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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eBook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유통 다변

화를 통한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TV를 통한 VOD 방송콘텐츠와 연동하여 전자책을 사용자에게 즉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V 방송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eBook 콘텐츠의 VOD 서비스를 하이브리드형으로 

휴대 스마트 기기에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성과 DRM 전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키워드: 전자책(eBook), 전자출판(ePub), 디지털암호화(DRM), 콘텐츠암호화키(CEK:Content Encryption Key), 키암
호화키(KEK:Key Encryption Key)

I. 서 론

최근 해외에서 전자책 시장 확대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전자책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보문고, 인터파크, 
Yes24와 같은 인터넷 도서 서비스 업체들이 파피루스(삼성전자), 
Story(아이리버), Nuut(네오럭스)등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통해 

본격적인 전자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1]. 
이러한 전자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전자책에 대한 표준이 

중요한데, 2007년 9월에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서 전자책 기술 규격의 표준으로 ePub(Electronic 
Publication)을 제정하였다[1]. 

종래 인터넷서점 전자책이나 모바일 전자책은 PC, 모바일 기기 

또는 전용 단말기 그 자체에 한정해서 전자책의 유통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텍스트 위주의 단행본 전자책을 거실 소파에서 떨어

져서 시청하는 TV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TV를 통한 VOD 영상

과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 eBook시스템의 최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효
율적인 eBook 서비스시스템의 아키텍쳐를 설계하여, 구체적으로 

eBook시스템의 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 시스템

을 개발한다. 

II. 효율적인 eBook 서비스 시스템

1. eBook 등장과 활성화 

2008년 이후 eBook의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eBook을 둘러싼 

기술과 문화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5]. 
eBook의 등장 배경은 기술적으로  기기(Device), 통신

(Telecommunication), 부품(Components) 및 디지털 콘텐츠

(Digital Contents)의 4가지 측면에서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짐으

로써 현재와 같은 eBook 콘텐츠, 서비스 및 단말이 출현하게 되었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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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eBook 콘텐츠를 접근하기 위한 

eBook 단말의 유무선 연결을 의미한다. 아마존 닷컴의 Kindle 이
전에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웹상에서 eBook 콘텐

츠를 다운로드받아 단말에 저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

는 WCDMA, CDMA 등과 같은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랜 등을 

통해 콘텐츠 공급자에게 접속하고 양방향 통신을 통해 필요한 연

결 행위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eBook 콘텐츠에 대한 접

근성이 강화되고 구매가 편리해 졌다.

2. 하이브리드 eBook 서비스 시스템  

최근 스마트TV의 출현은 멀티기기 간 N-스크린 플랫폼 기반 

콘텐츠의 동기화 및 끊김이 없는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방송, 영화, 음악 등 미디어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  또한, IPTV, 스마트TV, 스마트 셋톱박스 등 가정용 스

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콘텐츠 차원에서 이를 스마트폰, 태
블릿 PC 등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상호 연동하는 기술의 중요성

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V와 스마트 기기 기반

의 하이브리드 eBook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사용

자가 스마트 TV를 통해 eBook에 관한 VOD 영상을 시청하다가 

관심있는 영상이 있으면 앱을 이용해 eBook 미리보기를 하고 구

매 후에 eBook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개념적 eBook 시스템 구성 

Fig. 1. Conceptual Structure of eBook System

III. 하이브리드 eBook 서비스 시스템 프레임워크

1. 시스템 전체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eBook 서비스 시스템은 그

림 2와 같이 크게 eBook 서비스 서버, ePup Builder, eBook 
App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성도

Fig. 2. Overall M-Book System Architecture

eBook 서비스 서버는 VOD영상 콘텐츠 관리시스템, eBook관

리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VOD영상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정규방송사, 케이블방송사, 종편방송사들의 VOD 영상

과 시청정보를 관리하고, eBook관리시스템은 출판사의 eBook 원
고와 ePub을 포함하는 eBook 콘텐츠를 관리하며, 회원관리시스

템은 회원 및 구매처리 등을 관리한다. ePub Builder는 출판사로

부터 받은 원고들에 대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한 ePub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eBook App은 사용자가 스

마트 TV를 통해 VOD 영상을 ePub 미리보기와 구매를 통한 전

문보기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각 서브시스템의 주요 모듈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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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 주요 모듈

eBook 

서버

VOD영상

콘텐츠관리

시스템

VOD 영상 DB관리  

양방향 TV와 스마트기기를 연동하는 서버용 

멀티소켓 엔진

eBook

관리시스템 

eBook 콘텐츠 DB관리

ePub 암호화/복화화 키관리

회원관리

시스템

회원 DB관리   

주문 및 결제처리

ePup 관리시스템

(ePubBuilder)

ePub pre-format 생성모듈(eBook 원본을 

ePub 생성을 위한 파일형식으로 변환)

ePub 생성모듈 : OCF (Open container 

Format) 3.0을 준수한 ePub 파일로 생성

ePub DRM 모듈 : ePub 파일 전체를 

암호화함('일부 보기'는 DRM 없이 제공)

ePub 리더기 모듈 : ePub을 위한 

Viewer기를 개발하고, 부가 기능으로 

My서재, 검색, 책갈피, 책장 넘기기, 페이지 

수 resizing 등의 기능이 있음

스마트 기기용 

eBook서비스

시스템

(eBook App)

스마트 기기용 VOD 목록 보기 

스마트 기기용 TV방송콘텐츠 VOD 영상보기

스마트기기용 eBook 개요 보기

eBook 미리 보기 : DRM이 없는 

전자책으로 제공

eBook 구매처리 : 제3자 전자결제서비스 

업체와 연계 처리

eBook 전문보기: ePub 리더기 모듈  

표 1.  eBook시스템의 서브시스템 기능

Table 1. Functions of eBook sub-systems

2. ePub의 DRM 적용  

ePub의 OCF(OEBPS Container format) 표준 규격에 부합되

는 전자책 DRM에 있어서 콘텐츠 패키징과 디패키징의 CEK(암
호화 Key) 방식과 암․복호화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ePub 포맷 기반 DRM 패키징에서 CEK 적용

② 콘텐츠, Key 암․복호화의 대칭키 알고리즘 적용 및 무결성 

검증

③ CEK와 암호화된 ePub의 구성요소(XHTML, JPG, CSS 
등)의 맵핑을 통한 추출과 분석 및 복호화 

④ 복호화된 Stream의 Renderer 처리와 전자책 Viewer 모듈

에서의 사용 권한 획득 및 맵핑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W3C에서 제안하는 

암호화 적용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XML Encryption Syntax와 

그에 관련된 처리내용을 참조하였다[7]. 또한, 국가 기술표준원의 

ePub DRM 상호 운용기술명세의 표준안을 기반으로 해서 ePub 
DRM 기술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 규격명세서를 

적용한다[5]. 
ePub DRM 상호운영 기술의 암호화를 위한 기술규격으로 W3C 

Encrip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EncryptedData와 EncryptedKey 
엘리먼트에 대한 프로파일을 정의한다. EncryptedData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엘리먼트로서 암호와 알고리즘, 암호화에 

사용된 키 정보, 암호화된 데이터 정보, 암호화에 관련된 부가 정보

를 표현할 수 있다. EncryptedData는 id와 MimeType만을 사용한

다. 여기에 하위 엘리먼트는 xenc:EncryptionMethod, ds:KeyInfo, 
xenc:CipherData, xenc:EncryptionProperties를 사용한다. 이는 

기존 W3C Encryption과 동일하지만 내부 엘리먼트에서는 특정 

항목만을 사용하는 프로파일 형태를 사용한다. 
현재 본 연구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한 암호화 방식은 

REQUIRED AES-128-CBC이다. AES128-CBC 모드 이하 암호

화는 현재 암호화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REQUIRED AES-256 방식은 안전하긴 하나 키 사이즈가 커져 

많은 내용을 암호화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http://www.w3.org/2001/04/xmlenc#aes128-cbc).

3. ePub DRM 과정  

운용자는 ePub파일을 배포할 경우, 무단(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능을 통해 파일 내용을 암호화할 수 있다. 즉, 
ePub 파일 전체에 DRM을 적용하고, '일부 보기'는 DRM 없이 

제공하여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책의 일부를 미리 볼 수 있도

록 한다. 그림 3은 ePub 구성 요소들의 CEK (암호화 키) 생성과 

매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암호화[2][3][4]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사용자 eBookMgt FileIOEncryption XmlBuilder

1 : 암호화  요청 ()

2 : 암호화할  데이터  요청 ()

3 : 암호화할  데이터 ()
4 : 암호화  키  생성 ()

5 : 암호화  키 ()
6 : AES128-CBC 방식  암호화 ()

7 : 암호화된  데이터 ()
8 : BASE64인코딩  요청 ()

9 : BASE64인코딩된  데이터 ()
10 : encryption xml 생성  요청 ()

11 : encryption xml 데이터  생성 ()

12 : encryption xml 파일  생성  요청 ()

13 : encryption xml 파일 ()
14 : encryption xml 파일 ()

15 : 암호화  파일  목록 ()

16 : 암호화  파일  목록 ()

그림 3. 암호화 과정

Fig. 3. Procedure of Encryption 

먼저, ePub 편집자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한다. ePub 
Builder는 ePub 파일에서 암호화할 목록을 읽고 암호화한다. 암

호화가 완료되면 암호화된 데이터(Byte Array 형태)를 Base64 
기반으로 인코딩한다.  XmlBuilder 객체를 생성하여 ePub 국제

규격에 따라 encryption.xml 파일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TreeView에 암호화된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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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적 프로토타입 시스템

1. ePub Builder

ePub Builder가 원본 책에 DRM을 적용하고 ePub을 만드는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다. 먼저, HTML로 변환된 원본 파일을 

ePub 파일로 생성한다. ePub 파일을 구성하는 XML 소스를 확인

할 수 있다. REQUIRED AES-128-CBC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DRM을 생성하고 암호화된 각 파일을 Tree 구조로 보여준

다(그림 4 참조). ePub Builder 내에 있는 ePub Reader를 이용하

여 복호화 과정을 거쳐 DRM이 해제된 전자책을 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ePub을 관련 정보와 함께 eBook DB에 저장한다.
    

그림 4. 암호화 트리화면

Fig. 4. Screen of Encryption Tree

2. eBook App

사용자가 스마트 TV를 통해 관심있는 VOD 영상이 있을 때 

eBook App을 실행하면 시청 중인 방송화면이 나타난다(그림 

5(a) 참조). 책 개요 화면을 거쳐 책 내용 미리보기(그림 5(b) 참
조) 후에 구매하면 eBook Reader를 통해 전문을 볼 수 있다. 

(a)시청 중인 방송보기 (b) 책 내용 미리보기

그림 5. VOD 스트리밍 및 책 내용 미리보기

Fig. 5. VOD Streaming and e-Book Preview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V방송 콘텐츠와 휴대 스마트 기기가 연

계된 하이브리드형 eBook 서비스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

고 최적의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eBook 서비스 시스템은 서버측 관리를 위한 TV 방송콘텐츠 

관리시스템, eBook관리시스템, 회원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는 

eBook 서비스 서버가 있고, eBook 편집자를 위한 ePub Builder, 
사용자를 위한 eBook App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ePub 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적용

과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를 위한 DRM 작용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ePub 콘텐츠의 생산과 분배 

및 복제에 있어서 최적화된 기술로 디지털 콘테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암호화 및 복호화 처리 절차를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함

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서책을 ePub화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전자책 콘텐츠를 하이브리트형으로 서비스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으로 산업적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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