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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IPTV를 사용해 집에서 시청하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스크린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별히 IPTV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멀티-스크린 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요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IPTV에 대한 보안서비스는 다소 제공되

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서비스는 매우 부족하고, 더욱이 스마트폰과 IPTV를 연동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자가 소지한 스마트폰과 집에서 시청하는 IPTV를 연동해 멀티-디바이스 연동형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한 멀티-스크린 환경을 위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은 커베로스를 기반

으로 쉽고 빠른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한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존의 PKI 인증시스템 보다 처리 절차가 가볍고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도 안전한 멀티-스크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Study for a Secure User Authentication System

on Multi-Scree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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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quest of IPTV was increase. It is a multi-screen service by used TV, PC, and smart-phones.

Especially, IPTV and smart-phone linked multi-screen service are very growth by user’s recommends. Now,

IPTV have a security service partial and multi-screen service. But smart-phone and multi-screen service

don’t have security service. And authentication service for smart-phone and IPTV linked multi-screen service

is don’t.. Therefore, We propose that user authentication system for multi-screen service with IPTV and

multi-device linked authentcation services. Our proposed system base on Kerberos, so proposal is easy and

fast about user authentication. This have simple procedures and more secure services against of PKI. So,

our system can support secure multi-screen services against various security threats in multi-screen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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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TV, PC. 이동전화 3가지 서

로 다른 창치의 스크린을 통해서 동일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연동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AT&T에서 제안한 3-스크린 서비스로

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앞서 제시한 3가지

스크린 장치 이외에도 다양한 스크린 장치들을 사용

해서 지속적이고 동기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국제

전기통신연합(ITU-T) 산하 표준화 섹터에서 IPTV

표준화의 연장된 개념으로 멀티스크린에 대한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다[1,4].

국내에서는 티빙(Tving)과 같은 멀티-스크린 서비

스가 급증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TV Anytime 포럼

등이 생겨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2,10]. 하지만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멀티-스크

린 서비스를 사용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아직까

지 국내에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함에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멀티-스크린을 사용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도 있다. 특히 IPTV와 스마트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인증서비스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에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 제안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은 기존의 커베로스

인증기법을 활용해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적합한 사

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4,6].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은 기존의 PKI 인증

시스템보다 처리절차가 단순하고 빠르게 인증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 관련연구, 3

장 제안시스템, 4장 시스템 평가 및 고찰, 5장 결론으

로 구성된다.

2. 관련연구

2.1 멀티-스크린 서비스

기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5,7,8].

2.1.1 콘텐츠 공유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된 서비

스로,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집에서 TV를 이용

해서 시청하다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동일

한 콘텐츠를 여러 장치에서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TV와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콘텐

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치에 알맞은 VoD 콘

텐츠를 트랜스 코딩해서 단말장치의 상황에 알맞게

변환해 전송한다.

국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중에는 Hoppin 서비스

가 콘텐츠 공유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콘텐츠 공유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추가 이용료

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다[3].

2.1.2 단말기 이동성 보장형

멀티-스크린 서비스 중에서 두 번째로 제안된 것은

단말기 이동성 보장형 서비스이다. 이것은 기존에 집

에서 IPTV를 이용해서 사용하던 콘텐츠를 끊김없이

이동중에도 소비자가 소유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자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중인 TV, PC,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일부 중복하여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통신 서비

스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 사이에 상호 협력 조약이

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로 상용화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

결되어야만 한다.

2.1.3 멀티-디바이스 연계형

ITU-T TEDS.5(단말간 연동) 표준문서에 정의한

바와 같이, IPTV 단말장치 간에 상호 연동을 위한 서

비스 유형과 주요 요구사항, 단말장치 내부의 기능요

소, 미들웨어 요구사항, 단말장치 사이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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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멀티-디바이스 사이의 동기화 기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핵심 기능인 오디오와 비

디오 동기화, 프레젠테이션 동기화, 단말장치 사이의

동기화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대해 표준 포럼

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표준 기술들을 마

련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

분들이 2014년 이후에 진행될 것이므로 많은 부분들

이 미흡한 상황이다.

2.2 사용자 인증시스템

사용자 인증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

지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알맞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이다. 전통적인 커베로

스 방식부터 PKI까지 개발되었다.

2.2.1 커베로스

커베로스(Kerberos)는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사용

자인증 방식이다. 토큰(Token)을 사용해 사용자가 요

청한 서비스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고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큰 생성 서버가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서 토큰을 생성해 정당한 사용

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의 신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큰 발생 서버에 토큰 생성을 요청하고, 토큰 생성

서버는 사용자가 정당한 토큰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용자라면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

쳐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2.2 공개키 기반구조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 암호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이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해 사용

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구조를 의미

한다.

하지만, 공개키 기반구조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국가적인 기반구

조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과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무겁다. 그러므로 스마트이나 이동성이 높은 장치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다[6].

3. 제안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용자 인증시스템은 멀티

-스크린 환경에서 단말기 멀티-디바이스 연계형 서비

스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위한 것이다[6,9]. 그림 1에

제안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나타냈다.

(그림 1) 제안시스템 개요

이를 위해서 커베로스처럼 인증을 위한 토큰을 생

성하는 중계 인증서버를 설계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와

연동해서 사용자가 가정에서 IPTV를 통해서 콘텐츠

를 이용하다가 외부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용하던 콘텐츠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3.2 제안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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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시스템 구조

제안시스템은 4개 구성요소를 갖는다. 이를 아래와

같이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1) 단말장치: 단말장치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PC, IPTV, 스마트폰을 의미한다. 단말장치는 내부적

으로 다중단말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모듈, 위치정보

관리 모듈, 콘텐츠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위한 포인트

정보, 단말장치 자체에 대한 인증 정보를 포함한다.

(2) 서비스관리자: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관리 모

듈과, 서비스, 암호 알고리즘, 가상머신 4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서비스 관리 모듈은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

스들에 대한 관리자 모듈을 의미한다. 서비스 관리 모

듈은 콘텐츠 전달자, 콘텐츠 변환자, 프로파일 관리자,

세션 관리자, 배포 관리자로 구성된다. 암호 알고리즘

은 서비스 관리자와 콘텐츠 관리자, 인증서버 사이의

통신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포함한다.

(3) 인증서버: 인증서버는 인증관리 모듈을 포함한

다. 인증관리모듈은 토큰 생성자, 서명 생성자, 단말장

치 관리자, 권한 관리자, 위치정보 관리자로 구성된다.

추가로 암호 알고리즘을 갖는다.

(4) 콘텐츠관리자: 콘텐츠 관리자는 멀티미디어 콘

텐츠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는 오디오,

비디오, 책, 그림, 기타 자료들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콘텐츠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해서 정렬

모듈과 인덱스 처리를 위한 모듈들을 포함한다.

3.3 제안시스템 동작절차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위한 안

전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12개의 세부

동작절차를 갖는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시스템 동작절차

제안시스템의 동작절차는 크게 3가지 동작절차들

로 구분된다. 첫 번째 동작절차들은 사용자가 소유한

단말장치들, 서비스 제공업자, 콘텐츠 제공업자에 대

한 등록과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예비절차들로 구성된

다. 두 번째 동작절차들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하

기 위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때 서비스제공업자가

인증서버에게 사용자의 단말장치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토큰 생성과 인증 확인절차를 수행한

다. 추가로 사용자의 인증요청이 정당한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콘

텐츠를 요청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서비

스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증을 거친 정당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집에서 IPTV를

통해서 콘텐츠를 사용하다가 위치를 이동해서 스마트

폰으로 동일한 콘텐츠를 끊김없이 이용하기를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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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자는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해 둔 스마

트폰에 대한 단말장치 인증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연

동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 변경 처리절차들

을 수행한 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전

송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스템 평가 및 고찰

제안시스템이 기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들과 비

교해서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멀티-스크린 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PKI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

증시스템, 그리고 제안시스템을 상호 비교하였다.

기존의 단순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단말장치 자체

나 콘텐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제공하

고 있는 실정이나 제안시스템과 같이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용 서비스나 가볍고 빠른 인증절차를 지원하

지 못한다. 더욱이 멀티-디바이스를 사용한 인증 부

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

시스템과 비교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구분
단순

멀티-스크린
서비스

PKI기반
인증서비스

제안시스템

사용자
인증

단말장치만 강력한 인증 최적 인증

상호
인증

불가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장치
연동

불가 불가 지원 가능

처리
속도

- 느림 빠름

처리
절차

단순 복잡 단순

<표 1> 제안시스템 평가 및 고찰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시스템은 멀티

-스크린 서비스에 적합한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업자나 콘텐츠 관리자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

고 처리속도가 빠르고 처리절차가 단순하여 기존의

PKI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시스템도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아직까

지 멀티-스크린 서비스에서 다중장치들을 위한 연동

인증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위치 이동으로 인한 중

계장치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자공격 등에 대해

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추가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5. 결 론

멀티-스크린 서비스는 AT&T에서 제안한 3-스크

린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에 집에서 사용하던 TV,

PC 등에서 시청하던 콘텐츠를 스마트폰과 동시에 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위치를 이동한 경우에도 끊김없이 사용하던 동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

디어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의 티빙이나 호핀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TV

Anytime과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소유

한 여러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장치들을 연동해서

사용자의 위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가 소유한

단말장치들에 대한 인증서비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만 한다. 더욱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

스 제공업자와 콘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인증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제공하는 멀티-스크

린 서비스들은 부분적으로 단말장치 자체에 대한 인

증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적합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멀티-스크린 서비스에 알

맞은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하였

다. 우리가 제안한 멀티-스크린 서비스에서 멀티-디

바이스 연동형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사용하면 단순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비밀성, 무결성과 같은 보안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안시스템은 기존의

PKI와 같이 동작절차가 복잡하고 무거운 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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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거치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호 인증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였다. 향후 본 연구를 확장한 사용자 인증과 서비스

인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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