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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 폰, MP3 이어 등의 모바일 기기가 일반화되고 SoC(System-on-a-Chip) 기술이 발 하면서 

모바일 콘텐츠의 이용  모바일 DRM(디지털 작권 리)에 한 심이 증가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한정된 컴퓨  자원으로 인해 큰 멀티미디어 일에 한 암호화 연산의 오버헤드가 크며 그에 

따른 력 에 지 소모 한 큰 부담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상 데이터의 요도 

 자원의 상태에 따라 에 지 소모를 일 수 있는 응형 암호화 기법에 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주요 방법으로, 가의 콘텐츠에 해서는 부분 암호화 기법 용, 간 가격 일에 한 다  암호 

방식의 용, 모바일 기기의 사양에 따라 서로 다른 암호화 기법의 용, 통신 상태나 배터리 용량에 

따른 암호화 기법의 용 등이 있다. 

1. 서론 

   

   최근에 PDA, 휴 폰, MP3 이어 등 모바일 휴  

기기가 매우 일반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모바일 단말

기를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contents)를 더욱 더 많

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서 디지

털 콘텐츠 지  재산권을 리하기 한 모바일 디지털 

작권 리(Mobile Digital Rights Management, 즉 

Mobile DRM)가 요해지고 있으며, OMA(Open Mobile 

Alliance) DRM  마이크로소 트사의 도우 미디어 

DRM과 같은 표 이 제시되고 있다[1, 2, 3]. 

   DRM에서는 콘텐츠를 보호하기 해 콘텐츠 일을 

암호화한 다음 배포하며, 법한 사용자에게만 복호화 키

를 달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선 환경의 

DRM과 같이 모바일 DRM 표 의 경우에도 콘텐츠 암호

화를 해 칭형 블록 암호 방식인 AES 카운터(CTR) 모

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유선 환경과 달리,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CPU 처리, 메

모리 공간, 배터리 워 등과 같은 계산 자원들 면에서 매

우 제한 이다. 이에 반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일의 경

우 데이터 용량이 매우 크며, 암ㆍ복호화 연산은 계산 

심 으로 큰 에 지를 소모시킨다.

   이에 CPU 처리율(throughput)과 에 지 소모량 면에

서 무선 환경에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인 AES와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인 RC4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5, 6].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데이터의 양이 90바이트 

이하일 경우에는 AES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90바이트 

과할 경우에는 RC4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5, 

6]. 그러나 안 도 면에서 RC4는 보안 취약성

(vulnerability)을 가진다[8].

   한편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암호화의 부담을 덜기 

해 선택  암호화(selection encryption)가 연구되었다. 선

택  암호화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일부분을 암호화하거

나 변형시켜, 만일 정상 으로 복호화하지 않고 재생할 경

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품질을 시청하기에 합하지 않

도록 만드는 기법이다[9, 10, 11].

   본 논문에서는 자원의 상태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요도에 따라 응력 있게 콘텐츠  통신 패킷을 암호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주어진 상황정보(context 

information)에 따라 유연하게 디지털 콘텐츠 일과 패킷

을 암호화 는 복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휴 폰 벨소리, MP3 일, 비디오 클립 등의 멀티미디

어 일의 크기는 작게는 200KB이고 크게는 700MB로 텍

스트 일에 비해 크기가 매우 크다. 이처럼 큰 일을 휴

 단말기에서 AES( 칭키 암호화 방식의 표 으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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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기법)로 암ㆍ복호화를 수행하는 것은 에 지 소모 

면에서 매우 오버헤드를 유발시킬 수 있다[5, 6].

   멀티미디어 일에 한 선택  암호화의 경우, 암호화

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암호화된 부분의 데이터에 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보안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한 

부분의 선택  암호화 기법은 멀티미디어 일 압축 방

식의 특성을 이용하므로 멀티미디어 일 압축과 암호화

가 서로 연 되어 있다. 때문에 멀티미디어 일 압축과 

암호화를 다른 계층으로 보면서 독립 으로 보안 기법을 

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9, 10, 11].

   상황인지(context-awareness) 기반의 시스템 모델에서 

심이 되는 상황 정보는 치(location)나 시간(time) 등

이다[8, 1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암호화할 데이터

의 크기  요도(가격), 모바일 기기의 사양, 통신 상태 

등을 상황 정보로 활용한다.

그림 1 OMA DRM

3. 모바일 환경에서 응력있는 암호화 모델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델은 무선 환경의 클라

이언트-서버 모델이며, 서버(콘텐츠 유통 서버 는 콘텐

츠 발행자 시스템)의 계산 자원은 무한 에 가깝다고 보

며 클라이언트(소비자, 가입자)는 계산 능력  배터리 용

량이 제한된 모바일 단말기이다. 세부 인 시스템 구조는 

OMA DRM 모델에 따른다.

   주어진 환경에서 에 지 소모를 이고, 한 보안 

강도를 제공하며, 임의 데이터 블록에 한 랜덤 근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일 암호화 기법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한, 여기서 고려하는 멀티미디어 

일들은 크기가 커고 가이며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에 민감하다. 주안 은 데이터 암호화 

방식이며, 암ㆍ복호화 키 분배  리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상황정보에 따라 응력이 있게 

수행되는 암호화 방식을 제안한다. 여기서 상황정보란 소

비자 휴  단말기의 모델/사양, 디지털콘텐츠의 가격/

요도 는 크기, 통신(네트워크) 상태 등을 의미한다. 휴

폰  MP3 이어, PMP 등과 같은 이동 단말기의 경

우 데스크톱 PC에 비해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 배터리 소

모에 해 매우 민감함으로 경량 암호화 방식이 좋다.

  콘텐츠 일이나 통신 패킷의 내용이 비 (top secret 

는 secret)로 분류되었거나, 는 암호화할 데이터 크기

가 200KB 이하일 경우, 는 가격이 10,000원 이상일 경

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상용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안 한 

AES 알고리즘이나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그 로, 

OMA DRM에서 권리 객체(right object)는 클라이언트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배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황인식 기반의 암ㆍ복호화 기

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상황정보에 기반한 암호화 기법

3.1 부분 암호화 방식

   이 방식은 멀티미디어 일의 크기가 200KB 이상이고, 

가격이 1,000원이하인 콘텐츠에 해 용한다. 상 일

의 크기  가격은 조정 가능하다.

   이 기법은 암호화 시에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분은 암호

화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래 로 평문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커다란 디지털콘텐츠 일 체를 암호화하면 

계산 부하가 크므로 일의 특정부분만을 암호화하여 계

산량과 에 지 사용량을 약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으로, 멀티미디어 일을 임(일정크기로 1 간 재생할 

수 있는 분량의 크기) 단 로 분할하여, 짝수 번째 임

들(0번, 2번, 4번등의 임)은 암호화하고 홀수 번째 

임들(1번, 3번, 5번등의 임)은 암호화하지 않고 그

로 두는 방식이 그 이다. 이 경우, 불법 사용자가 재생

할 경우에는 1  재생한 후 1  재생 불가 과정이 반복되

어 시청각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임의 크기

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콘텐츠 일의 헤더 부분만 암호화하

고 나머지는 그 로 유지하는 방법을 용할 수도 있다. 

부분의 멀티미디어 일의 경우 헤더부분에 주요 정보

가 있어 헤더만 암호화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디지털콘텐

츠 보호 효과가 있다. 만약, 멀티미디어 일의 경우 간 

간에 임 헤더가 존재한다면 각 임 헤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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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하는 방법을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안하는 “부분 암호화 기법”은 기존의 “선택  암호

화”와 유사하나, 일 압축과도 독립 으로 암호화를 수행

한다는 (구 이 용이하며, 이식성이 향상)과 어떤 경우

에는 콘텐츠 일의 헤더 부분만 암호화한다는 (암ㆍ복

호화되는 부분이 더 음)에서 차이가 있다.

3.2 다  코딩 방식을 용한 일 체 암호화

   이 기법은 디지털 콘텐츠 일 체를 암호화하는 것

으로, 멀티미디어 일의 크기가 500KB 이상이고, 가격이 

1,000원~10,000원인 콘텐츠에 해 용된다. 상 일의 

크기  가격은 조정 가능하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한 디지털콘텐츠 일 체를 

암호화하기 해 하나의 암호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디지털콘텐츠 일에 여러 방식의 암호화 알고

리즘들을 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상용 DRM 제품의 

경우 디지털콘텐츠를 AES로 암호화하여 배포 리하는 

것이 일반 이다. AES의 경우 안 하기는 하지만 큰 데이

터의 경우 에 지 소모량이 커서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용하기에 문제 이 있다. 

   본 기법의 주요 개념은, 암호화 시 디지털콘텐츠 일

의 일부분은 안 한 블록 암호화(AES, Triple DES 등)를 

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산량이 은 경량 암호화(RC4

와 같은 스트림 암호화, DES 등)를 용하자는 것이다.

   즉, 한 디지털콘텐츠 일의 일부분은 AES를 용하여 

안 도를 높이고, 나머지 부분은 RC4를 용하여 에 지 

소모를 이고자 하는 방식이다. 로서 디지털콘텐츠 

일을 임 단 로 분할하여 매 3번째 임은 AES 블

록 암호화를 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RC4 스트림 암호화

[12]를 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디지털콘텐츠 일의 

1/3은 안 한 블록 암호화, 2/3는 경량 암호화 방식을 

용한 후 유통된다. 

3.3 상황 정보 기반의 일 암호화 방식

   본 방식에서는 휴  단말기 사양(CPU 유형1), 메모리 

용량 등), 콘텐츠의 요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 

암호화 방식을 제안한다.

  먼  휴  단말기가 최신 모델(성능이 좋은 CPU, 큰 메

모리, 네트워크 로세서나 디지털 신호 로세서 장착)인 

경우에는 AES와 같은 안 한 블록 암호화 방식으로 디지

털콘텐츠를 체 암호화한다.

  단말기 사양이 구형 모델일 경우에는 계산량  배터리 

소모가 게 부분 암호화, 는 다  코딩 방식을 용한 

일 체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암호화

하여 배포  리한다. 

  매우 요한 디지털콘텐츠( 로 기 사항이나 고가의 

1) 휴대폰의 경우, 구형 모델의 경우에는 CPU로 ARM 7 이하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모델의 경우에

는 CPU로 ARM 9 이상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정보를 포함한 PDF 문서 일)의 경우에는 단말기 사양에 

무 하게 AES와 같은 안 한 블록 암호화 방식으로 일 

체를 암호화 하여 배포  리한다.

  디지털콘텐츠의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 즉 가의 휴

폰 벨소리, MP3 등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도 부분 암

호화, 는 다  코딩 방식을 용한 암호화 등의 방법으

로 디지털콘텐츠를 인코딩하여 배포  리한다.

3.4 상황 정보 기반의 데이터 패킷 암호화 방식

  본 방식에서는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 통신 상태, 데이

터 통신 패킷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른 패킷 암호화 방식을 

제안한다.

  무선 통신 시에 패킷 암호화에 사용되는 기본 암호화 

알고리즘은 AES이다. 한 데이터 패킷의 크기가 90바이

트 이내일 경우에도 항상 AES를 사용하여 암호화한다. 그

러나 패킷 길이가 90바이트를 과하고 배터리 용량이 어

떤 기 치(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패킷 암호

화 알고리즘으로 에 지 소모가 은 RC4가 용된다.

  통신 상태에 따른 암호화 방식은 치정보를 반 한 방

식으로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안 한 연구실 내부에 치

하는지 아니면 안 하지 않은 개방된 공공장소에 치하

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을 용하는 방식

이다.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안 한 연구실 내부에 치하

여 있다면 패킷은 RC4나 부분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

되어 송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안 하지 않은 공공장소에 치하여 

있다면 패킷은 AES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송된다.

4. 상황 정보의 우선순

 

   본 논문의 3 에서처럼 다양한 상황정보를 고려하다 

보면 상황정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로 3.4

의 경우, 패킷 암호화에서 상 패킷이 200바이트로 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기 치 이하

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안 도를 우선 고려하여 AES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즉, 상황 정보  암호화 방식

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할 데이터의 요도를 분류하여 그 값이 어떤 기

치 이상일 경우에는 AES로 체 암호화를 용한다. 

즉, 안 도와 에 지 소모 면에서 충돌이 생기면 안 도를 

우선 고려하여 암호화 방식을 용한다.

5. 결론  향후 연구

 

  휴 폰, PMP, MP3 등에서 유료 모바일 콘텐츠를 다루

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시스템 구  이슈가 에 지 소모의 

최 화, 한 보안 강도 유지 등이 있다. 휴 폰 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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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일, 비디오 클립 등의 콘텐츠 일은 주요 비  

문서에 비해 요구되는  안 도가 높지 않다. 본 논

문에서는 휴  단말기 상에서 콘텐츠 보호  패킷 암호

화에 한 응력이 있는 암호화 기법을 제안하 다.

  향후에는, 제안한 모델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제로 구

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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