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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와 상호작용 서비스, 고화질 고용량의 다양한 소비자들 요구로 인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유지 관리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제한적이며,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연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플랫폼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시하여 멀티 DRM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할 때 실제 시스템 구현에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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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미디어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미디어 소비 패턴 변화와 

상호작용서비스, 고화질 고용량의 다양한 소비자들 요구로 인해 새로

운 미디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유지 관리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미디어 서비스는 대용량 미디어 컨텐츠의 

특성과 관리방안, 인코딩, 코덱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이 TV뿐 아니라, PC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N스크린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제한적이며,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연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콘텐츠 제공자(CP)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하

고, 해당 콘텐츠는 USER가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별 미디어 

플랫폼은 각자 다른 단일 DRM을 사용하고 있어 콘텐츠 제공자는 

기업별 미디어 플랫폼에 등록비용을 지불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DRM 구입으로 각 미디어 플랫폼 

이용과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멀티 DRM 기반 미디어 플랫폼 

모델을 제시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Fig. 1. 멀티 DRM 기반 클라우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참조 모델

본 논문에서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저자권 보호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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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며 참조 모델은 Fig. 1과 같다.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참조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컴포넌트로는 DRM관리 시스템인 DRM Market 

System, DRM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인 DRM System,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loud Media Service System으로 나누며, 시스템을 관리하는 

DRM Market Administrator, Cloud Media Service Provider와 3개의 

구성원인 DRM Service Provider, Content Provider, User로 나눈다.

Fig. 2는 Fig. 1의 DRM Market System의 세부 흐름도이다.

DMS는 DSP에게 DRM을 제공받으며 DRM을 CP에게 판매하기 

위한 DRM 과금 정책 및 수익 분배 항목을 명시한다. 또한, DRM의 

정보를 CMSS와 DS에게 제공한다.

Fig. 2. DRM Market System 세부 흐름도

두 번째 DS 시스템의 세부 흐름도는 Fig. 3과 같다.

Fig. 3. DRM System의 세부 흐름도

DS는 DMS에서 제공받은 DRM에 대하여 DRM 메타데이터와 

라이선스 키를 생성하여 제공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성된 

라이선스 키는 CMSS에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적용된 

DRM에 대한 라이선스 키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DMS에서 제공된 

DRM 수만큼 다수의 라이선스가 존재할 수 있다.

Fig. 4 Cloud Media Service System의 세부 흐름도

Fig. 4는 CMSS 시스템의 세부 흐름도로 CP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자 요구에 맞게 제공한다. DMS로부터 받은 DRM정보

를 콘텐츠와 함께 패키징하여 등록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할 때 DS로부터 해당 DRM 라이선스 키가 유효한지 인증을 

요청 후 승인되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CMSS는 참여자 수의 

따라 다수의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저작권 보호 플랫폼 

서비스 참조 모델을 제시하여 실제 미디어 플랫폼 구현에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저작권 보호 플랫폼 참조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DRM 관리 시스템인 DRM Market 

System, DRM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인 DRM System,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loud Media Service System으로 나누며 각 시스템에서 

DRM을 제공과 콘텐츠 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각 시스템에 맞게 

컴포넌트로 정의하여 향우 이 참조 모델을 참조하여 플랫폼을 구성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콘텐츠 제공자는 각각의 다른 플랫폼에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플랫폼에 지원되는 DRM을 구매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하나 이상의 DRM 구매로 서로 다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어 DRM 구입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로써 이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 

구현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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