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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 접속되어 해당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하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컨텐츠 제공서버와,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중 일부가 저장된 에지 서버를 포함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에 
있어서, 인증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서 상기 에지 서버로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로 상기 
에지 서버에 저장된 모든 보호 컨텐츠에 대한 티켓을 만들고, 이 티켓을 에지 서버에 저장시킨 상태에서, 추후 상기 컨
텐츠 제공서버를 통하지 않고 상기 에지 서버에 접속한 임의의 사용자가 제1 컨텐츠를 요구할 때 상기 저장된 티켓을 
이용하여 임의의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이거나 요구하는 컨텐츠가 일반 컨텐츠 인 경우에만 접속한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에지 서버에서 사용자로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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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색인어
티켓, CDN, 보안, 에지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인증자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을 보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체적인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에이전트(agent)의 동작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 에지(edge) 노드
에 저장되어 있는 보호(protected) 컨텐츠에 대한 익명 또는, 비 인증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인증된 사용자에 한
해서만 상기 컨텐츠의 접근을 허용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CDN 서비스는 컨텐츠를 배달하고 분배(distribution)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이러한 CDN 서비스는 미들-마일(m
iddle-mile)의 사용을 최소화한다라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먼저 인터넷의 라스트-마일(last-mile)과 미들-
마일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 5를 참조로 설명한다. 도 5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망을 보인 도면이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네트워크와 해당 웹사이트가 속한 네트워크가 서로 연
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간의 연결 과정은 수많은 라우터(router)들과 인터넷 교환센
터(IX: Internet Exchange)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정된 경로를 통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라스트-마일이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의 사용자(subscriber)와 ISP(또는, middle-mile) 사이의 네트워
크 구성요소를 말한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가
입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ISP로부터 가입자 사이의 네트워크 환경을 통틀어 라스트-마일이라고 한다.

    
미들-마일이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P의 웹 서버(Web server)와 라스트-마일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말
한다. 즉 위 그림에서의 구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들이 router와 인터넷 
교환센터(IX)를 통해 상호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 중 어느 한 부분에 
폭주현상이 발생하면, 데이터 패킷이 누락되고 그에 따른 재전송으로 인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 실제로 이러한 현
상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미들-마일에 있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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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DN 서비스는 CP의 컨텐츠를 사용자의 가까이에 위치시켜서 여러곳의 라우팅 홉(routing hop)이나 교환점(
exchange point)을 거치지 않게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킷 손실의 발생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middle-mile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래의 CDN 서비스 제공 방법은 CP(contents provider)의 웹 서버(Web server)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및 기능(function)들을 미리 사용자의 가까이에 설치한 에지 서버(edge server)들로 옮겨놓고(분배하고), 다시 에지 
서버들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사용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CP에 컨텐츠를 요청하면, 멀리 있는 CP
에서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CP에 저장된 컨텐츠가 옮겨져 있는 에지 서버(server)중 사용자의 위치에
서 가장 가까운 에지 서버에서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CDN 서비스 제공 방법은 특정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망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택적 사용자 그룹 또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컨텐츠 전송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종래의 CDN 서비스는 보호 컨텐츠(보안이 필요한 컨텐츠)에 대해 사용자 접속 제한 및 인증 사용자만의 접속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보안을 요하는 중요 혹은 유료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즉, 종래의 CDN 서비스는 보
호 컨텐츠가 저장된 에지 서버에 사용 인증받지 못한 자가 접근하여 보호 컨텐츠를 가져가도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
었다.

    
둘째, 보호(protected) 컨텐츠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호 방식은 에지 서버에 CP측의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A
CL(Access Control List)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경우와, 기존의 캐시의 능력을 이용하여 CP측과의 메타 데이터(me
ta data)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 에지 서버측에 또 다른 정보 처
리 부하 및 관련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또한 CP측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일부 노
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두 번째 경우 사용자마다 인증을 위해 CP측과 또 다른 부가적인 데이터를 발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CDN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가진 CDN 서비스간에 연동시 서로 다른 보호 방식을 사용하면 서비스의 혼
란과 치명적 보안 결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에지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에 대하여 보호 컨텐츠 제공이 가능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컨텐츠에 대한 보호 및 인증 사용자에게로의 전송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컨텐츠 제공 서버의 보호 컨텐츠가 저장된 에지 서버에 접근하는 사용
자가 보호 컨텐츠 제공을 인증받은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보안 수단을 마련하여, 컨텐츠의 보안과 인증된 사용자에 대
한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본 발명은 에지 서버로부터 보호 컨텐츠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상기 보호 컨텐츠 제
공을 인증받은 사용자인지를 상기 보안 수단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암호화 수단을 더 마련하여, 암호화 수
단에서 보호 컨텐츠 정보와 이 보호 컨텐츠 제공을 인증받은 사용자의 정보를 암호화한 자료가 상기 보안 수단에 제공
되도록 한다. 이때, 자료는 암호화된 티켓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티켓은 보안 수단에 의해 복호화되고 저장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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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보호 및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CDN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은 사용자(10), CP(20), 암호화 에이전트(30), 에
지 서버(40), 및 보안 에이전트(50)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 에이전트(30)와 보안 에이전트(40)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 있으며, 또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
된 장치일 수 있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일 경우 암호와 에이전트(30)는 CP(20)에 설치되어 있고, 보안 에이전트(40)는 
에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는 암호화 에이전트(30)와 보안 에이전트(40)가 하나의 독립된 장치일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인증된 사용자에 대하여 도 2와 같은 CDN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2는 인증자에 대
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을 보인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말기)(10)는 유료 사용자로서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CP(20)
로 인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CP(20) 고유 의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21), CP(20)에 해당 보호 컨텐츠(
protected contents)를 요구한다(22).

CP(20)는 인증된 사용자가 요구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로서, 인증된 사용자(10)로부터 수신되는 일반 컨텐츠 또
는 보호 컨텐츠 요구 신호에 대응하여 해당 보호 컨텐츠 명(URI)과,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10)측으로 전송한다(23).

여기서, 일반 컨텐츠는 누구나에게 공개된 컨텐츠로서 보안이 필요치 않는 컨텐츠이고, 보호 컨텐츠는 인증된 사용자만
을 위해 제공되는 컨텐츠로서 보안이 필요한 컨텐츠이다.

CP(20)는 사용자(10)측으로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중에 보호 컨텐츠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는 암호화 에이전트(30)
에 전달하고, 일반 컨텐츠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는 종래의 CDN 서비스와 같이 바로 사용자(10)에게 전송한다.

암호화 에이전트(30)는 CP(20)에서 사용자(10)측으로 제공되는 보호 컨텐츠를 보호하고, 추후 보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응답 메시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암호화하는 서버로서, 수신되는 응답 메시지를 분석하여 해당 보호 컨텐
츠 명과 사용자 ID, 사용자 단말기의 IP 등을 확인하고, 이를 암호화(encoding)하여 티켓으로 만든다(24).

그런 다음, 암호화 에이전트(30)는 암호화된 티켓을 최적 에지 서버(40)측으로 전송한다(25).

    
암호화 에이전트(30)에서 전송한 암호화 티켓은 보안 에이전트(50)에 전송된다. 보안 에이전트(50)는 에지 서버(40)
에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에지 서버(40)로 수신되는 정보를 먼저 수신하고 분석하여 에지 서버(40)에 저장된 컨
텐츠의 사용자 이용을 제한한다. 보다 상세히는, 보안 에이전트(50)는 암호화 에이전트(30)에 의해 암호화된 티켓을 
수신하여 복호화(decoding)한 후(26), 내부 메모리인 티켓 박스에 저장하고(27), 티켓에 포함된 보안 컨텐츠가 에지 
서버(30)의 캐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보안 컨텐츠가 에지 서버(30)에 저장되어 있으면 에지 서버(30)의 캐시 디스크로부터 해당 보안 컨텐츠를 가져
와서(28, 29), 이 보호 컨텐츠를 HTTP 응답 메시지로 만든 다음(30), 사용자에게 전송한다(91).

그러나, 보안 컨텐츠가 에지 서버(30)에 없으면 보안 에이전트(50)는 CP(20)로부터 해당 보안 컨텐츠를 가져와서 저
장시킨 후 보호 컨텐츠를 HTTP 응답 메시지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전송한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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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에지 서버는 각 사용자측에 가까이 위치하고 CP에 저장된 정보중 일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로서, 좀더 구체
적으로는 사용자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이의 네트워크 요소를 라스트 마일(last-mile)이라 하였을 때, 
라스트 마일과 CP 사이의 네트워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미들 마일(middle-mile)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서버이다.

상기 에지 서버(40)는 사용자가 요청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에지 서버중 사용자(10)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에지 서버이다.

이하, 도 3을 참조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한
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의 구체적인 동작 흐름도로서, 사용자가 
sample.jpg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듯이, 사용자(10)가 CP(20)로부터 인증을 요구하면, 
CP(20)는 인증된 사용자에 대한 ACL(Access Control List) 정보에 따라 인증을 하고(S311), 인증 받은 사용자(10)
는 샘플(sample).jpg를 요구한다(S312). 그러면, CP(20)는 사용자(10)측으로 샘플.jpg와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S313), CP(20)에서 전송되는 샘플.jpg와 응답 메시지는 암호화 에이전트(30)에 수신된다.
    

암호화 에이전트(30)는 응답 메시지의 헤드(head) 부분을 분석하여 응답 메시지의 헤드부분에 기록된 샘플.jpg의 UR
I, 사용자의 ID(IDc), 사용자 단말기의 IP(IPc), CP(20)의 IP(IPcp)를 확인한다(S314). 그런 다음, 암호화 에이전
트(30)는 분석한 내용을 티켓화하고, 이때 티켓 생성시작시간(Ts), 유효기간(lifetime)을 생성하여 티켓의 내용에 포
함시킨다(S315). 그리고, 암호화 에이전트(30)는 CDN 공용키(public key)를 이용하여 티켓을 암호화한다(S316).

티켓을 암호화한 다음, 암호화 에이전트(30)는 CP(20)측에서 전송한 응답 메시지와 샘플. jpg를 폐기하고(S317), C
DN 고유 서비스중 하나인 최적의 에지 노드를 찾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10)에 가장 가까운 에지 노드를 찾아 암
호화된 티켓을 전송한다(S318).

에지 노드에는 에지 서버와 에지 서버에 일대일로 연결된 보안 에이전트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암호화 에이전트
(30)에서 전송한 암호화 티켓은 보안 에이전트(50)에 수신된다(S319).

보안 에이전트(50)는 수신되는 암호화된 티켓을 CDN 개인키(privacy key)를 이용하여 복호화하고(S320), 복호화한 
티켓을 자체 메모리인 티켓 박스(51)에 저장시킨다(S321). 그런 다음, 보안 에이전트(50)는 복호화한 티켓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자(10)가 요청한 컨텐츠인, 샘플.jpg를 확인하고, 확인한 샘플.jpg가 자체 메모리인 캐쉬 디스크(cache 
disk)(41)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티켓 박스에 저장된 샘플.jpg의 URI를 이용하여 검색한다(S322).

상기 검색(S322)에서 캐쉬 디스크(41)에 샘플.jpg가 저장되어 있으면, 보안 에이전트(50)는 샘플.jpg를 HTTP 응답 
메시지를 발생시켜 이 응답 메시지와 함께 샘플.jpg를 사용자(10)에게 전송한다(S323). 그러나, 상기 검색(S322)에
서 캐쉬 디스크(41)에 샘플.jpg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CP(20)로부터 샘플.jpg를 가져오고(S324), 이를 에지 서버
(40)의 캐쉬 디스크(41)에 샘플.jpg가 저장시킨 후에 샘플.jpg를 HTTP 응답 메시지와 함께 사용자에게 전송한다(S
325).

따라서, CP(10)로부터 인증된 사용자(10)는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CP(10)를 대신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
운 곳의 에지 서버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10)로 제공되는 컨텐츠는 암호화되어 보호
되고 도 4를 참조로 한 하기의 설명과 같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에이전트(agent)의 동작 흐름도로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보안 동작을 
보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듯이, 비인증 사용자가 에지 서버(40)에 접속하여(S410), 샘플. jpg 컨텐츠를 요구하면(S420), 
보안 에이전트(50)는 샘플.jpg의 요구 신호를 수신하여 티켓 박스(51)에 샘플.jpg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S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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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에이전트(50)는 티켓 박스(51)에 샘플.jpg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으면 샘플. jpg를 보호 컨텐츠로 판단하게 되고
(S440), 티켓 박스(51)에 샘플.jpg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샘플.jpg를 일반 컨텐츠로 판단한다(S490).

보안 에이전트(50)는 샘플.jpg가 일반 컨텐츠라고 판단하면 에지 서버(40)에 저장된 샘플.jpg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S470).

    
그러나, 샘플.jpg가 보호 컨텐츠라고 판단하면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의 정보와 컨텐츠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정보가 일
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컨텐츠 보안 동작을 수행한다. 즉, 보안 에이전트(50)는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의 ID 또는/ 및 사
용자 단말기의 IP를 읽어들여 컨텐츠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ID 또는/ 및 사용자 단말기의 IP를 비교하고(S450), 이 비
교에 의해 두 IDc 또는/ 및 IPc가 일치하면 접속한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샘플.jpg를 제공하고(S470), 
일치하지 않으면 샘플.jpg 요구를 무시하여 샘플.jpg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S480).
    

상기에서, 본 발명은 티켓을 영구히 가지지 않고 상기의 티켓 생성시간 및 유효시간에 의해 자동으로 티켓과 그 컨텐츠
가 삭제되므로 메모리 효율 및 정보 보안성이 높으며, CP에 저장되어 있던 컨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이와 연동하여 티켓 
박스(51)에 저장된 컨텐츠와 이 컨텐츠의 티켓이 동시에 삭제되므로 티켓 확인을 통한 컨텐츠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게 된다.

상기 도 1 내지 도 4를 참조로 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용이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암호화 에이전트(30)와 보안 
에이전트(40)가 하나의 독립된 장치일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암호화 
에이전트와 보안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일 수 있다. 암호와 에이전트와 보안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일 경우, 암호화 에이전
트는 CP에 설치되고, 보안 에이전트는 에지 서버에 설치되며, 그 동작은 도 1 내지 도 4를 참조로 한 설명과 동일하다.

보통의 경우, 본 발명은 암호화 에이전트(30)와 보안 에이전트(40)를 CP와 에지 서버에 각각 설치시킨 구조로 이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
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본 발명은 사용자가 CP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보호 컨텐츠
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임의로 에지 노드에 직접 접속하여 원하는 보호 컨텐츠를 제공받았던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이었던 특정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속 제한 및 인증 사용자 만의 접속이 이루
어지게 하고, 티켓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CP측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
아도 되며 서로 다른 CDN 서비스 제공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호환이 쉬워진다.
    

또한, CP측과 에지 노드측에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보안 및 암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과, 복잡한 설치 및 개발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단말기에 접속되어 해당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하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컨텐츠 제공서버와, 상기 컨텐츠 제
공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중 일부가 저장된 에지 서버를 포함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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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서 상기 에지 서버로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로 상기 에지 서버
에 저장된 모든 보호 컨텐츠에 대한 티켓을 만들고, 이 티켓을 에지 서버에 저장시키는 티켓형성 단계;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를 통하지 않고 상기 에지 서버에 접속한 임의의 사용자가 제1 컨텐츠를 요구할 때 상기 저장된 
티켓을 이용하여 임의의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제1 컨텐츠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컨텐츠보안 
단계를 포함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형성 단계는,

사용자로부터의 보호 컨텐츠 요구에 대응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서 응답 메시지를 발생하는 제1 단계,

상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보호 컨텐츠 명과 사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티켓으로 암호화하여 최적의 에지 
노드로 전송하는 제2 단계,

상기 에지 노드로 전송되는 상기 티켓을 복호화하여 상기 티켓을 저장하는 제3 단계,

상기 복호화된 티켓의 내용으로부터 보호 컨텐츠를 파악하여 상기 에지 서버에 상기 보호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4단계, 및

상기 제4 단계의 판단에서, 상기 에지 서버에 제1 보호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는,

사용자의 ID와 사용자 단말기의 IP와 상기 CP의 I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은,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와 요청한 보호 컨텐츠의 URI와, 티켓 생성시작 시간과, 유효 기간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 암호화는,

CDN 서비스 제공자의 공용 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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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 복호화는,

CDN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 서버에 직접 접속한 사용자가 제2 컨텐츠를 요구하는 단계,

상기 제2 컨텐츠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에서, 상기 제2 컨텐츠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2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에서, 상기 제2 컨텐츠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으면, 상기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할 때만 상기 제2 컨텐츠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
츠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접속한 사용자 정보의 비교는,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의 ID와 사용자 단말기의 IP를 접속한 사용자의 ID와 접속한 사용자의 IP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은,

티켓 생성시작시간으로부터 유효기간 동안만 저장되고, 이후에는 해당 컨텐츠와 함께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10.

사용자 단말기에 접속되어 인증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해당 컨텐츠가 제공되도록 하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컨텐츠 
제공서버와,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 저장된 컨텐츠중 일부가 저장된 에지 서버를 포함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
텐츠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는 인증된 사용자로부터 보호 컨텐츠 요구가 있을 때 발생되는 제1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아 이중 
헤드 부분을 티켓으로 암호화하는 보안 에이전트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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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에지 서버는 상기 보안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되는 암호화된 티켓을 복호화하고 해당 컨텐츠와 연관되도록 저장한 
후, 상기 사용자가 요구한 보호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보안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
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은,

상기 사용자 식별정보와 요청한 보호 컨텐츠의 URI와, 티켓 생성시작 시간과, 유효 시간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에이전트는,

CDN 서비스 제공자의 공용 키를 이용하여 상기 티켓을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에이전트는,

CDN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티켓을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4.

제 10항에서,

상기 보안 에이전트는,

    
상기 에지 서버에 직접 접속한 사용자가 제2 컨텐츠를 요구하면, 우선 상기 제2 컨텐츠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 후, 저장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요구한 상기 제2 컨텐츠가 보안을 요하는 컨텐츠로 판단하여 상기 티켓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할 때만 상기 제2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상기 제2 컨텐츠
의 티켓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제2 컨텐츠를 보안을 요하지 않는 컨텐츠로 판단하여 아무런 보호 절차없이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5.

제 11항에서,

상기 보안 에이전트는,

 - 9 -



공개특허 특2003-0029244

 
티켓 생성시작시간으로부터 유효기간 동안만 상기 티켓을 저장시키고, 상기 유효 기간 이후에는 해당 컨텐츠와 함께 삭
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제 11항에서,

상기 보안 에이전트는,

상기 컨텐츠 제공서버에 저장된 컨텐츠가 삭제되면, 이에 따라 상기 에지 서버에 저장된 해당 컨텐츠와 이 컨텐츠의 티
켓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디엔 서비스 망에서의 컨텐츠 전송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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