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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동 에 모바일 단말기를 통하여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 로 모바일 IPTV에서 이동성

(mobility)은 매우 요한 요소이면서 보안에 있어서는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 로 모바일 IPTV의 안 한 서비스를 하여 핸드오버 이외에 제한수신 시스템도 내부에 이동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모바일 IPTV 서비스 이용 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다운로드형 제한수신 시스템(DCAS)을 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한 응 방법으로서 DCAS 호스

트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주소를 알리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을 용했을 때 사용자 인증 횟수가 

감소하여 효율성이 향상됨을 보 다. ,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요구 사항과의 비

교를 통하여 제안 방법을 용할 때 모바일 IPTV의 이동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보 다. 

 ■ 중심어 :∣모바일 IPTV∣이동성∣제한수신 시스템∣보안 요구 사항∣

Abstract
The mo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obile IPTV. However, mobility is highly 

vulnerable to eavesdropping and unauthorized access. Generally mobility of mobile services is 

based on handover techniques. But we showed that mobile IPTV must use other techniques to 

confirm mobility. In this paper, we analyzed security of wibro mobile IPTV from the viewpoint 

of mobility. We considered DCAS host must include new addresses of mobile devices. We 

analyzed total number of authentication for the proposed method. So we showed that proposed 

method was more efficient than wibro-mobile IPTV. We compared the security of our proposal 

to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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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로서 주목 받고 있는 

IPTV는 단방향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통신의 양방향성을 방송에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최근 IPTV의 상용화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PTV에 한 기술 연구 

 표 화 활동이 국내외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2][3]. 이동 에도 이동 단말기를 통하

여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IPTV에 

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재 다양한 

표 화 기구에서 모바일 IPTV에 한 기술 개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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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이 진행 에 있다[4][5].

단말의 성능이 떨어지는 모바일 IPTV에서의 기술 개

발은 IPTV와는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단말기의 성능 

 통신 역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바일 IPTV는 고

정형 IPTV에 비하여 침해 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

고 있으나, 구체 인 침해에 한 상 시나리오  분

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 구  인 모바일 

IPTV에 한 보안 요구사항에 한 분석도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모바일 IPTV에 한 보안 요구사항은 한

국정보통신기술 회(TTA)에서 지정되어 있으나[6], 

재 구  인 모바일 IPTV가 이 요구 사항에 하여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  연구도 정

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재 모바일 IPTV 

보안과 련하여 다운로드형 제한수신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으나, 제한수신 시스템의 개발에 이 맞추어

져 있어 이동성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재 와이 로를 이용하여 구 되고 

있는 모바일 IPTV에 한 침해 을 분석하고, 

에 한 응 방법으로서 모바일 IPTV의 이동성 기술

과는 별도로 서비스 보안 기술 내부에서 이동성을 포함

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사용자 인증 횟수를 비교하여 

제안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 와이 로 모바일 

IPTV의 기술이 TTA의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정

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모바일 IPTV의 개요, 3장 이동성

과 련된 보안 , 4장 이동성 문제에 한 응 방

법 제안, 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II. 모바일 IPTV

모바일 IPTV란 IPTV의 장 과 모바일 TV의 장

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무선 구간에서 언

제 어디서나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 상으로 하고 있는 와이 로 모

바일 IPTV의 모델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7]. 모바일 

IPTV의 보안 요구사항은 서비스 보안, 콘텐츠 보안, 단

그림 1. 와이브로를 이용한 모바일 IPTV의 구성도[7]

말 보안, 가입자 보안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TTA

의 표  문서에서 이들 보안 요구 사항을 ITU-T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 요구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기술하

고 있다[6]. 모바일 IPTV의 보안 요구 사항  사용자

에게 콘텐츠를 안 하게 달하기 한 서비스 보안 기

술로서 제한수신 시스템(CAS)과 수신된 콘텐츠의 

리를 한 콘텐츠 보안 기술인 DRM, 모바일 IPTV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동성(Mobility)과 련된 보안 기

술이 있다.

1. 제한수신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CAS)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제한수신 시스템은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를 유선이나 

성, 인터넷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보내고, 시청료를 지

불한 수신자에게만 암호를 복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유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제한수신 시스

템 주요 기능은 스크램블링/디스크램블링(srcambling 

/descrambling) 기능, 자격제어(Entitlement Control) 

기능, 자격 리(Entitlement Management) 기능으로 나

 수 있다[8-10].

제한수신 시스템  모바일 IPTV에 용하기 합한 

기술로서 다운로드형 제한수신 시스템(Downloadable 

CAS; DCAS)이 있다[11-14]. DCAS는 셋탑 박스에 제

한수신 모듈(CAS)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수신을 제어하는 기능을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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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는 것을 말하며, 소 트웨어로만 구 될 수 있으

므로 모바일 IPTV에 합하다. [그림 3]은 DCAS 구성

도이다. 

DRM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디지털 콘텐

츠의 사용 권한을 지속 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서 

작권 보호 기술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텐츠의 

배포 리, 워터 마킹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리 기술

까지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미리 DRM을 용한 후 콘

텐츠를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콘텐츠가 제

공되는 방송 서비스에는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주문형 방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 제한수신 시스템의 모델

그림 3. DCAS 구성도

2. 이동성(Mobility)
무선망과 인터넷이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

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기 되는 

와이 로 표 은 시속 60Km 이하의 이동성을 지원하

며 실내외에서 끊김없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15]. 와이 로에서 이동시 네

트워크 서 넷이 다른 새로운 제어국(ACR, Access 

Control Router)으로 단말이 이동하면 재 통신 인 

세션(Session)을 유지하기 하여 IP 계층의 이동성 지

원 로토콜을 수행해야 한다. IETF의 NetLMM 

(Netwrok-based Localized mobility Management) 

WG에서 표 화를 시작한 록시 이동 IPv6(Proxy 

Mobile IPv6: PMIPv6)[16] 기술은 IPv6 이동성을 하

여 단말에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치

한 라우터들이 단말 신 IPv6 이동성을 리해 주는 

로토콜이다. IPv6를 탑재한 단말이 와이 로 망에서 

서 넷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핸드오버 지연 시간

을 최소화하기 한 핸드오버 메커니즘이 많이 제안되

어 있다[17-19]. [그림 4]는 PMIPv6의 기등록 차 

 핸드오버 차를 나타낸다. 이 핸드오버 차에 의

하여 인증 받지 못한 이용자가 무단으로 와이 로를 이

용하기는 어렵다.

III. 이동성과 관련된 보안 위협

그림 4. 와이브로에서 PMIPv6의 핸드오버 절차

모바일 IPTV 서비스에 한 보안 으로서는 와이

로에 한 공격과 제한수신 시스템  DRM에 한 

공격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 로 가입자이지만 모

바일 IPTV 서비스 비가입자에 의한 침해를 심으로 

다룬다. 고정형 IPTV  이블 방송에서는 제한수신 

시스템이 카드 형태의 보안 매체 내에 존재하므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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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으로부터 안 하다. 그러나, 모바일 IPTV에서

는 이동성을 한 핸드오버  이에 따른 지연 시간에 

의해 서비스, 콘텐츠  보안 모듈이 공격 받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IPTV에 한 

다양한 들 에서 IPTV 서비스가 진행 에 이용

자 단말이 이동하여 다른 네트워크에 속되는 핸드오

버가 일어나는 경우의 침해 에 하여 다룬다. 

1. 와이브로 모바일 IPTV 모델
본 논문의 모바일 IPTV는 [그림 1]의 와이 로 모바

일 IPTV 모델을 따르고, 이동성 지원을 하여 TTA에

서 표 으로 제정된 와이 로에서의 록시 모바일 

IPv6[13]를 채용하여 그 핸드오버 차를 따르고 있다

고 가정한다. , 안 한 와이 로 서비스를 하여 

EAP-TLS 기반의 와이 로 상호 인증 방법을 용하

고[20], 제한수신 시스템으로서 소 트웨어로만 구 되

는 DCAS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2 제한수신 시스템의 이동성 문제
2.1 제어 워드(CW)의 전송 문제
모바일 기기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면 와이 로 

핸드오버에 의해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받게 된다. 이

에 따라 데이터들도 해당 IP 주소로 송되게 되는데 

데이터와 함께 제한수신 시스템과 련된 제어 워드도 

새로운 주소로 송되어야 한다. 제한수신 시스템은 모

바일 기기로 주기 으로 제어워드(CW)를 송하게 되

는데 제한수신 시스템에 모바일 기기의 IP 주소에 한 

정보가 없으면 제어 워드를 올바른 주소로 송할 수 

없고, 제어 워드가 없으면 스크램블링된 방송 데이터를 

디스크램블링 할 수 없다. 디스크램블링되지 않으면 서

비스 가입자는 방송을 재생하여 볼 수 없으므로, 방송 

서비스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 기

기에 새 IP주소가 할당되면 이 주소를 제한수신 호스트

에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2.2 제한수신 모듈의 다운로드 문제
다운로드형 제한수신 시스템은 보안 이 더욱 심

각할 수 있다. 제한수신 모듈  키 리, 사용자 인증

을 소 트웨어로 구 하는 DCAS을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제한수신 호

스트가 이용자의 IP주소를 보 하고 있을 경우에도 

DCAS를 사용할 경우 악의 인 사용자가 와이 로의 

핸드오버 지연 시간 동안에 직 의 IP 주소를 입수하여 

DCAS 호스트에 제한수신 모듈의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시 은 핸드오버가 발생하기 에 모바일 

기기에 한 디바이스 인증  모바일 IPTV 서비스에 

한 사용자 인증이 모두 끝난 상태이므로 부가 인 인

증 없이 공격자의 기기에 제한수신 모듈이 다운로드 되

고, 콘텐츠가 송되며, 제어 워드가 송된다.  악의

인 사용자가 서비스 키의 재 송을 요청하면 DCAS 

호스트는 서비스 키를 송하게 되고, 이후 악의 인 

사용자는 핸드오버가 종료되어 정당한 사용자의 새로

운 IP주소가 DCAS 호스트에 해질 때까지 제한수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6)번 차 이후에 

정당한 사용자는 변경된 CAS 모듈과 서비스 키를 가지

고 있지 않으므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고, 다시 인증 

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의 단 을 가

져오므로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림 5. 제한 수신 모듈의 다운로드 취약점

IV. 이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제안

1. 이동시의 DCAS 다운로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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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와이브로 모바일 IPTV의 이동성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법

3장에서 와이 로 모바일 IPTV에 한 문제 으로 

IPTV의 이동성과 련된 문제를 지 하 다. 재 와

이 로 모바일 IPTV 모델에서는 DCAS 호스트가 모바

일 IP주소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으나, IP

주소에 한 내용을 보 하고,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응이 가능하도록 제한수신 모듈 는 제한수신 

호스트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그림 6]에서 나타내었다. 사용자가 모바일 

IPTV를 시청하면서 필요에 의해 DCAS 모듈을 다운로

드하기 한 차에 사용되는 함수  인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 Request() : 요청

- Auth() : 인증

- Send() : 송

- Download() : 다운로드

- IDpss : 사용자 디바이스의 ID, 시리얼 번호

3장에서 지 한 모바일 IPTV의 이동성과 련된 취

약 에 하여 아래의 차로 응할 수 있다.

(1) 사용자 디바이스는 RAS에 핸드오버 요청한다.

(2) [그림 4]의 핸드오버 처리 차에 의해 핸드오버 

처리 후, DCAS 호스트에 디바이스의 새로운 주

소를 포함한 PBA를 송하고, DCAS 호스트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새 주소를 기록한다.

(3) 사용자 디바이스가 DCAS 호스트에게 새로운 

DCAS 모듈 다운로드를 요청한다.

(4) DCAS 호스트와 사용자 디바이스 사이에서 디바

이스 인증 수행 후 DCAS 호스트는 DCAS 서버

에 CAS 모듈 다운로드 요청하여 CAS 모듈 획득

한다.

(5) DCAS 호스트는 CAS 모듈을 사용자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한다.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마다 DCAS 호스트에서 사용자 

디바이스의 주소가 변경되므로, 주기 으로 송되는 

제어워드가 올바르게 송되어 항상 디스크램블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제어 워드의 송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한수신 모듈의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는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마다 이  주소로의 정보 

송을 지하고, 이미 인증된 사용자에 해서도 제한수

신 모듈의 다운로드  변경 시에는 디바이스 인증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도록 시스템을 구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모든 정보  보안 모듈이 소 트웨어 다운

로드 형태로 구성되는 DCAS에서 콘텐츠 이용 도  사

용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성을 해하므

로 제한수신 모듈 다운로드 시에 디바이스 인증만 수행

할 것을 제안하 다. 바꾸어 말하면 제어 워드 송 문

제  제한수신 모듈의 다운로드 문제는 모두 이동성과 

련된 문제이면서 핸드오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DCAS 호스트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변경된 주소를 알

려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악의 인 간자

가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 련 정보를 입수하여도 사용

자와 같은 주소를 획득하지 않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IPTV에 한 다양한 공격에 응

할 수 있다.

2. 효율성 평가
와이 로 모바일 IPTV와 1 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한 모바일 IPTV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사용자 

인증의 횟수를 비교하기로 한다. 사용자 인증이란 사용

자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자가 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말하며, 처리 과정에서 많

은 시간  연산을 필요로 하여 체 인 성능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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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일정시간 동안 n회의 핸드오

버가 발생하고, 사용자는 제한 수신 모듈을 k회 다운로

드 요청한다고 두자. , 제한 수신 모듈의 다운로드는 

자주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 라고 가정한다. 

와이 로 모바일 IPTV에서 공격자는 핸드오버가 발

생할 때마다 제한 수신 모듈의 다운로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기 해서는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일정 시간동안 

수행되는 총 사용자 인증의 횟수를 N1이라 두면 N1은 

최 의 서비스 이용 시의 사용자 인증을 포함하여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이에 하여 제안한 방식에서는 제한 수신 모듈을 다

운로드할 때에만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므로 사용자 인

증 횟수 N2는

   

로 된다. 디바이스 인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1회의 사

용자 인증과 k회의 디바이스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이므로 같은 정도의 안 성을 확보하는 데 

제안 방식이 더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안 방법과 보안 요구 사항의 비교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하여 한국정보통신기

술 회(TTA)에서 제시한 모바일 IPTV의 보안 요구사

항[6]과 비교하기로 한다. TTA는 보안 기술을 보안 일

반, 서비스 보안, 콘텐츠 보안, 단말 보안, 가입자 보안

으로 분류하고 총 14개 항목의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표 1]은 TTA의 보안 요구 사항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을 REQ1부터 REQ14로 표시하

고 와이 로 모바일 IPTV와 제안 방법을 용한 모바

일 IPTV가 TTA의 보안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지원하

고 있는지 [표 2]에 나타내었다. 

보안 분류 번호 내  용

보안 일반
REQ1 보안기술은 모바일 IPTV환경에서 효율적이어야 

함.

REQ2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콘텐츠가 불법 유출되어서
는 안됨

서비스 보안

REQ3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어는 이동성을 지원해야 함.

REQ4 접근제어 모듈은 device mobility를 고려한 안전
한 변경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함.

REQ5 서비스에 대한 보안레벨의 변경이 가능해야 함.

REQ6 트랜스코딩이 발생하는 중간 경로에서 서비스의 
불법적인 사용/전달/삽입을 방지해야 함.

REQ7
서비스 중간 경로에 설치된 악의적인 액세스 장치
가 사용자의 서비스 자격 관련 데이터의 가로채기/
변조/삭제/부정생성 등을 방지해야 함.

콘텐츠 보안

REQ8 콘텐츠 복사방지, 재분배 관리 기능은 이동성을 지
원해야 함.

REQ9 콘텐츠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usage rule 및 보
안 기능 적용을 지원해야 함.

REQ10 단말에 대해 불법 콘텐츠 추적이 가능해야 함.

REQ11 트랜스코딩이 발생하는 중간 경로에서 콘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전달/삽입을 방지해야 함.

REQ12
서비스 중간 경로에 설치된 악의적인 액세스 장치
가 사용자의 콘텐츠 및 메타데이터의 가로채기/변
조/삭제/부정생성 등을 방지해야 함.

단말 보안 REQ13 사용자/단말 이동성 보장을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
어 다운로드 및 관리를 지원해야 함.

가입자 보안 REQ14 서비스제공자는 이동성을 가지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가능해야 함.

표 1. TTA의 모바일IPTV 보안요구사항

 

보안 분류 번호 련 기술 WiBro-IPTV
제안방법 
용IPTV

보안 일반
REQ1 - ○ ○
REQ2 암호 및인증 ○ ○

서비스 보안

REQ3 제한수신시스템 × ○
REQ4 제한수신시스템 × ○

REQ5 제한수신시스템,
트랜스코딩 × ×

REQ6 트랜스코딩 × ×

REQ7 제한수신시스템,
암호/인증 × ○

콘텐츠 보안

REQ8 DRM × ×
REQ9 트랜스코딩 × ×
REQ10 추적기술 × ×
REQ11 트랜스코딩 × ×

REQ12 제한수신시스템,
암호/인증 × ○

단말 보안 REQ13 다운로드 △ △
가입자 보안 REQ14 사용자 인증 ○ ○

표 2. TTA 보안 요구 사항과 와이브로 모바일 IPTV, 제안
방법을 이용한 모바일 IPTV의 보안 기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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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은 지원됨을, “×”는 지원되지 않음을, 

“△”은 부분 으로 지원됨을 의미한다. [표 2]에서 

REQ3, REQ4, REQ7, REQ12는 이동성과 련된 사항

이고, 그  REQ4, REA7, REQ12처럼 와이 로 모바일 

IPTV에서 지원되지 못했던 보안 요구 사항이 제안 방

식을 이용하여 지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에서 와이 로 모바일 IPTV와 제안 방법을 이용한 

IPTV에서 모두 “×”로 표시된 것은 REQ5, REQ6, 

REQ8, REQ9, REQ10, REQ11이다. 이  REQ5, REQ6, 

REQ9, REQ11은 트랜스코딩[21]과 련된 내용으로서 

향후 모바일 IPTV 구 에 있어서 집 으로 연구되

어야 할 분야임을 내포하고 있다.

IV. 결 론

IPTV의 발   사용자 요구에 의해 모바일 IPTV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한 많은 연구와 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 으로 모바일 IPTV 에 있어

서의 보안 요구 사항은 서비스 보호  콘텐츠 보호라

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형 IPTV와 동일하나 구 에 

있어서는 이들 보호 기술이 이동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면이 다른 부분이다. 재까지 개발되어 공개되고 있는 

IPTV 보안 기술, 특히 제한수신 시스템은 이동성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 로 

모바일 IPTV에서 특히 이동성과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으로서 제어 워드의 송문제와 핸드오

버 지연 시간 동안의 을 지 하고 이에 한 응 

방안으로서 이동성과 련된 내용을 제한수신 시스템 

내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같은 정도의 보안성

을 제로 하 을 때 요구되는 사용자 인증의 횟수를 

비교하여 제안 방법이 와이 로 모바일 IPTV보다 효

율 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핸드오버가 발생할 때마

다 핸드오버 처리 이외에 새 주소를 DCAS 호스트에 

송하는 처리가 필요하므로 이로 인해 콘텐츠의 끊김 

상이 더욱 자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에 

한 응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와이 로 모바일 IPTV의 보안 기술과 제안 방법을 

용한 모바일 IPTV의 보안 기술이 TTA의 모바일 

IPTV 보안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제안 방법을 용하 을 경우 이동성에 한 

보안이 더 향상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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