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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M에서 키 리 기술은 앙 집  키 리 방식, Enveloping 방식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
화 키를 콘텐츠에 함께 동 하는 키 리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키 리 기술은 사용자 인증에서 사용된 인증정보를 콘텐츠 암호화 키로 사용함으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여 송할 필요가 없는 장 이 있다.

1. 서론

   DRM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에 한 권

리를 안 하게 보호하고 리하기 한 기술 인 메

커니즘으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

텐츠의 근을 통제하기 하여 암호기술을 기본으

로 키의 배포  리를 해야한다.

   DRM에서 키 리 기술은 앙 집  키 리 방

식과 암호화 키를 콘텐츠와 함께 동 (Enveloping)

하는 키 리 방식 등이 있다[2-4]. 

   앙 집  키 리 방식은 콘텐츠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 던 비 키를 앙 인증서버에 보 하 다가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라이센스 요구 시 인

증서버에 보 된 비 키를 송하여 암호화된 콘텐

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비

키가 인증서버에서 리됨으로 키 송 과정에서 보

안 취약성, 키 리 서버의 보안성 강화, 규모 데

이터의 백업  유지보수 리 부담 등의 단 이 있

다[2-4]. 동 (Enveloping) 키 리 방식은 콘텐츠를 

 

「본 논문은 2004 년도 지역IT 동연구센터 디지털 콘텐츠 작권 

리기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암호화 키를 콘텐츠와 함께 

동 (enveloping)해서 리하는 방식으로 동 되는 

암호화 키는 배포되는 패키징된 콘텐츠에 포함되어 

리되므로 키 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키를 콘텐츠에 함께 동

하는 키 리 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DRM 키 리 기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한다. 

2. DRM 키 리 기술

   DRM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콘텐츠의 

근을 통제하기 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 

할 수 있는 비 키의 송은 요하다. 이때 콘텐츠

를 암호화하는 비 키는 콘텐츠의 비 성을 유지하

기 해서 매우 안 하게 리되고 송되지 않으면 

안 된다. DRM에서 키 리 기술은 콘텐츠 암호화 

키 리에 따라 앙 집  키 리 방식과 동

(Enveloping) 키 리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

[1-3]. 본 장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DRM 키 

리 기술에 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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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앙 집  키 리 방식[3]

   콘텐츠 제공업자와 라이센스 인증 서버가 공개키

를 교환 후 콘텐츠 제공업자는 랜덤하게 생성된 비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라이센스 인

증서버 공개키를 이용하여 비 키를 암호화하여 라

이센스 인증서버에 송하면, 라이센스 인증서버는 

비 키를 보 한다. 암호화된 콘텐츠는 패키징되어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콘텐츠 사용자가 라이센스 인

증서버에 사용료 지불 라이센스를 요청하면, 비 키 

정보가 포함된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복호

화한다. 이 방식은 콘텐츠를 암호화 할 때 사용했던 

비 키를 앙 집  리함으로써 키 등록을 한 

송상의 보안 취약성과 키 리 서버의 보안성 강

화, 그리고 규모 데이터의 백업  유지보수 리 

부담 등의 문제 들을 안고 있다. 그림 1은 앙 집

 키 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C : Content

- E : Encryption

- sk : Security Key

- ch_pub_k : Public key of CH

- p_prv_k : Private key of Packager

- H : Hash function

- uk : User key

- L : License

그림 1 앙 집  키 리 방식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Random Key Generator SK

Ech_pub_k(sk)

Euk(L)

Esk(C), Ep_prv_k(H(C))

U_pay_info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Random Key Generator SK

Ech_pub_k(sk)

Euk(L)

Esk(C), Ep_prv_k(H(C))

U_pay_info

2.2 Cyptolop 키 리방식[3]

   콘텐츠 제공업자와 라이센스 인증 서버가 공개키

를 교환후 랜덤하게 생성된 비 키를 이용하여 콘텐

츠를 암호화하고, 비 키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의 마

스터 키로 암호화해서 Cyptolop에 동 되어 패키징

한다. 사용자는 구입하고자하는 콘텐츠의 구매정보

와 비 키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에 송하면 라이센

스 인증 서버는 동 되어 송된 비 키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한다. 복호화

된 비 키는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라이센

스 Crytolope에 포함되어 사용자에게 송한다. 사

용자는 송된 라이센스 Crytolope의 비 키를 자신

의 개인키로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비 키를 이용하

여 콘텐츠를 복호화한다. 이 방식은 콘텐츠 복호화

키가 배포된 Crytolope에 포함되어 리되므로 라이

센스 인증서버의 키 리 부담이 상당히 감소되는 

장 이 있다. 그림 2은 Cryptolope 키 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C : Content

- E : Encryption

- sk : Security Key

- m_k : Public master key_RCC

- u_k : Public key_User

- P : Package Cryptolope

- L : License Cryptolope

- B_i : buy_information Content

그림 2 Cryptolope 키 리 방식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P(Esk(C), Emk(sk))

L(Euk(sk))

B_i, Emk(sk)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P(Esk(C), Emk(sk))

L(Euk(sk))

B_i, Emk(sk)

2.3 WMRM [3]

   콘텐츠 제공업자는 콘텐츠의 암호화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와 콘텐츠 패키 의 공유키 License Key 

Seed와 콘텐츠 패키 별로 생성되는 Key ID의 조

합으로 생성된 비 키를 이용하고, 암호화된 콘텐츠

와 Key ID 정보를 콘텐츠 일과 함께 패키징한다. 

콘텐츠 사용자가 라이센스 요청시 라이센스 인증서

버는 사용자로부터 송된 헤더 정보 에서 Key 

ID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라이센스 인증서버

의 License Key Seed를 조합하여 Key를 생성하여 

콘텐츠 사용자에게 송한다. 이 방식은 콘텐츠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었던 비 키의 정보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에 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 송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험을 피할 수 있

으며, 콘텐츠 별 비 키를 리하는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3]. 그림 3은 WMRM 키 리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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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 C : Content

- E : Encryption

- sk : Security Key

- License key seed : Public Package_License 

Service Provider

- key_id : Content Package

- P : Package

- U_head : Head info of User

- L : License

그림 3 WMRM 동  키 리방식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License key Seed

P(Esk(C), key_id)

U_Head

L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License key Seed

P(Esk(C), key_id)

U_Head

L

License key Seed

P(Esk(C), key_id)

U_Head

L

2.4 인증  키 분배 로토콜 

   DRM에서 콘텐츠 보호를 해 사용되는 암호기

술들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 안 한 키 리가 

요하다. 암호 메커니즘에서 보면 라이센스가 달

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  키 분배가 발생하게 

되며, 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 사  키 분배 방

식이 사용될 수 있다. 칭키 방식은 하나의 키 분

배 서버로 모든 부하가 집 되고 모든 콘텐츠 거래

에 키 분배 서버가 여하는 단 이 있다. 공개키 

방식을 사용할 경우 분산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

의 장 을 갖게 되나 암호화 키 리, 암호화 키 도

난 방지를 하여 엄격한 키 리 정책  기술이 

필요하다. 사  키 분배 방식은 키 분배 부담을 덜

어낼 수 있어 효율성, 융통성에 큰 장 을 갖게 되

나 안 성 측면에서 사 에 분배된 키에 한 보호

문제가 있다.

3. 새로운 DRM 키 리 기술

   본 장에서는 암호화 키를 콘텐츠에 함께 동 하

는 키 리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비 키를 [1]에서 제안된 PAP 인증 로

토콜 스킴의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한다. 

3.1 콘텐츠 암호화 키

   이 에서는 콘텐츠 암호화 키로 사용될 비 키

의 설명을 해 [1]을 소개한다. PAP는 인증 스킴이

며, PAPRSA는 공개키 알고리즘 RSA방식을 이용하

여 PAP 인증 스킴을 용한 패스워드 기반 인증 

로토콜이다. PAP 인증 스킴은 등록 로시 와 인증 

로시 로 구성되며, [1]을 참고하기 바란다. 

   PAPRSA는 PAP 인증 스킴을 공개키 암호 알고

리즘 RSA를 이용한 인증 로토콜로서 인증 로토

콜 수행시 도출되는 (x1 - x2)
2 mod N, (y1 - y2)

2 

mod N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콘텐츠 리 기술

에서 콘텐츠 암호화 키로 이용한다.

[등록 로시 ]

Input: id, P.

① Get N=pq and (e, d);

② Publish e  and N;

③ Choose y1 in random and then determine y2 so 

that y1-y2=P;

④ Get y1
2
 mod N, y2

2
 mod N and then store 

them at id.

[인증 로시 ]

Input: id, p'

그림 4. 인증 로토콜[4]

Prover Verifier

Id,P’,e,N
Pick x1 in random
Determine x2 so that x1-x2=p’
Get t
Compute (x1+t)

e mod N, x2
e mod N

t, (x2+t)
e mod N, x2

e mod N

x1+t=(x1+t)
ed mod N, x2=x2

ed mod N
x1=x1+t-t mod N

(x1-x2)
2 mod N ? (y1-y2)

2 mod N

Prover VerifierProver Verifier

Id,P’,e,N
Pick x1 in random
Determine x2 so that x1-x2=p’
Get t
Compute (x1+t)

e mod N, x2
e mod N

t, (x2+t)
e mod N, x2

e mod N

x1+t=(x1+t)
ed mod N, x2=x2

ed mod N
x1=x1+t-t mod N

(x1-x2)
2 mod N ? (y1-y2)

2 mod N

   Verifier에는 (e, d), (p, q), N, y1
2
 mod N, y2

2
 

mod N이 장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도출된  

(x1 - x2)
2 mod N, (y1 - y2)

2 mod N을 비교하여  

시스템 근자가 인가된 사용자인지를 최종확인이 

되므로 (x1 - x2)
2 mod N을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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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키로 사용하고자 한다.

3.3 새로운 DRM 키 리 기술 제안

   이 에서는 PAPRSA 인증 로토콜에서 인증 

정보인 (x1 - x2)
2 mod N과 (y1 - y2)

2 mod N을 비

키로 이용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한다. 

① 콘텐츠 제공업자는 라이센스 인증서버와 사용자

인증을 한다.

② 인증이 확인되면 인증정보를 비 키로 하여 콘텐

츠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패키징한다.

③ 콘텐츠 사용자가 콘텐츠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라이센스를 요청한다.

④ 라이센스 인증서버는 콘텐츠 사용자가 송한 콘

텐츠 암호화 키와 장하고 있는 인증정보를 확인하

여 라이센스를 발 한다.

 

- C : Content

- E : Encryption

- sk : (x1 - x2)
2 mod N

- P : Package

- L : License

그림 5 제안된 DRM 키 리방식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P(Esk, Esk(C))

Esk

L

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Package Clearing house DRM Controller

P(Esk, Esk(C))

Esk

L

   제안된 방식은 콘텐츠 암호화 키를 패키 와 라

이센스 인증서버의 인증정보를 이용하므로 콘텐츠 

사용자가 라이센스 인증서버에 패키 에서 송받은 

인증정보를 송하면 라이센스 인증서버에서는 장

되어있는 인증정보와 비교하여 같으면 사용자에게 

라이센스를 발 한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앙 집  키 리 방식과 

비교하여 패키 에서 비 키를 라이센스 인증서버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송할 필요가 없고, Cyptolop

키 리 방식과 비교하여 패키 에서 콘텐츠 암호화 

키와 암호화된 콘텐츠를 동 하여 송시 콘텐츠 암

호화 키를 라이센스 인증서버 마스터 키로 암호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안된 방식은 콘텐츠 사용자

가 라이센스 인증서버에 라이센스 요구시 비 키를 

송해야 함으로 비 키의 리가 매우 요시된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비 키의 노출

을 고려 해야 된다.

3.4 비교분석

표 1 기존의 DRM 시스템과 비교[5]

암호화된 

콘텐츠구성
암호화 키 리 복호화키 리

Microsoft
암호화+메타정

보

서버+암호화된 

콘텐츠 일내속성

라이센스내 

포함

Adobe
암호화+라이센

스
서버

라이센스내 

포함

ContentGua

rd

암호화+라이센

스
별도 일

라이센스내 

포함

Present
암호화+인증정

보

서버+암호화된 

콘텐츠 일내속성

라이센스내 

포함

   [표 1]은 제안된 DRM 시스템과 기존의 DRM 시

스템과의 비교를 하 다.

4. 결론

   DRM은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에 한 권

리를 안 하게 보호하고 리하기 한 기술 인 메

커니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 키를 콘텐츠에 함께 동

하는 키 리방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DRM 키 리 

기술을 제안하 다. 제안된 키 리 기술은 [1]의 사

용자 인증에서 사용된 인증정보를 콘텐츠 암호화 키

로 사용함으로 패키 와 라이센스 인증서버에서 암

호화횟수를 일 수 있었다. 향후에는 제안된 키 

리기술을 이용하여 DRM 설계  구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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