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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초안명
항 목

견

서

】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3 IPTV interchangeable CAS구조
•

1단계: IPTV 서비스에 가입(또는 콘텐츠 구매)하고, 구매
결과로써 콘텐츠 시청 권한을 증명하기 위한 CA Token을
획득한다. 이후 2, 3단계는 1단계에서 정당한 CA Token을
확보한 경우에만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다.

원 안

• ....중략...

본 규격에서 사용되는 콘텐츠 시청 권한 획득이란 IPTV 서비스 가입을
통해 서비스 이용 권한을 획득하거나 특정 콘텐츠나 채널 구매를 통해
시청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에 따라 사용
시나리오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1단계: IPTV 서비스에 가입한 결과로써, CAS S/W를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는 CA Token을 획득한다. 이후 2 단계는 1단
계에서 정당한 CA Token을 확보한 경우에만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다.

대 안

• ...중략...

본 규격에서 사용되는 CA Token은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것

대안설명

이다.
iCAS의 목적은 단말에 CAS S/W를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여 상호 호환성을 확보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가입 이벤트 외에 콘텐츠 서비스(구매 및 권한 획득) 기능의 CAS의 영
역입니다. 그러나 원안과 같이 iCAS 콤포넌트(COPP Client)가 콘텐츠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iCAS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른 application(CAS Client, VOD
Client, DRM Client)의 영역을 침해 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솔루션의
iCAS 의존성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CA token이 콘텐
츠 구매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삭제하고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준초안명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3 IPTV interchangeable CAS구조

항 목
....중략...
iCAS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 SMS – 가입자 관리 및 콘텐츠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서버
로 콘텐츠 구매 시 구매확인과 함께 콘텐츠 구매의 증거인
원 안

CA Token을 발급한다.
• ...중략...
•

COPP Client – iCAS 구조에서 단말에 탑재되어 구매 요청
을 통한 CA Token 수신 및 CAS S/W의 수신을 담당하고,
CAS S/W 운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중략...
iCAS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략..
• SMS – 가입자 관리 및 콘텐츠 구매 관리를 담당하는 서버
로써, 서비스 가입시, 가입 확인과 함께 CAS S/W를 다운로
대 안

드 받을 수 있는 CA Token을 발급한다.
• ...중략...
•

COPP Client – iCAS 구조에서 단말에 탑재되어 CAS S/W
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CA Token 요청 및

CAS S/W의 수

신을 담당하고, CAS S/W 운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대안설명

...중략...
SMS는 콘텐츠 구매에 대한 내용은 별도 관리하며, CA token에는
CAS S/W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정보만을 포함여 발급하여야 하며,
COPP Client가 콘텐츠 구매에 관여하지 말고, CAS S/W다운로드와
CAS S/W 운용만 담당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3 IPTV interchangeable CAS구조
...중략...
상기 iCAS 구조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체계는 다
음과 같다.
...중략..

원 안

3. IPTV 수신 단말은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자신이 CAS
Token과 결합된 단말이라는 것과 복제된 단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한 후에, 서버로부터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CAS S/W를 다운로드
받는다.
...중략..
....중략...
상기 iCAS 구조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체계는 다
음과 같다.

대 안

...중략..
3. IPTV 수신 단말은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단말의 인증을
받은 후, 서버로부터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CAS S/W를 다운로드
받는다.
...중략..
CA token과 결한된 단말이라는 것과 복제 단말이 아니라는 것은 단말
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단말의 인증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으로 사료됨.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3 IPTV interchangeable CAS구조
....중략...
[CA Token영역]
선택한 콘텐츠와 Player의 정보를 CA Token을 발급하는 SMS에 전달하
여 CA Token을 생성하고 Player에 내려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CA

원 안

Token 영역은 다음의 순서로 동작한다.
...중략...
2) COPP Client는 SMS 에게 CA Token 발급을 요청한다.
3) SMS는 정당한 구매가 확인되었을 경우 CA Token을 생성하고, 해당
CA Token을 암호화 하여 COPP Client 에게 전송한다.
...중략...
[CA Token영역]
IPTV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단말에 CAS S/W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단말과 Player의 정보를 CA Token을 발급하는 SMS에 전달하여 CA
Token을 생성하고 Player에 내려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CA Token 영역
은 다음의 순서로 동작한다.

대 안

1) IPTV

, CAS S/W

Token 발급을 위하여 COPP Client 에게

Player는 CA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2) COPP Client는 SMS 에게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CA
Token 발급을 요청한다.
3) SMS는 단말을 인증한 후, CA Token을 생성하고, 해당 CA Token을
암호화 하여 COPP Client 에게 전송한다.
...중략...
CA token은 CAS S/W를 다운로드 받기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구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3 IPTV interchangeable CAS구조
....중략...
[CAS 영역]
...중략...
1) CAS S/W (client)는 CA Token을 CAS Server에 전달함으로써 EMM
을 요청한다. 이때, CA Token은 privacy를 위하여 CAS Server의 키를 이

원 안

용하여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2) CAS Server는 CA Token을 검증하여 문제 없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Key를 포함한 EMM 을 생성하여 CAS client에 전송한
다. 이때 EMM의 Key를 포함한 주요 정보는 CAS client가 실행되는
IPTV 수신 단말의 Key로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3)

는 EMM을 해석하고, 포함된 Key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

텐츠를 복호화한다. 복호화된 콘텐츠는 decoder에 전송되어 재생된다
...중략...
[CAS 영역]
CAS S/W 가 동작하면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받아 복호화 해서 사용하는 단계
이다. 이 과정은 CAS 규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규격의 부록 A에서 제
안된 CAS를 가정하거나 또는 특수하게 Unicast를 통해 CAS 메시지를 전
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대 안

1) CAS S/W (client)는 CA Token을 CAS Server에 전달함으로써 CAS 메
시지를 요청한다. 이때, CA Token은 privacy를 위하여 S/W Download
Server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 전송된다.
2) CAS Server는 CAS 메시지를 생성하여 CAS client에 전송한다. 이때
CAS 메시지는 CAS client가 실행되는 IPTV 수신 단말의 공개키로 암호
화되어 전송된다.
3)

대안설명

는 암호화된 CAS 메시지를 COPP에 복호화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받아 메시지 용도에 맞게 처리한다.
CA Token을 암호화하기 위한 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S/W
download Server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서버에서
전송하는 CAS 메시지의 암호화 키는 COPP의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것
으로 명확히 지정하는 의견입니다.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4 사용자 시나리오
본 절에서는 서비스 가입 및 콘텐츠 구매에 따른 iCAS Component 사이의
동작 Flow를 기술한다.

원 안

[기본 설정]
...중략...

본 절에서는 서비스 가입 또는 CAS S/W 변경을 위한 iCAS Component 사
이의 동작 Flow를 기술한다
대 안

대안설명

...중략...

icas의 목적에 맞게 CA token은 CAS S/W만을 다운로드 해주는 용도로
한정하며 콘텐츠 구매에 대한 기능은 CAS 영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4 사용자 시나리오
....중략...
[VOD 동작 Flow]

원 안

...중략...
[Linear TV 동작 Flow]
...중략...
[설명 삭제]

대 안

[VOD 동작 Flow] 및 [Linear TV 동작 Flow]에 관한 세부 프로세스는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DRM 또는 CAS 서비스의 일부로 적용 가능하며,
이 역시 DRM 또는 CAS의 영역이므로 iCAS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입
니다.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5 CA Token영역
....중략...
본 절에서는 CA Token 영역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정의하
고 관련 프로토콜들을 기술한다. CA Token 영역에서 정의하는 구조는
(그림 33)과 같다. COPP Client는 SMS를 통하여 콘텐츠를 구매하고

원 안

SMS는 그 결과로 콘텐츠 구매 증거인 CA Token을 생성하여COPP
Client 에게 전송한다. 구매 방법에 대한 사항은 본 규격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으며, CA Token은 콘텐츠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의 역할을
한다.
...중략...

....중략...
본 절에서는 CA Token 영역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 정의하
고 관련 프로토콜들을 기술한다. CA Token 영역에서 정의하는 구조는
대 안

(그림 33)과 같다. COPP Client는 SMS를 통하여 서비스 가입 또는 CAS
S/W의 교체를 요청하고, SMS는 새로운 CAS S/W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A Token을 생성하여 COPP Client 에게 전송한다.
icas의 목적에 맞게 CA token은 CAS S/W만을 다운로드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콘텐츠 구매 등은 다른 독립적인 application이 수행해야합니
다.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5.1. Content Access Token (CA Token)

.1) CA Token Life Cycle
에서
다는 기록이며
의

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했
는

을 사용해서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생성 어떤 콘텐츠를 구매하고 어떤
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와 접속을 해야 하는

에서 생성한다

중략
사용

를 다운받거나

텐츠 구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 안

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콘
을 사용한다

중략
2) CA Token Format
CA Token이 포함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콘텐츠 사용 권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할

o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 사용 기간 정보를 포함한다.
...중략....
CA Token 사용을 위한 부가 정보: 최신 버전의 CAS S/W를 받

o

기 위한 SW Download Server 정보, 그리고 EMM을 받기 위한 CAS
Server 정보, 그리고 CA Token의 폐기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CTRL
Server 정보를 포함 한다.
CA Token 의 Format 은 (그림 3 4)와 같다.
...

•

...

CA Token ID (8bytes): 구매의 구분을 위한 transactionID. 즉 CA
Token의 고유 번호 및 그룹 ID

..중략...
대 안

.COPP Client에서 CA Token은 Server로 하여금 CAS S/W를 다운로드 하
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CA Token 은 SW
Download Server 정보, 그리고 CAS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
서명을 사용해서 제 3자가 CA Token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CA Token life cycle 및 message format 은 다음과 같다.
.1) CA Token Life Cycle
에서
용하며

은

는

의

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사

을 사용해서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생성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접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와 어떤

와

에서 생성한

다
중략
사용

를 다운받는 단계에서

을 사용한다

중략
2) CA Token Format
CA Token이 포함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삭제
...중략....
CA Token 사용을 위한 부가 정보: 최신 버전의 CAS S/W를 받

o

기 위한 SW Download Server 정보 그리고 CA Token의 폐기 여부를 체
크하기 위한 CTRL Server 정보를 포함 한다.
CA Token 의 Format 은 (그림 3 4)와 같다.
...

...

• CA Token ID (8bytes): CA Token의 고유 번호 및 그룹 ID
..중략...
icas의 목적에 맞게 CA token은 CAS S/W만을 다운로드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며, 콘텐츠 구매 등은 다른 독립적인 application이 수행해야합니
다.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5.2. CA Token Revocation List(CTRL)
CA Token 발급 후, 사용자 구매 취소 등의 이유로 CA Token 유효기간
전체 CA Token 사용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
해 CA Token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A Token Revocation List를
정의한다. CTRL life cycle 및 message format 은 다음과 같다

원 안
CTRL은 CA Token 발급 후, 사용자 구매 취소 등의 이유로 CA Token
유효기간 전체 CA Token 사용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 사용된다.
..중략...
CA Token 발급 후, CAS S/W업데이트 이유로 CA Token 유효기간 전체
CA Token 사용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CA
Token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A Token Revocation List를 정의한
다. CTRL life cycle 및 message format 은 다음과 같다
대 안
CTRL은 CA Token 발급 후, CAS SW 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CA Token
유효기간 전체 CA Token 사용을 정지시켜야 할 경우 사용된다.
..중략...
..

icas의 목적에 맞게 CA token은 CAS S/W만을 다운로드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원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콘텐츠 구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iCAS의 범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대안설명

표준초안명
항 목

원 안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
3.6.1. Clone Detection Mechanism

..중략...

대 안

삼성의 기술이 아닌, IPR 등의 issue가 있는 기술을 표준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am로, 삭제 요청하거나 부록화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대안설명

단체명 : 디지캡
대표자명 : 이 도 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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