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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

분석력 및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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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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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음원 콘텐츠의 소비방식이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으로 변화하

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스트리밍 콘텐츠 보호 방식으로 인해 음원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19개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상에서 노출되는 음원과 음원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19개의 서비스에서 모두 음원의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있었다. 이러한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막고자 인증서 고정 방법 등의 음원 및 메타데이터 보호방법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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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and the development of wireless Internet, the consumption method of

music contents is changing to streaming rather than downloading.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eta data of the

music source exposed on the network traffic for the 19 music streaming services in Korea and abroad. We

propose a preventive measure. As a result of analysis, we found that all of the 19 services were exposed to the

metadata of the music. We propose a music and metadata protection method such as certificate fixing method to

prevent exposure of such music and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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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인터넷

에서 영상 및 음악 등의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최근 음원시장은 음반 판매보다 스

트리밍하여 음원의 실시간 전송을 통해 음악을 재

생시키는 추세가 되었다.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규

모는 커지고 음반과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는 작아

지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빨

라진 인터넷과 LTE와 같은 무선 모바일 통신 환경

이 개선되고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음

원 스트리밍의 편리성이 증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빠른 성장과 달리 스

트리밍 서비스의 보안은 취약하다. 스트리밍 서비스

로 제공되는 음원 파일은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챈

다면 음원을 비용의 지불없이 소비할 수 있다. 이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소유하는 저작권 위반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서비스 이용

내역이 노출되는 개인 정보 침해 사고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위협을 예방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 재생 중 발생하는 트

래픽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음원 스트리

밍 서비스에서 음원 재생 중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가능한지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6개와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3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주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상으로 암호화 통신 여

부 및 가사, 앨범 정보 등 메타데이터 노출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MP3 음원 파일 주소가 패킷에

포함되어 콘텐츠 구매 없이 다운로드 가능한지 여

부 또한 분석하였다. 실험은 Window PC 웹 플레

이어와 앱 플레이어,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

이션에서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국내외 스트리밍 서

비스에서 19개 중 11개의 사이트에서 음원의 노출

이 있었고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의 노출

이 있었다.

많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HTTPS를 사용

하여 음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중간

자 공격을 사용하면 여전히 음원 노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

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보완하기 위

해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애플

리케이션에서 음원 보호를 테스팅하였고 음원 노출

이 방지됨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스트리밍과 보안의 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음원 스트리밍 데

이터 수집에 관한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에

대해서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

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

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S[2]는 음원 스

트리밍 사이트의 쿠키와 세션을 살펴서 사용자 인

증에 대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취약점 분석을 하고

자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재생

되는 음원에 DRM을 걸어 음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3]. 그리고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

버에 반응형 미들웨어를 두어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을 연구도 있다[4]. 마지막으

로 cryptostream[5] 이란 암호학적 방법으로 사용자

의 액세스를 제어하여 스트리밍 데이터에 접근 권

한을 조절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1]에서 국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HTTP

트래픽을 분석하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의 음원 노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전 연구에서와 실제 서비스 중인 음원 스트리밍 사

이트에서의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분석한다.

또한 이전 연구와 달리 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와 HTTP 뿐만 아니라 중간자(Man In The Middle)

공격을 통한 HTTPS 트래픽 분석도 진행한다. 그리

고 음원 스트리밍에서의 노출에 대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음원 스

트리밍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1.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지원한다. PC는 브라우저에서 Adobe flash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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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플레이어 형태 또는 전용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바일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의 대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6개를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PC는 Windows 10 환경에서 Chrome 브라

우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8.1 에서 Nexus 5x 단말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두 환경 모두 음원을 재생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서버와 주고받는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음원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및 노출 과정
Fig. 1. Music streaming data collection and exposure
process

그림 1은 데이터 수집 과정을 보여준다. 클라이

언트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서버에 음원 재생을

요청한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재생시키

기 위해 음원 정보를 담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타데이터를 먼저 전송 후, 음원을 전송한다. 서비

스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패킷을 MITM proxy1)를

사용하여 캡처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에서 HTTP 또는 HTTPS 링크를 수집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을 확인한다. 음원의 노출은

사용자가 재생 가능한 음원 파일의 노출을 말하고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음원 제목, 아티스트 명, 작사

및 작곡가 명 등 하나 이상의 데이터의 노출을 말

한다.

2. 패킷 캡처를 이용한 분석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6개와 해외(중국, 미

국, 일본, 영국)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13개에 대한

분석한 결과이다. PC 웹 플레이어에서 음원을 재생

시키면 음원의 메타데이터가 먼저 전송된다. 메타데

이터에는 음원의 제목, 아티스트 명 등이 포함되어

1) https://mitmproxy.org/

있다. 그림 2는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B사에서 전

송한 메타데이터의 일부이다.

그림 2. B사의 음원 정보 메타데이터(JSON)
Fig. 2. Music information metadata of company B(JSON)

재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한 이후에는 음원

파일을 전송한다. 전송 방식은 크게 음원을 단일

MP3 파일로 전송하거나 전체 파일을 여러 개의 세

그먼트로 분할하여 파일을 전송한다. 전송하는 파일

은 별도의 디코딩 작업 없이 음악 플레이어에서 재

생 가능하다.

그림 3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E사의

MP3 파일의 패킷과 다운로드 파일의 정보를 나타

낸 것이다. MP3의 정보와 경로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동작 없이 패킷만으로 음원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림 3.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 E사의 음원파일 전송 패킷

Fig. 3. Streaming E company music file transmission packet

그림 4는 국내 C사의 스트리밍 음원 데이터의

HTTP 패킷이다. 음원 파일이 10초 단위로 분할된

TS 파일로 전송하며 이런 TS 파일을 하나로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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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완전한 음원 파일로 재생을 할 수 있었다.

그림 4. 음원 세그먼트 파일
Fig. 4. Music segment file

3.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HTTPS 데이터 분석

현재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는 중간자 공격에 상

당히 취약하다. HTTPS를 사용하여 패킷을 암호화

하여 음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음원 스트

리밍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중간자 공격을 패킷의 복호화를 진행하

면 음원과 메타데이터가 추출 가능하게 된다.

그림 5. 중간자 공격을 통한 HTTPS로 전송된 음원의 노
출
Fig. 5. Exposure of music transimitted via HTTPS
through MITM attack

그림 5는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에서의 음원 노출이다. 그림처럼 CDN 서버

와 HTTPS로 지속적인 통신을 하여 음원을 스트리

밍 한다. 위와 같이 HTTPS를 통해 음원을 스트리

밍하면 패킷 스니핑 방법으로는 음원을 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중간자 공격을 사용하여 패킷을 캡처

하고 복호화를 하면 그림 5처럼 음원이 노출된다.

이는 HTTPS 역시 음원 보호방식으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HTTPS도 마찬가지로 HTTP에서의 전송 방식처

럼 음원의 메타데이터를 전송시킨다. 이러한 메타데

이터 역시 중간자 공격을 사용하면 HTTPS를 복호

화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영

향을 준다. 그림 5의 중간자 공격을 통한 노출과

마찬가지로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메타데이

터도 노출이 된다. 이 메타데이터 또한 HTTPS로

전송하는데 이 또한 노출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메타데이터에서는 HTTPS로 전송되었음에도 음

원 제목, 아티스트 정보 등 음원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 옥텟 스트림을 사용한 음원 전송 패킷

Fig. 6. Music packet using octet-stream

또한 여러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CDN 서

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octet-stream의 형태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

반적으로 MP3 파일을 나눠 보내는 스트리밍 방식

과 달리 사용자가 음원 파일을 직접적으로 다운로

드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간단한 디코딩

방법으로 음원을 완성하여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서버와 HTTPS로 지속적으로 통신하

고 octet-stream으로 음원 파일을 받는다.

4. 음원 및 메타데이터 노출 결과

표 1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과 메타데이

터 노출 결과이다. 먼저 음원 노출은 패킷 스니핑

방식으로는 6개의 음원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을 확

인하였다. 또한 중간자 공격 방식으로는 추가로 5개

의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메

타데이터의 노출은 패킷 스니핑에서 13개의 서비스

에서 일어난다. 추가로 중간자 공격에서는 추가로 6

개의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발생한다. 국

내외 19개의 사이트에서 19개의 사이트 모두 메타

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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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음원 노출 방지 방안

음원 보호방법 실태를 알기 위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 보호 방법을 적용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2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서 음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그 수이

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보호 기법은

크게 2가지로 HTTPS와 DRM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음원 서비스 자체에서 음원 파일에 DRM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다른 음악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7에

서 다른 음원이 노출되는 서비스처럼 MP3파일이

2) https://www.melon.com/

3) http://www.genie.co.kr/

4) http://www.mnet.com/chart/TOP100/

5) https://music.naver.com/

6) https://music.bugs.co.kr/

7) http://www.ollehmusic.com/

8) https://www.apple,com/kr/apple-music/

9) https://www.spotify.com

10) https://soundcloud.com/

11) https://tunein.com/

12) https://www.last.fm/

13) https://www.accuradio.com

14) http://music.baidu.com

15) https://play.google.com/music/listen

16) https://www.pandora.com

17) https://www.deezer.com

18) https://y.qq.com/

19) https://music.line.me/trend

20) https://www.iheart.com/

아닌 DRM이 적용된 파일인 MP2T파일로 전송한

다. 이로써 전용 플레이어가 아니면 음원을 재생할

수 없게 하여 음원 유출을 막는다.

그림 7. DRM이 적용된 음원 패킷 캡쳐

Fig. 7. DRM-applied music streaming packet capture

그러나 위의 방법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은

보호할 수 있지만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막지 못한

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노출은 사용자의 행동분석

을 하는 데에 지표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원 노출만

이 아니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험 환경을 구

성하여 음원 스트리밍에서 노출을 실험하였다. 서버

에서 HTTPS 환경과 인증서 고정 방식이 적용된

환경을 구성하고 중간자 공격을 실행 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 정도를 실험하였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음원 스트리밍의 보안을 테

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보여준다. 실험은 Nexus 5x

에서 안드로이드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TTPS, DRM 인증서 고정 방식 3가지 단계로 진

행한다. 스트리밍 서버에서 HTTP, HTTPS 인증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패킷 스니핑 중간자 공격 패킷 스니핑 중간자 공격

서비스 갯수 6 : B, C, E, K, N, P 5 : G, J, O, Q, S

13 : A2), B3), C4), D5),

E6), F7), H8), I9), K10),

L11), M12), N13), P14)

6 : G15), J16), O17),

Q18), R19), S20)

서비스 합계 11 19

표 1. 음원과 메타데이터 노출 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music and metadata exposure anaysis result

음원 보호

방법
HTTPS DRM 인증서 고정

서비스 갯수 12 3 0

표 2.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음원 노출 방지 방법

Table 2. Preventing music exposure in music stream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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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음원 스트리밍 보호 실험 요약

Fig. 8. Summary of music streamign protection

고정 방법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HTTPS의 실험 환경에서 음원에 DRM 방

식으로 음원을 보호하여 음원 파일을 전송하는 방

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한다. 캡쳐된 패킷에서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났는지 분석하여

안전한 음원 스트리밍 방법을 도출한다.

표 3은 음원 스트리밍 보호 방법 실험 결과를 요

약한 것이다. 먼저 HTTP 환경에서는 패킷 스니핑

방법과 중간자 공격에서 모두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있어 음원과 메타데이터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HTTPS의 환경에서의 실험이다. 그림 9

는 HTTPS에서의 음원과 메타데이터 전송을 나타낸

것이다. HTTPS 환경에서는 음원과 메타데이터 전송

과정을 암호화 전송하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보호 방법으로 패킷 스니핑 방식에서는

음원과 메타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아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패킷의 복호화를 진행하는 중간자 공격에

서는 앞선 스트리밍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음원과

메타데이터 모두 노출이 되었다. 이에 따라 HTTPS

만으로 스트리밍 보안을 하면 취약함을 보인다.

그림 9. HTTPS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9. Music streaming over HTTPS

그림 10. DRM 방법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10. Music streaming in DRM

세 번째로 HTTPS 환경에서 음원에 DRM 방식

을 적용하여 음원 스트리밍을 진행한 결과이다.

HTTPS로 전송하는 음원에 DRM 방식을 사용하여

본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음원이 재생되게 하였다. 그

림 10은 DRM방식에서의 음원 스트리밍 과정이다.

DRM방식에서 서버는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 사용

자가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가

맞을 시 음원파일의 URI를 전송한다. 서버는 사용

자를 검증하여 음원이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재

생 할 수 없게 한다. DRM 방식은 HTTPS와 마찬

가지로 패킷 스니핑 방식에서 보호 효과가 있고 중

HTTP HTTPS DRM 인증서 고정

노출 테스트

방법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음원 노출

메타데이터

노출

패킷 스니핑 O O X X X X X X

중간자 공격 O O O O X O X X

표 3. 음원 및 메타데이터 보호방법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 of music and metadata pro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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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 공격에서도 DRM이 적용된 음원과 메타데이

터의 노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DRM이 적용된 음원

은 재생할 수 없었다.

그림 11. 인증서 고정 방법에서 음원 스트리밍 과정

Fig. 11. Music streaming over certificate pinning

마지막으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적용한 서버에서

중간자 공격을 실행하였다. 그림 11은 인증서 고정

방법 실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인증서 고정 방

법은 서버의 인증서가 미리 구성된 서버의 인증서

와 일치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끊는 방

식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아니면 데이터의 전송을

막는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인증서 고정 방법은

HTTPS와 마찬가지로 패킷 스니핑에서는 음원의 노

출이 없었다. 또한 요구한 인증서와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는 중간자 공격을 무력화하여 패킷을 복호화

하지 못하게 하여 음원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 모

두 노출이 되지 않게 하였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에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

용하지 않아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난다.

음원 스트리밍에서 인증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

음원과 메타데이터를 전송하면 음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인증서 고정 방법을

적용한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면 안전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원 재생 과정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캡처하여 외

부로 노출되는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국내외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원 노출과

음원의 메타데이터가 노출되고 있었고 이는 사용자

의 소비패턴 및 개인 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HTTPS를 사용하여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이는 중간자 공격를 사용하면

쉽게 공격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octet-stream을 통한

전송, DRM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메타데이터의 노출까지는 막지 못하였다. 우리는 메

타데이터의 노출까지 막기 위해 서버에 인증서 고

정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중간자 공격을 통해서 음

원과 메타데이터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로 더욱 확산 될 것이다. 이런 변

화에 음원과 메타데이터 등 미디어의 노출을 방지

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음원 스

트리밍 서비스 인증서 고정 방법이라는 보안 기법

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의 보안을 적용 해보았다. 이

는 음원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서비

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미디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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