

텐츠를 원하는지 장치에게 알려준다. 장치는 

PK와 c_id의 취득 이후 사용자가 여기에 대 

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이 

러한 과정 이후에 사용자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 프라이버시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존재 한다.

- 공개 키는 사용자의 유일한 식별자이다. 

키가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어 

졌을 때 부터 공개키에 대한 노출의 위 험 

성이 존재한다.

- 공개 키가 노출된 상태에서 그 공개 키 

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검색함으로써 사 

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될

수 있다.

- 콘텐츠에 접근하는 동안 제 3의 인물이 

사용자와 장치 사이에 sniffing공격을 통 

하여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취득함으로 

써 사용자에 대한 콘텐츠 사용 내역 이나 

사용자의 위치를 획득할 수 있다.

(3) PK의 보호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자 권리(UR) 

의 전달 과정에서 PK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UR = (c_id,H(PK||RAN),RAN)}signCP

이러한 방법으로 PK를 임의의 숫자 RAN 

을 통하여 해쉬함수를 거침으로 UR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다. PK는 직접적으로 노출 

이 되지 않으며 설사 전송 과정의 모든 값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일방향 함수의 특성상 

PK를 계산해 낼 수 없다.

User

Dis시。s옩s PK and 
pu冲玲$ knoudedge of SK Authentication protocol

If convinced of authenticity, 
waits for request

Sends request for 
content c 滔

Obtains the correct
User Right

Checks ah the values and, 
if correct, gives the user 

access to the content cjd

c td

〈그림 4〉User Rights를 확인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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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그림 5> 

와 같다.

(4) 익명성을 보장하는 User

Rights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User Rights를 획득 

하는 방안은〈그림 6〉과 같다. 이 방법에서는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이후 특정한 토큰 

(SSI：Secret Security Identifier)을 지급받고 

그러한 SSI를 c_id, H(PK||RAN), 및 사용 

자에 의해 임의로 계산된 RAN과 함께 콘텐 

츠 제공자에 전송한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사용자의 대금 결제 정보는 알 수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는 알 수

User 1/

Dis시셙 s PK and 
proves knowledge of SK Authentication protocol

If convinced of auth읂nticit贝 

waits for request

Sends request for 
content cjd 

c id
Obtains the go仔엱ct

User Right

Checks the value 
H(PKl \RAN) and, if correct, 
gsves the user access to the 

content cjd

〈그림 5> 기밀성을 유지하는 User Rights 확인 프로토콜

User U Content pro이der

(Anonymous channei)

Generates RAN and 
calcuiates H(PKl [RAN)
Sends v섰이e SSI and a 

request for content cjd, 
tog食¥片셨r with the values 
H(PK\\RAN)an6RAN

Cjd, SSI. H(PK\\RAN)t RAN

Invahdates SSI
C「傍mt슩s and signs the

User F겨여*

〈그림 6> 익명성을 유지한 User Rights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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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익명성을 지킬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전달되는 

H(PK||RAN)과 RAN값이 악의를 가진 자에 

게 노출될 경우, 공격자는 다음 로그인 시에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UR을 취득하고 콘 

텐츠에 대한 부정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Sniffing/Replay 공격 

에 취약하다. 제안한 방법은 Sniffing/Replay 

공격에 안전한 OTP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악의를 가진 자로부터 원천적으로 사 

용자의 PK와 함께 인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3. PADRM 아키텍쳐 설계

3.1. PADRM Architecture

본 논문의 Privacy Aware 특성을 갖는 

DRM인 PADRM Architecture는〈그림 7〉고卜 

같다. 특정 콘텐츠는 웹서비스에 포함되어 있 

으며 DRM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 

션과 콘텐츠 제공자를 중재한다. DRM 시스 

템은 각각 사용자 인증, 저작권 관리, Context 

취급, 프라이버시 보호 프라이버시 정책 모니 

터로 구성되어 있다. Privacy Protector는 사 

용자의 Context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정보의 경우에 한하여 Contents Provider 

에 전달한다.

DRM 서버 내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uthenticator :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인증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한다.

- Right Manager :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 

을 관리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발행한다.

- Context Handler : Context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가공 처리를 담당한다.

User Client

DRM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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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PADR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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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cy Protector : Context Handier오+ 

연동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담당한다.

- Policy Monitor :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을 모니터링한다.

3.2. 세부 설계

본 절에서는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등 

록하는 절차 및 최초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인증 정보를 확립하는 방법과 인증에 필 

요한 절차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은 ［표 1］과 같다.

3.2.1. 콘텐츠 등록

콘텐츠 등록은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의 특정한 정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확립할 수 있다. 콘텐츠 등록에 필요한 모듈 

은 ［그림 8］ 과 같다.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uthor Identifier : 저 작권자를 식 별하며 

저작권자 정보를 데 이터베 이스에 기록 

한다.

- Contents Identifier : 콘텐츠 식 별자 정보 

를 통제하고 요금 등 콘텐츠에 관한 정보 

를 데 이터베 이스에 기록한다.

- XrML Packager : 콘텐츠와 XrML 문서 

를 패키지한다.

- Contents Publisher : 패키지된 디지털 콘 

텐츠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송한다.

각 절차에 따른 순차도는〈그림 9〉에 나타 

나 있다.

콘텐츠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콘텐츠 제작자는 DRM 서버에 콘텐츠 

발행을 요청한다.

② DRM 서버는 적절한 콘텐츠 식별번호

〈표 1> 기 호

기호 으］ 미

OTP 일회용 패스워드

SEED OTP의 생성원

II 합성 연산자

H( Str) Key Str을 Key로 해쉬연산

E( Str) Key Str를 Key로 암호화

D( Str) Key Str를 Key로 복호화

TID 사용자 식별번호

SEQ Sequence Number

PK 사용자의 공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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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서 Author Inforniation

“—> Contents gf아m.

Privacy Policy 
f DataBase

Author Identifier

Contents Identifier *

XrML Packager

Contents Publisher

 Hiqht M jfidqpr

Policy Monitor

DRM S숀rg

iMqita! Contents : | Sky ,

DataBase

Web Services (Contents Provider)

〈그림 8> 콘텐츠 등록

를 선택한다.

③ DRM 서버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 

츠 식별자를 전달한다.

④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 정보를 XrML 

로 기술한다.

⑤ 콘텐츠 제작자는 DRM 서버에게 XrML 
문서와 콘텐츠를 전달한다.

⑥ DRM 서버는 XrML과 콘텐츠 정보를 

패키지 한다.

⑦ DRM 서버는 패키지된 콘텐츠와 콘텐 

츠 식별번호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달 

한다.

⑧ DRM 서버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발행 

이 끝났음을 알린다.

〈그림 9> 콘텐츠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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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라이센스 발급과 인증

라이센스 발급과 인증은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및 DRM 서버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DRM Server는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중재하며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사 

용자의 Context 및 콘텐츠에 대한 암호키를 

제공한다. 사용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 및 

인증과 암호화에 필요한 필요한 모듈은〈그 

림 10〉과 같다.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Contents Provider

Key Manager : 콘텐츠 암호화에 사용될 

키를 DRM서버 내의 인증 정보로부터 획득 

한다.

- Contents Encryptor : Key Manager를 통 

하여 획득한 키로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 

화한다.

- Contents Modifier : 디지털 콘텐츠를 취 

득하고 수신된 Context에 따라 가공 처 리 

한다.

- Context Receiver : DRM Server로부터 

사용자의 Context를 획득한다.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 정책에 위배되는 Context 정 

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② User Client

- SEED Generator : 사용자의 OTP를 생 

성하기 위한 SEED 를 발생시킨다

- License Manager : 라이센스 취득 절차 

에 따라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제안한 

일련의 라이센스 취득 과정은 User 

Client의 License Manager와 DRM Server 

의 Authenticator의 상호작용으로 이루 

어진다.

- Contents D ecryptor : 콘텐츠를 수신하고 

복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 Context Aggregator : 사용자의 Context 

를 수신하고 DRM Server내의 Context

〈그림 10> 사용자 인증 및 콘텐츠 암호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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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r에 전송한다.

③ DRM Server

- Authenticator :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담 

당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기능을 갖 

는다.

- Context Handler : 사용자의 Context를 

수집하고 가공 처리하여 Contents 

Provider로 전송한다.

(1) 라이센스 발급 절차

라이센스 발급 단계는 User Client가 DRM 
서버를 통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단계 이며 이 과정 에서 상호간 

TID, OTP, SEED가 보관된다.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DRM 서버에게 콘텐츠의 식별자인 c_id와 

함께 日：(代1(131頌^1冲怡££1))를 0丁卩로 전송 

한다. DRM 서버는 H(OTPIIRAN)를 TID 

로 하여 XrML과 함께 사용자에 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여기에서 발급된 TID를 통하여 자 

신의 Identity를 확립 할 수 있다. 이 후 사용자 

는 자신의 TID를 밝힌 후 지불 시스템에 지 

불을 한다. 지불 시스템은 지불의 확인 후 

DRM 서버에게 지불이 완료된 TID를 제공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순차도로 표현하면〈그 

림 11〉과 같다.

① 사용자는 DRM 서버에게 콘텐츠 식별 

자와 인증 정보를 전달한다.

② DRM 서버는 사용자에 게 XrML문서와 

임시 아이디를 전달한다.

③ 사용자는 지불시스템을 통하여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한다.

© 지불 시스템은 결제가 끝난 후 DRM 서 

버에게 지불이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⑤ DRM 서버는 사용자에게 라이센스 취 

득 절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⑥ 사용자와 DRM 서버는 각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그림 11〉라이센스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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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및 콘텐츠 암호화 절차

인증 단계는 사용자가 DRM 서버에 자신 

의 식별자와 함께 라이센스를 전달하여 

DRM 서버가 사용자를 인증하고 콘텐츠의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단계 이다. 사용자를 인 

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DRM 서버에게 콘텐츠의 식별자인 c_id와 

힘께 앞서 저장된 TID, SEED, 그리고 사용 

자 고유의 비밀 키인 PK를 SEED로 해쉬연 

산을 하여 전달한다. 이후 DRM 서버는 현재 

사용자가 전송한 SEED 와 H(PK)seed에 대 

한 해쉬연산을 거친 후 앞서 저장한 OTP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확인되면 

새로운 OTP를 요청하게 되고 사용자는 

H(H(PK)SEED』SEEir)를 연산하여 그 결과 

값을 DRM 서버에게 새로운 OTP로 전달하 

게 된다. 이후 !)RM 서버는 OTP를 저장하 

고 임의의 숫자인 RAN을 계산한다. 이후 

DRM 서버는 OTP' "RAN'에 대한 해쉬연산 

을 거치고 사용자에 게 이 값을 TID로 전달한 

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접속 시에 TID 

로 자신의 Identity를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그림 12〉와 같다.

① 사용자는 DRM 서버에게 인증 정보를 

전달한다.

② DRM 서버는 미리 저장된 OTP와 인증 

정보에 대한 연산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다.

③ DRM 서버는 확인 후 새로운 OTP를 

요청한다.

④ 사용자는 새로운 OTP를 계산하여 전송 

한다. (여기에서 라이센스는 SEED가 

된다.)

⑤ OTP와 TID를 계산 후 저장하고 임의 

의 숫자를 생성 후 TID 와 함께 사용자 

에게 전송한다.

⑥ 사용자는 TID 와 SEED를 저장한다•

〈그림 12〉인증 및 콘텐츠 암호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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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용자는 콘텐츠를 요청한다.

⑧ DRM 서버는 콘텐츠를 미리 계산하였 

던 RAN'과 SEQ를 합하여 키로 하고 콘 

텐츠를 암호화한다.

⑨ 사용자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RAN' 과 

SEQ로 복호화한다.

3.2.3. 저작권 정보 및 Context의 

전달 

반으루- Context Manager 내에 있는 Context 

정보를 가공한다. SOAP Controller는 가공된 

Context 정보를 SOAP 메시지 내에 삽입한다. 

이렇게 가공된 Context를 포함한 SOAP 메시 

지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달되며 콘텐츠 제 

공자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콘텐츠에 Context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한 Context의 전달 과정은〈그림 13〉과 

같다.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Context의 전달

Context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고려 

하여 전달된다. Context Handler 내 의 Context 

Collector는 XrML의 Context 요구사항에 따 

라 Context를 수집하고 Context Manager에 

전달한다. Policy Monitor는 프라이버시 정책 

을 모니터 링 하고 Privacy Protector는 이를 기

- Context Collector : User Client의 Context 

Aggregator로부터 사용자의 Context 정보 

를수집한다.

- Context Manager : Privacy Protector와 

연동하여 Context 에 대한 가공 절차를 

거친다.

- SOAP Controller : 가공된 Context정보 

를 SOAP 메시지 내에 삽입함으로써 

Context

〈그림 13>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Context의 전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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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rovider에 대한 Context 전달 

을 용이하게 한다.

- Policy Monitor :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한 정책을 가져온다.

- Privacy Protector : Policy에 맞게 사용자 

의 Context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Context Manager와 연동하여 Context 정 

보를 가공 처리한다.

(2) Context-8- 고려한 XrML 

스키 마

전형적 인 XrML문서의 구조는〈그림 14〉와 

같다. [11]

<XrML>
<BODY>

(ISSUED)
(TIME)
(DESCRIPTOR)
(ISSUER)
(ISSUEDPRINCIPALS)
(WORK)
(AUTHENTICATEDDATA)

</BODY>
(SIGNATURE)

</XrML>

〈그림 14〉전형적인 XrML 문서 구조

저작권 기술에 필요한 사항을 XrML 문서 

에서 나타내고 있다.〈BODY〉이내에 기록되 

는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SIGNATURE)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XrML문서 

는 콘텐츠 가공에 필요한 Context 정보를 기 

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XrML 

문서 내에〈PrivacyContext〉엘리먼트를 추가 

하여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Context 정보에 

대해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XrML 스키마는〈그림 15〉와 같다.

<XrML>
<BODY>

(ISSUED)
(TIME)
(DESCRIPTOR)
(ISSUER)
(ISSUEDPRINCIPALS)
CV^ORK)
(AUTHENTICATEDDATA)
OPRIVACYCONTEXT)

</BODY>
(SIGNATURE)

</0<ryL>

〈그림 15> 변형된 XrML 문서 구조

(3)SOAP를 통한 라이센스 및

Context 전달

XrML 라이센스를 포함한 SOAP메시지는 

〈그림 16〉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SOAP메

〈그림 16> 라이센스가 포함된 S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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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내에 XrML 라이센스와 함께 사용자의 

Privacy Context가 첨부된 것을 알 수 있 

다. [13] SOAP에 Context를 첨부하는 과정은 

Context Handler 내의 SOAP Controller에서 

이루어진다.

라이센스가 포함된 XML문서는〈그림 17〉 

과 같다. XrML라이센스는 SOAP Header내

에 포함되며 이러한 라이센스 정보를 통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아래는 토큰을 포 

함한 라이센스를 SOAP Header 내에 첨부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⑻

<S；Envelope
<S：Header>

〈国參w죥:S卽】登5淳 慾mh密:挣秘窖

< xrml: Hcs nse xml ns
!让河,兴1眼"았葺蠶：3쟍0・技弟:：叮 □ken-8f$7526317>

<P 써發簽。笋 C□數t e xt> 
<Lacation>

<address keyName^Xity" keyValue^^40M> 
KB™-235m7348 동矽口uK/褰dd芝矜忌勺》

</Location>
<Client>

< D 多药£彩가 玲 f 琪H坎〉PD A 位学牡忠D 磁f 藻〉

<Hardware>
< 恣法援 giw怎〉3 2 0 袤2 0 0〈/Sc? 玲矽賢몬3 気惡》

<IsCd1o K為 p 차》比>¥¥ 호〈/MCfHsC'我 卩삺」핝〉 

<；41ardware>
</Client>

< /P riva cyCo nt ext>
</xrmLlicense>
<ds：Signature xrf山項:dk

<ds：Key!nf o>
<wsse-3ecurityTokenReference>

<wsse'Reference URIurn：Securit^zToken™ef375268t, 
技 mJhjk：&젽 fT ype=!ixrmPEcense'< 
芯 m 0$ ；為:mtt c* k： />

〈그림 17> XrML 라이센스가 포함된 XML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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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4.1. PADRM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PADRM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Context-Aware 환경에 대한 

고려

전통적으로 DRM 시스템 구조는 비교적 

정적인 요구사항을 가정한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제 어 결정은 사용자의 Context에 따라 변 

화하거나 환경조건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Contex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Context를 고려한 동적 인 구조는 사용자의 상 

황에 따른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PADRM에서는 사용자의 Context를 클라 

이 언트의 Aggregator에서 수집하고 DRM 서 

버의 Context Collector로 전달한다. PADRM 

에서의 Context의 전달 과정이〈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2)익명성 보장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 

가 적절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공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이 

어질 수 있다. PADRM시스템은 OTP를 이 

용하여 사용자 개 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 

태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익명 

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필립스 

연구소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개선한 일회용 

패스워드 방식의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일회 

용 패스워드는 한 번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서 먼저 사용자에 대 

한 라이센스 발급 절차와 함께 사용자의 콘텐 

〈그림 18〉PADRM의 Context 전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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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접근 시 인증하고 라이센스를 확인할수 있 

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래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익명을 고려한 라이센스 발급

라이센스 발급은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익명 아이디와 라이센스 토큰인 OTP를 

확립하는 단계 이다. 발급 절차는〈그림 19〉와 

같다.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SEED를 생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라이센스 토큰으로 사용될 수 

있는 OTP를 생성한다. 한편, DRM 서버는 

적절한 임의의 숫자를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생성된 OTP와 Random Number에 대 

한 해쉬 연산을 거침으로써 사용자 익명 아이 

디를 발급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익명 아이디 

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지불 시스템은 

정당한 금액의 지불 확인 후 콘텐츠 제공자에 

게 해당 익명 아이디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 

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 

용자의 SEED 및 DRM 서버의 Random 

Number는 노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음 인증 과정에서 SEED를 제시하면 사용 

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익명을 고려한 인증

인증 단계는 사용자가 DRM 서버에 자신 

의 식별자와 함께 라이센스를 전달하여 사용 

자를 인증하고 콘텐츠의 접근 권한을 확인하 

는 단계이다. 인증 알고리즘은〈그림 20〉과 

같다.

사용자 클라이 언트는 라이센스 발급 과정에 

서 부여받은 익명 아이디를 DRM 서버에 전 

달한다. 또한, OTP 발급에 사용되었던 SEED 

와 함께 사용자의 Identity와 SEED에 대한 

Hash 연산의 출력을 DRM 서버에 전달한다. 

DRM 서버는 앞서 저장된 OTP와 현재의 인 

자들의 연산을 비교하여 같은지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사용자가 인증되면 새로운 OTP를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사용자의 Identity는 

노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익명을 유 

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DRM 서버에게 본인

〈그림 19> OTP와 익명 아이디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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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사용자 인증 절차

의 Context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Dynamic한 콘텐츠 접근

한 번의 라이센스 취득 후 유효기간동안 사 

용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여도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콘텐 

츠 제공자는 다양하게 접근하는 사용자를 식 

별할수 있어 야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와 같은 별도의 저장 장치만 소지하고 있 

으면 언제 어디서든 라이센스를 취득한 콘텐 

츠에 접근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의 라이센 

스 취득 방법은 시간과 공간 및 장비에 대한 

제약 없이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고 라이 

센스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 

제 어디서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고려해 야 할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콘텐츠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 

공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제공은 사 

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콘텐 

츠의 제공 방법은 사용자의 신원이나 현재 위 

치, 시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제안 

한 아키텍쳐는 사용자의 Context에 대하여 고 

려하고 있다. 콘텐츠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정보의 흐름은〈그림 

21〉과 같다.

I
Contents 
Provider

Privacy Context

Contents

User

〈그림 21〉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① Privacy Context

Privacy Context는 사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노출시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이 있는 Context 이다. 따라서 Privacy Context 
에는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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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 

본적으로 사용자의 Context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 

츠의 종류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 

에게 맞게 가공된 콘텐츠의 전달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Context가 필수적 이다.

② Contents

콘텐츠는 사용자의 Context에 따라 현재 상 

황에 맞게 적절히 가공된다. 예를 들어, 콘텐 

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장치가 

데스크톱 PC인가 PD A인가에 따라서 서비스 

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청 

소년일 경우와 성인일 경우에 영화의 중간 부 

분이 삭제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렇게 사용자의 Context 정보 제공 이후 사용 

자의 취향이나 상황 및 장치에 맞게 가공된 

콘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다.

2)콘텐츠의 가공

콘텐츠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가공되어 

야 하며 사용자의 Context가 요구된다. 원본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자의 Context에 따라 가 

공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게 가공된 디 

지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 

한 사유에 의해 엑세스가 거부될 경우는 거부 

메시지를 받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공개 

여부는 Policy DB에 의해 이루어진다. 디지 

털 콘텐츠가 가공되는 과정을 간단히 표시하 

면〈그림 22〉와 같다.

3) 콘텐츠에 요구되는 Context 정 

보의 표현 [12]

콘텐츠 제 공에 필요한 Context 정보의 요청 

은 2가지 타입 이 존재한다.

• mandatory :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 

로 필요한 데 이터

- optional : 데 이터를 선택적으로 제공 

할수있음

Contents1

Ireatment

Access \
Granted 丿

〈그림 22> 콘텐츠의 가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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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정보에 대한 기술은 DAML-S 언 

어를 사용한다. DAML-S는 웹서비스의 프레 

임워크를 확장하여 시맨틱 웹 기반의 기술을 

적용하고 웹서비스를 기술할 수 있으며, 에 이 

전트 기술을 중개에 활용할 수 있다. DAML- 

S는 시맨틱 웹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적인 컴포넌트로 DARPA에 의해 개발된 

DAML + OIL기반의 서비스 기술을 위한 온 

톨로지 언어 이다. DAML-S는 SOAP, WSDL 

과 같은 산업계 표준들의 상위 수준에 구축되 

어 웹서비스의 탐색, 요청, 상호운용, 합성, 검 

증 통제 등을 담당할 수 있으며 에 이전트의 

추론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서비스 

의 자동화된 상호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⑸ 

제안한 아키텍쳐에서 특정 디지털 콘텐츠 

에 필요한 Privacy Context 정보 기술에 

DAML-S가 사용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Context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웹서비스는 일종의 웹 자원이다. 그러나 

DAML-S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구조를 정 

의한다. Context는 의미를 가진 정보의 집합 

이다. 따라서 Context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 

는데 DAML-S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Dynamic DRM 
서비스 제공

Context의 의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으 

므로 콘텐츠 제공자에 게 필요한 Context만을 

검색, 추론하고 이를 콘텐至 제공자에 적절하 

게 재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콘텐至를 적응적 

(Adaptive), 적시적(Just-in-Time)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 

시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Context는 원 

천적£로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라이버 

시 문제를 고려한 Dynamic DRM 시스템 구 

축이 가능하다.

③ 웹서비스와 상호 보완적 인 사용이 가능 

하다. [5]

DAML-S는 웹서비스의 WSDL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DAML-S는 

DAML + OIL 클래스에 정의된 데이터 형식 

과 XML스키마의 데 이터형식을 사용할 수 

있어 WSDL의 데이터 형식 메커니즘을 확장 

한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WSDL과 독립적 

으로 사용하고 SOAP에 함께 Binding할 수 

있다 또한〈그림 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언어는 같은 공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정의되 

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D AML-S를 통한 Context 엘리먼트 요청 에 

대한 기술방법은〈그림 24〉와 같다.[12]

〈그림 23〉DAML-S와 WSDL°|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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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Property〉

〈그림 24〉DAML-S를 통한 데이터 엘리먼트 요청 기술

(3) 콘텐츠의 기밀성 유지

콘텐츠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배포되어야 

한다. 콘텐츠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전송 

과정에서 Sniffing 되어질 수 있다. 제안한 시 

스템은 세션마다 암호 키가 변화하므로 콘텐 

츠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디지 

털 콘텐츠는 암호화 된 형태로 제공된다.

C = E(C,R,S)

여기에서 C '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의미한 

다. 日은 콘텐츠 제공자가 생성한 임의의 숫자 

이며 S는 라이센스가 발급된 이후로부터 진 

행된 순차적인 수열 가운데 하나이다. 키의 

생성은 임의의 숫자와 함께 Sequence Number 

를 합산하여 생성한다.

따라서, 콘탠츠에 대한 암호화 방법은 아래 

와 같다.

Encrypt( Contents)K, K = R + S

암호화 알고리즘은 DES를 사용한다. 디지털 

콘텐츠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R과 S의 합이다

한편, 복호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C = D(C',R,S)

C는 원본 콘텐츠를 의미한다. 클라이언트 

는 콘텐츠 전송 과정에서 임의의 숫자를 서버 

로부터 발급받게 되며 해당 Sequence Number 
를 합산하여 키를 생성할 수 있다. 암호화된 

콘텐츠를 이러한 키로 복호화하면 원본 디지 

털 콘텐츠를 생성할수 있다.

여기서 임의의 숫자는 매 세션마다 변화하 

며 Sequence Number는 세션마다 1씩 증가한 

다. 따라서 암호화에 쓰이는 키는 수시로 변 

화하며 설사 악의를 가진자가 암호화 키를 중 

간에 가로챈다고 하더 라도 키 값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다.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복호화 절차는〈 

그림 26〉과 같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웹서비스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는 각각 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값 

을 통하여 암호화 키를 생성할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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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N탾(R)

Contents Encry 여ed
Contents (C) 타A Contents (C‘)

시 grsithm
I j

Sequence (S)

〈그림 25> 암호화 알고리즘

(RANHSEQ)

Digital 
Contents

(RAN，+SEQ)

Contents 

Piayer

〈그림 26〉키 생성 및 콘텐츠 전달

부정한 사용자가 콘텐츠 웹서비스에 접근하 

는 경우는 RAN' 값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콘 

텐츠에 대한 복호화를 할 수 없다.

4.2.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비교

D ynamic한 D RM의 요구사항에 따라 요약 

한 결과가〈표 2〉에 나타나 있다.

HKUST와 Philips 시스템에서는 Context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DR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다. PADRM은 각 클라이언트, DRM 서버, 

콘텐츠 제공자의 환경에 Context에 대한 처 

리 모듈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Context를 서비스 제공 환경에 반영할 수 있 

다. 한편, HKUST에서는 익명성에 관하여 언 

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익명에 따른 사용 

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Philips 시 

스템에서는 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발급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Philips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요청과 

응답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웹서 

비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웹 

서비스 환경에 적절한 파라미터 교환 방법이 

필요하다. PADRM에서는 웹서비스 환경에 

서 사용자의 라이센스 발급과 인증을 익명으 

로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통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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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구사항에 따른 비교

Context 
환경 고려

익명성 보장
D ynarrdc 

콘텐츠 접근

콘텐츠 

기밀성 유지

HKUST X X X O

Philips X O X X
PAD RM o O O O

* X : 고려하지 않음

* 0 : 고려하고 있음

HKUST와 Philips는 Context-Aware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되지 않았으卫로 Dynamic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 PAD RM에서는 구 

체적으로 Context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 

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HKUST오I Philips에서는 콘텐츠 암호화에 필 

요한 키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PADRM은 인증 단 

계의 각 파라미터의 전송 과정에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키를 생성할 수 있다.

4.3. 안전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알려진 공격 기법을 중심으로 

제안한 아키텍쳐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1) Sniffing/Replay 공격

Philips 시스템은 사용자 권리 (UR)의 전달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식별자가 되는 공개 

키 (PK)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UR = {c_id,H(PKllRAN),RAN)}signCP

이러한 방법으로 PK를 임의의 숫자 RAN 

을 통하여 해쉬함수를 거침으로 UR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PK는 직 

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으며 전송 과정의 모 

든 값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일방향 함수의 

특성상 PK를 계산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전달되는 

H(PK||RAN)과 RAN값이 악의를 가진 자에 

게 노출될 경우, 공격자는 다음 로그인 시에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UR을 취득하고 콘 

텐츠에 대한 부정 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간에 전달되는 인자 

값에 대한 Sniffing 공격의 경우 사용자 고유 

의 식별자인 PK에 대한 보호만 가능하며 사 

용자의 권리인 UR은 보호할 수 없다.

제안한 방법은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해결한다. 최초 라이센스 발급시 사용 

자는 DRM 서버에게 콘텐츠의 식별자인 cjd 

오卜 힘께 H(H(PK)see미|SEED)를 OTP로 전 

송한다. DRM 서버는 OTP오卜 적절한 랜덤 숫 

자에 대한 해쉬값을 TID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후에 사용자는 TID 를 통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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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부터 인증받고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리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증 과정에 

서 OTP를 새롭게 생성하며 TID 의 값은 새 

로운 OTP에 따라 변경된다. 따라서 한 번 사 

용된 TLD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PADRM 시스템은 사용자와 DRM 서버 

간 전달되는 값에 대한 Sniffing/Replay 공격 

으로부터 안전하다.

(2) 서버 침해 공격

Philips 시스템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사용 

자의 권리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 

자값을 고려한다.

UR = {c„id,H(PKHRAN),RAN)}signCP

콘 텐 츠 제 공 자 가 RAN으 로 부 터 

H(PK||RAN)를 검증하고, c_id값에 대하여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서는 사용자의 PK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콘 

텐츠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 인 식 별 정 보를 저 

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콘텐츠 제 

공자가 서버 침해 공격을 당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용자가 전송 

한 H(PK)seed 값과 SEED 값을 통하여 저 

장된 OTP값을 연산할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 서버에는 

OTP와 TID 만 저장되어 있으며 이 값은 매 

인증마다 변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3) 무작위 대입 공격

Philips 시스템에서는 H(PKllRAN) 값과 

RAN 값이 노출되었을 경우, 오프라인 상에 

서 무작위 대입을 통하여 PK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한편, PADRM 시스템에서는 최초 

라이센스 발급 단계에서 노출될수 있는 값은 

OTR와 TID 이다. 따라서 , PK와 SEED를 동 

시에 유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Philips 

시스템에서 PK에 대한 무작위 대입 공격에 

걸리는 시간이 E(P)일 경우로 가정해 보면, 

PADRM 시스템에서는 PK에 대한 무작위 

대입 공격 시간이 E(P)으로 상대적으로 안 

전한 편이다.

〈표 3> 안정성 분석 결과 요약

Snifiing 공격 Replay 공격 시叫 침헤 " 무작위 대입 공격

X1IKUST X \

Philips X X △ X

PADRM o o O △

* X : 안전하지 않음

* △ : 상대적으로 안전함

米 o :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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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HKUST의 시스템에서는 보안 문제에 관 

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 인 정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한 

편, Philips 시스템은 가로채기 및 재연 공격 

에 취약함을 보이며, 서버 침해 공격에서 개 

인 식별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무작위 

대입 공격은 PADRM시스템이 Philips 시스 

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5.결론

인터넷의 발전은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디지털화 

된 자료는 보관과전달이 용이하며 정보의 전 

달이 손쉬우므로 편리하나, 정보 융합 및 복 

제의 용이성과 함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달 

성, 통제의 곤란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는 DRM시스템이 필 

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DRM 시스템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계가 있다. DRM에서 

의 프라이버시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대부분의 방법들은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⑹ [7] [9] 또한 향후 보급될 차세대 기술 

인 웹서비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유비쿼터 

스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따라 HKUST 

의 Sai Ho Kwok은 워터마크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웹서비스 DRM 시스템을 제안하여 워 

터마킹 기법을 구체적으로 웹서비스에 적용 

하였다.[2] 그러나 HKUST가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웹서비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황 

(Context)변화에 적응적(Adaptive)으로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Context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한편,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에서는 신 

원 기반의 DRM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하고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대책을 제안하 

였다.[1]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기기간 전달되는 인증 정보가 노출될 경우 

Sniffing/Replay 공격 이 가능하여 부정 한 사 

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의 이용 

자와 콘텐츠 재생 장치, 콘텐츠 제공자의 3가 

지의 영 역에서 사용자의 PK에 대한 보호 중 

심으로 제안하고 있어 웹서비스와 같은 환경 

에 실제로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유 

비쿼터스 웹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Privacy-Aware DRM 아키텍 

쳐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아키텍쳐는 익명성 

을 보장한 상태에서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를 취득할 수 있다. 웹서비스는 근본적으로 

SOAP 메시지의 교환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 

공된다. 본 논문에서는 OTP 메커니즘을 기반 

으로 사용자에 대한 익명성과 함께 

Sniffing/Replay Attack에 안전하게 라이센스 

정보를 획득하고 SOAP 메시지상에 라이센스 

와 Context 정보를 포함하여 콘텐츠 제공자 

가 적응적 (Adaptive) 이고 적시적 (Just-in- 

Time)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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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DRM 기술과 개 인정보보호는 항상 쟁점에 

서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프라 

이 버시를 보호하면서 디지털 저 작권에 대 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진행 될 유비 쿼터 

스 시대에 적합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가 

공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PADRM에 구체적으로 

Privacy Ontology# 고려하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 실제 PADRM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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