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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에서 용하고 있는 문서보안 DRM 시스템에서 상이한 라이센스 정책을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기반의 DRM Client 간에 컨텐츠를 공유하기 해서는 DRM 기술에 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 DRM 기술들이 시장에 공존하는 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DRM Client 간의 호환이 어려워 다양

한 기술이 용된 DRM Client가 사용자 라이센스 정보를 교환하여 컨텐츠를 공유하기란 어려운 일이

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공인 인증 방식과 라이센스 공유 방식을 통해 DRM Client간 컨텐츠를 호환

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1. 서론

  컨텐츠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유통 환경이 

발달됨에 따라 컨텐츠 작권자의 권익을 사용자로

부터 보호하기 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컨텐츠 유통시장에서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아울러 DRM 기술을 보유한 여러 

업체들 사이의 기술 표 화와 상호 호환성 문제가 

 다른 이슈가 되었고 각종 연구단체에서 표 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DRM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는 

기 )의 내부 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사

용자 인증을 통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문서보안 시

스템을 기업들이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문서보안 DRM 시장에서도 여러 업체들의 상이

한 기술들이 혼재함에 따라 표 화와 호환성 문제가 

두되고 있다.

  DRM 시스템에서 DRM Client(일명 DRM Agent)

는 DRM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의 암

호화된 형태와 함께 사용자의 컨텐츠에 한 권한을 

넘겨받아 그 권한에 따라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만약 이때 상이한 기술 기반의 2개 이상의 

DRM 클라이언트가 한 시스템에 존재하게 되면 

DRM Client 간에 사 에 약속된 라이센스 교환 정

책이 없는 한 각각의 DRM 서버로부터 다운받은 컨

텐츠를 공유하기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 한 공인 인증 방

식과 라이센스 공유 방식을 통해 DRM Client 간에 

컨텐츠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 2장에서 

DRM의 요소기술을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여러

DRM 간의 비호환성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문제 을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DRM Client 간 컨텐츠 공

유를 해 사용자 앙 인증 방식과 라이센스 정보

공유방식의 DRM 모델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DRM의 요소 기술

   일반 인 DRM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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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암호화 기술

  DRM은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달하

게 되고 사용자는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해서 

복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암호화 기술이란 컨텐츠 

 라이센스를 암호화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 으로 

칭 암호화 방식과 비 칭 암호화 방식이 있다.

2.2 키 리  분배 기술

  키 리  분배기술은 암호화한 키에 한 장 

 배포기술을 말한다. 키 리 방식은 앙서버에

서 리하는 방식과 키를 컨텐츠와 함께 송하여 

Client에서 리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키 분배 방식으로는 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이 

있으며 칭키 방식은 하나의 키 분배 서버를 통해 

모든 컨텐츠 거래의 키 분배가 이루어진다. 반면 공

개키 방식은 분산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에서 유

리하나 공개키 기반 구조 PKI(Public Key 

Infrastructure)가 필요하다[1].

2.3 권한표  기술

  컨텐츠의 사용을 해 부여된 사용권한  사용조

건에 한 정보단 를 라이센스라고 한다. 라이센스

는 XML로 인코딩된다. 표 인 라이센스 표  언

어에는 XrML[2](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이나 ODRL[3](Open Digital Rights 

Language), XMCL(eXtensible Media Commerce 

Language) 등과 같은 XML 기반의 언어들이 있다.

2.4 사용자 인증 기술

  사용자별로 구별되는 라이센스를 컨텐츠에 용하

기 해서는 사용자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사용자 인증 처리를 해 사용되는 기술은 

ID/Passwd, Digital Certificate, SSO(Single Sign 

On), 생체인식,  디바이스 인증 기술이 있다.

  DRM은 특정 인증 기술에 종속될 필요는 없지만 

용되는 응용 애 리 이션이나 도메인에 따라 상

이한 인증 기술을 사용하므로 다른 시스템의 인증체

계와의 연동이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

2.5 라이센스 송 방식

  라이센스 송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Forward-lock 방식은 컨텐츠 사용권한에 따른 통제

를 특별히 하지 않고 컨텐츠가 사용자에게 송된 

후 제 3의 디바이스로 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  

  Combined Delivery 방식은 암호화된 컨텐츠에 라

이센스가  포함되어 송되는 방식으로 사용권한에 

따른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Forward-lock 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높고 다양한 

사용권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컨텐츠 자체가 특정 사

용자에게 종속되어 암호화되므로 컨텐츠 유통 측면

에서는 한계가 있다.

  Separate Delivery 방식은 암호화된 컨텐츠와 라

이센스를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송

된 컨텐츠를 사용하는 시 에서 라이센스의 취득 유

무를 단하고 취득된 라이센스에 따라 컨텐츠 사용

을 통제하게 되므로 컨텐츠의 재배포를 통하는 경우

에도 원활한 보호  통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separate delivery 방식에 의한 모델을 제시한다.

  

3. DRM 간의 비호환성

  본 장에서는 DRM 시스템간의 비호환성에 따른 

상  문제 을 기술한다.

  하나의 사용자 디바이스에 서로 다른 DRM 기술

이 용된 DRM Client A, B가 공존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 

• 라이센스 교환  인식문제 : 두 Client간 사  

약속된 라이센스 교환 정책 는 호환 방안이 없을 

경우 라이센스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없고 라이센

스 표 방식이 다를 경우 인식도 불가능하다. 따라

서 DRM 서버 A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문서는 

Client A를 통해서만 라이센스를 송받아 복호화 

할 수 있으며 Client B에 의해서는 복호화 되어 질 

수 없다. 

• 사용자 인증문제 : 기존 DRM 시스템의 경우 

DRM 서버와 DRM Client가 한 을 이루어 서버와 

해당 Client간의 통신으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방

식이다. 이 경우 하나의 사용자 디바이스에 존재하

는 두 개의 Client가 서로 다른 인증방식을 사용하

게 되면 각 Client는 한 사람의 사용자를 서로 다른 

사용자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각 DRM Client는 

각각의 DRM 서버와의 별도 인증을 거쳐야 한다.

• 컨텐츠 사용상 문제 : DRM의 컨텐츠 보호라는 

기술 특성상 컨텐츠 사용을 한 Viewer 로그램

( 는 특정 application)이 실행되는 과정을 항상 

DRM Client가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하게 되므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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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DRM Client가 서로의 구동을 억제하는 상

황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Client로 사용

자 인증  문서 복호화를 하여 Client 서로 간의 

간섭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약 들은 컨텐츠의 자상거래에서와 마

찬가지로 기업의 문서보안 DRM 시스템에 있어서도 

향후 기업과 기업 간의 업무를 한 자문서의 

달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이란 측면과 문서의 원활한 

교환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해결되어야 하

는 과제이다.

4. 문서보안 DRM의 호환을 한 제안 모델

4.1 DRM 호환 모델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RM 호환 모델은 앞서 2

장에서 제시한 여러 기술 내용들 가운데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수한다. (표 1 참조) 그리고, 모든 시스

템의 특성을 결정짓기 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한다.

• 각 참여자는 PKI를 통한 기존의 공인 인증 방식

을 사용하여 인증된 공개키-개인키 과 공개키 인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 각 DRM 시스템은 상호 호환되는 권리표  언어

를 사용하여 라이센스를 표 하여 서로 인식이 가능

하다.

• 각 DRM 시스템은 컨텐츠 암호화시 동일 메커니

즘을 사용한다.

• 각 DRM 서버에서 생성되는 컨텐츠의 고유ID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와 같은 표  식별체

계에 의해 생성된 컨텐츠ID를 이용하여 Unique하게 

리된다. (컨텐츠 ID 부여 시스템을 별도로 두어 

컨텐츠 ID를 리하는 방법이 있다[5].)

표 1. 설계 모델의 사양 정의

내용 Specification
라이센스 송 방식 separate delivery 방식

키 분배 기술 PKI기반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

키 리 기술 앙 인증서버 공유

인증 방식 앙 서버 공인 인증 방식 

  에서 제시한 사항  가정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인 인증 방식과 라이센스 공유 방식을 

사용하는 DRM 시스템을 그림 1에서 나타낸다.  

DRM서버 A DRM서버 B

 DRM Client A  DRM Client B

 DRM CA

암호화된

컨텐츠

암호화된

컨텐츠

컨텐 츠ID+

라이센스

라이센스 라이센스

컨텐츠ID+

라이센스

컨텐 츠ID+

사용자ID

컨텐츠ID+

사용자ID

                 그림 1. DRM 모델 

  그림 1 DRM 모델의 동작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각각의 참여자는 DRM CA(Certificate Authority, 

공인인증센터)에 공개키를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

받는다. 

② DRM Client는 해당 DRM 서버로부터 암호화된 

컨텐츠를 다운로드한다.

③ DRM 서버는 해당 컨텐츠에 해 생성된 고유 

컨텐츠ID와 함께 라이센스를 DRM CA에 송한다.

④ 사용자의 컨텐츠 사용 시 에서 DRM Client는 

DRM CA에 해당 컨텐츠ID와 사용자ID를 보내고 라

이센스를 요청한다. 

⑤ DRM CA는 사용자에 한 인증을 거친후 라이

센스의 변경여부를 컨텐츠를 제공한 DRM 서버에게 

요청하여 확인 후 라이센스를 사용자에게 송한다.

⑥ DRM Client는 제공받은 라이센스로부터 컨텐츠

의 복호화 키를 추출하여 컨텐츠를 복호화한다.

4.2 라이센스 송 로토콜

  다음은 DRM의 호환 모델에 있어서 라이센스 공

유를 한 DRM CA와 Client 간의 라이센스 송 

로토콜을 살펴보기로 한다.

  DRM Client(C)는 DRM CA(A)에게 라이센스 

송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A는 C에게 라이센스( 

License)를 송한다. 로토콜에서 C와 A는 

Diffie-Hellman 방식으로 공유되는 세션키 K를 생

성한다.  

C A

rǁgCǁPKA(IDc)ǁContentIDǁCertC
 gAǁ{SigA(h(KǁrǁIDA)ǁLicenseǁContentIDǁCertA)}K

{SigC(LicenseǁIDcǁTS)}K

        그림 2. 라이센스 송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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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토콜(그림 2)이 시작되면 사용자는 난수 C를 

생성하여 세션키 설정용 임시 공개키 gC 를 계산하

고 세션키 생성에 사용할 난수 r과 사용자 ID(IDC) 

를 A의 공개키(A의 공개키 PKA와 ID IDA는 상호

인증을 통해 확인한 상태로 가정)로 암호화한 값 

PKA(IDC)를 해당 컨텐트의 ID(ContentID), CertC

와 함께 A에게 보낸다.

  A는 임의의 난수를 생성하여 세션키 설정용 임시 

공개키 gA 를 계산하여 C로부터 송받은 난수 r과 

C의 임시 공개키 g
C

를 이용하여 C와 공유하는 세션

키 K=h((gA)C||r)을 생성하고, K와 r, IDA 를 해쉬 

함수 h로 처리한 값과 License, ContentID, CertA

를 세션키 K로 암호화한 값을 g
A

와 함께 C에게 

송한다. (라이센스 변경 여부의 실시간 확인을 한 

DRM 서버와의 통신 로토콜은 생략한다.)

  C는 메시지를 복호화하여 License를 확인하고 

송받은 h(KǁrǁIDA)가 K, r, IDA를 해쉬 처리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A의 실체를 검증한다. 마지막

으로 수신한 라이센스(License)와 자신의 신원(IDC 

)을 타임스탬 (TS)와 같이 자서명하여 A에게 

송한다. 

  라이센스의 송이 성공하면 컨텐츠 복호화 키를 

생성할 수 있는 키 값을 추출하고 라이센스의 사용 

규칙에 따라 컨텐츠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면 사용자에 한 인증이 공

인인증서를 통하게 되므로 DRM 시스템별로 별도의 

인증이 불필요하며, 라이센스 리가 DRM CA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컨텐츠의 공유가 가능해진다.

4.3 사용이력 로깅

  문서보안 DRM의 경우 보안사고 방을 해 컨

텐츠 사용자의 사용이력에 한 지속 인 시스템 감

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사용이력에 

한 리가 필요하다. DRM Client는 사용자의 컨

텐츠 사용이력을 DRM CA에 달하고 각 DRM 서

버는 자신으로부터 배포된 컨텐츠ID에 해 주기

으로 해당 컨텐츠에 한 사용이력을 추출하여 사용

자의 컨텐츠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도록 리자에

게 제공한다.

4.4 제안 시스템의 고찰

  제안된 DRM 모델은 컨텐츠와 라이센스를 분리하

고 라이센스를 앙의 공용 서버에서 리토록 함으

로써 DRM Client가 해당 DRM 서버와의 통신을 통

해서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을 개선하여 

특정 DRM 서버에 종속되지 않게 하 다. 

  라이센스를 앙 인증서버에 공유함으로써 라이센

스 교환  인식문제를 개선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

한 인증 방식을 사용하여 각 시스템별 별도의 인증

이 불필요하도록 개선하 다. 한 DRM Client간의 

충돌문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DRM 서버

의 컨텐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충돌문제를 원천

으로 피하도록 하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DRM 기술  라이센스 

정책을 사용하는 DRM Client가 하나의 사용자 디바

이스에 공존할 경우 한번의 인증만으로 각 DRM 시

스템으로부터 송된 컨텐츠를 공유하는 모델을 제

안하 다. 기업의 문서 외부 유출 방지를 한 문서 

보안 DRM 시장은 재 기업 내부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차 확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문서보안

DRM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혹은 

기 )과 기업이 서로 간에 자문서를 교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자의 공인 인증 방식과 컨텐츠 라이센스를 

공유하는 방식의 DRM 모델을 제안하 다. 향후 

달받은 라이센스를 사용자 디바이스의 비 역에 

보 하여 DRM Client 간에 공유하는 방식이 연구될 

수 있으며, 하나의 DRM 클라이언트만을 사용하면

서 여러 문서보안 DRM 서버로부터 다운 받은 컨텐

츠를  DRM CA와의 인증을 통해 사용하는 식의 연

구가 진행되어 DRM Client는 하나로 통일하고 

DRM 서버는 컨텐츠를 분배하는 역할로서만 존재하

는 모델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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