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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고품질 방송콘텐츠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DVB, MPEG, ATSC 등 국제표준단체에서는 보안 성능이 우수한 디

지털방송 보호규격으로써 DVB-CSA ver.3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방송에서 보안성능이 우수한 것

으로 알려진 방송콘텐츠 암호화 규격인 DVB-CSA ver. 3 표준규격을 기반으로한 방송콘텐츠 스크램블링 시스템 설계에 대해 

소개한다.

키워드: DVB-CSA 3, Scrambling, MPEG2 TS

I. Introduction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서비스에 가입한 정당한 시청자들만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인증 

받은 수신기로 시청을 제안하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이는 스크램블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DVB-CSA(Common Scrambling Algorithm) 규격

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1,2].

DVB-CSA는 방송콘텐츠 공통 암호화 규격으로 1994년 ETSI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안전성을 향상시킨 DVB-CSA ver.3 

규격으로 발전하였으며, DVB-CM-UHDTV 분과에서는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콘텐츠 보안규격으로 AES-128보다 보안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해 보안성능이 우수한 

방송콘텐츠 암호화 규격인 DVB- CSA ver.3 표준규격을 기반으로 

구현된 스크램블 시스템[3]을 구성하는 모듈들을 기술한다.

II. Content Scrambling System

1. Components for Scrambler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MPEG2 TS(이하 TS)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위해서는 ASI 수신 모듈, TS 패킷 분석 모듈, 스크램블 수행 모듈, 

TS MUX 모듈, TS to UDP/IP 모듈, UDP/IP to TS 모듈 등 그림 

1과 같이 구성될 수 있으며 개별 모듈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SI 수신 모듈 : ASI로 입력되는 TS 패킷의 입력 상태를 

확인하는 모듈.

▪ PID Filter 모듈 : 원격관리서버를 통해 선택된 TS 패킷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듈로써, 선택된 TS 패킷이 입력되면 TS 헤더의 

스크램블 플래그를 설정하고, 미리 설정된 키(key)값과 

IV(Initialization Vector)값을 스크램블 모듈로 넘겨주고 그 이외의 

패킷은 통과(bypass)시키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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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nctional Block Diagrams for Scambling Process

▪ 스크램블 모듈: DVB-CSA3 규격에 맞게 입력된 Key값 및 

IV값으로 TS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모듈[3]. DVB-CSA3 규격에 

기술된 Test Vector 4 조건에 맞춰 TS 패킷을 생성하고 이를 입력으로 

받아 처리한 후 출력한 결과가 Test Vector 4의 출력 결과값과 동일한

지를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음.

▪ FIFO Control 모듈: TS 다중화기를 위한 FIFO 버퍼를 관리하는 

모듈

▪ CPU I/F 모듈: 원격관리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명령어를 

토대로 CPU에서 지역 Bus로 FPGA 레지스터에 설정값을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FPGA 로직을 제어하는 등의 기능.

▪ FIFOCTL TSUDPIP 모듈: 입력된 TS 스크림을 버퍼링한 

후 순차적인 다수의 TS 패킷들의 앞부분에 더미 헤더를 추가하여 

payload 데이터를 구성.

▪ FIFOCTL UDPIPTS 모듈: 입력된 payload 데이터를 버퍼링한 

후 TS 패킷 각각에 더미 헤더를 추가한 후 전송.

▪ TS to UDP/IP 모듈: 더미 헤더를 참조하여 UDP/ IP의 헤더를 

구성하여 UDP/IP 패킷을 생성.

▪ 10G MAC 모듈: 입력되는 UDP/IP 패킷을 MAC 패킷으로 

생성 및 XGMII I/F 규격에 맞추는 모듈. (ALTERA의 IP core를 

활용)

▪ XAUI 모듈: 입력되는 MAC 패킷을 XAUI 송신를 통한 10G 

전송을 위해 XAUI I/F에 맞추는 모듈. (ALTERA의 IP core를 

활용)

2. Components for Descrambler

DVB-CSA ver.3 규격을 준수하는 역스크램블링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암호화 스트림을 복호화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스크램블러와 비교하여 추가되는 모듈은 

다음과 같다.

Fig. 1. Functional Block Diagrams for Descambling Process

▪ 역스크램블 모듈: 입력된 TS 패킷의 역스크램블 처리를 위한 

모듈로써, DVB-CSA ver.3 규격에 맞춰 입력된 Key값과 IV값을 

토대로 TS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DVB-CSA ver.3 

규격에 기술된 Test Vector 4 조건에 맞춰 스크램블된 TS 패킷을 

본 모듈에 입력하여 처리한 출력을 비교함으로써 기능을 검증할 

수 있음.

3. Issues for Managing the System

스크램블러와 역스크램블러 외에도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TS Remultiplexing 기능의 보완과 UDP/IP 송수신 모듈의 

구현이 필요하며, 또한 DVB Simulcrypt 기능을 위한 CAS와 SCS의 

설계가 필요하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PEG2 TS 기반의 DVB-IPTV 서비스를 위한 

방송콘텐츠 스크램블링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모듈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구현된 장비[3]를 토대로 실시간 스크램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 후 시스템 구조 수정 및 최적화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및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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