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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 및 UCC(User Created Contents)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

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문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불법복제나 무료배

포행위 이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UCC 제작자의 창작의지 를 저해하여 웹 2.0 시대의 

중심인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방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매 시스템 과 경매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중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모바일 상에서 경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경매거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시스템의 성능 분석 결과 주요 경매프로

세스는 성능 분석 과정을 통하여 Θ(logN) 의 정수 배(m)의 시간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임을 소개하고 

사용자나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보인다. 

 

1. 서론 

최근 모바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PC 에서만 처 

리 가능 하던 많은 일들이 이동 중에도 처리하게 되

었다. 특히 UCC 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활성화 

되며 사람들 은 자신의 콘텐츠를 쉬운 방식으로 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UCC 의 형태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으로 다양한 양식의 콘텐츠들을 포

함한다. UCC 의 대표적인 예 는 mp3 파일, 개인이 제

작한 여러 장르의 동영상, 레포트,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는 무단 불법 

복제나 배포 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현상은 멀티미

디어 콘텐츠 창작 의지를 저해하여, 전자상거래 (e-

business)의 발전을 방해한다. 현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의 대표적인 거래 방식은 일부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사진 콘텐츠를 개인이나 기업이 콘텐츠 소

유자가 기정해 놓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정당한 가격이 결정되지 않

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매를 제안한다. 경매는 매도

물의 가격이 일정 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

쟁 입찰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을 유도 할 수 있는 좋

은 거래 방식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중고는 유형

의 물류가 아니므로 항상 새것이라는 장점이다. 둘째, 

모바일 상에서 광속의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의 

빠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의지를 높이며, 누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생

산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유형의 물류가 아니기 때문에 도난 및 유실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및 보안을 위하여 다양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1] 및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2]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매는 디지털 미디어의 저작권보 

호를 위하여 DRM과 PKI 방식을 경매 서버와 연동하

여 유통 하므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문제

[3][4]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매

시스템, "Ubi Auction"을 제안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공헌을 제  시한다.  

 

•  첫째,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중고

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재판매

를 가능 하게 한다 

•  둘째, 모바일 상에서 경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UbiAuction 의 가장 큰 특

징은 모바 일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경매가 가능하다 

는 점이다.  

•  셋째,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경매거래 프로세스

를 새롭게 제안한다. 가격 형성 방식이 모호한 무형

의 디지털 창작 물의 가격이 적절하게 설정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이 경매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모바일 경매시스템을 구현하고, 시

스템의 처리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36 

일 경매시스템을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 위에서 구현 

하였으며, 주요 경매 프로세스에서 소요되는 수행속

도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는 모바일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은 관련 연구

로서 유사 연구와 상용 시스템을 UbiAuction 과 비교 

한다. 제 3 장은 본론으로서 제안하는 UbiAuction 의 

시스템 구조와 경매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4 장

은 구현으로서 시스템 개발환경, 서버의 데이터베이

스 구조, 모바일 클라이언트의 구현방법을 설명하고, 

모바일 인터페이스 구현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논문과 유사한 연구들과 몇 가지 

모바일 경매 상용 시스템들을 비교하고 UbiAuction 의 

차별성을 보인다. 참고자료[5]는 온라인 P2P(Peer-to- 

Peer)경매의 우수성을 증명한 논문이다. 논문의 결과

에 따르면 P2P 방식 경매는 경매품의 평준가격이 설

정되는데 중앙집중식 경매방식보다 뚜렷하게 높은 성

능을 보인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경매의 대

상을 물류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본 논문과 차별된다. 

UbiAuction 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멀티미

디어 콘텐츠의 경매에 온라인 P2P 경매 방식을 적용

하였다. 

대표적인 상용 시스템은 엠플온라인[6]과 중앙포토 

[7], 연합포토[8]가 있다. 이들은 다른 뉴스 사이트, 또

는 개인을 상대로 하여 사진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

러나 단순히 사진 콘텐츠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으

며, 거래의 방식도 콘텐츠 소유자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콘텐츠 가격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PC 상 

에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

템인 모바일 환경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매와는 구

분된다. 

 

3. 모바일 멀티미디어 경매 시스템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바일 

멀티미디어 경매 시스템 구조 와 경매거래 프로세스

에 대해 설명한다.. 

 

3.1 시스템 구조 

 

본 절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매 시스템 구조 

와 콘텐츠 거래 방식을 설명한다. 제안 하는 경매 시

스템은 모바일 클라이언트(Mobile Client)와 디지털 콘

텐츠 백업 스토리지 서버(DCBSS), 콘텐츠 서비스 시

스템(Contents Service System),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 

매 서버(Multimedia Cont ents Auction Server), 멀티미디

어콘텐츠 관리 시스템(Multimedia Contents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콘텐츠 전송 방식은 P2P [9][10] 

방식이다. 디지털 콘텐츠 백업 스토리지 서버(Digital 

Contents Backup Storage Server)란 디지털 콘텐츠 거래

의 세부 정보들이 저장되는 서버이며 DCBSS 로 줄여

서 표기한다. DCBSS 는 시스템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모바일 단말기의 작은 메모리에 저장될 

수 없는 대용량 콘텐츠들을 DCBSS에 저장한다. 클라

이언트는 단말기에 대용량 콘텐츠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며 DCBSS 에 저장된 콘텐츠를 스트리밍으 로 전송 

받을 수 있다. 둘째, 단말기 의 분실 시 경매거래 정

보 가 저장 되어 있으므로 콘텐츠의 분실을 방지 한

다. 그림 1 은 UbiAuction 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매 

시스템 구조도이다. 

 

(그림 1) 멀티미디어 경매 시스템 구조도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를 위한 DRM [11]서버, KMID(Korea Music ID)서버, 

Watermark서버, FingerPrint서버[12], PKI[13][ 14]서버로 

구성된다.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거래 시 콘

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PKI

는 본 시스템에서 보안 방식으로 사용하였다[15]. 콘

텐츠 서비스 시스템(Contents Service System) 은 멀티미

디어 콘텐츠와 고객 정보, 과금 정보를 관리한다.  

그림 2 는 모바일 단말기와 디지털 콘텐츠 백업 스

토리지 서버간의 콘텐츠 송수신 구조를 보인다. 

 

(그림 2) 모바일 단말기 구조도 

 

콘텐츠의 전송은 보안에이전트와 전송 에이전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안 에이전트는 콘텐츠가 거래

될 때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처리를 한다. 콘텐츠 는 

판매 시 PKI 방식으로 암호화 처리되며 구매자 측에

서 암호를 풀 경우만 응용(applications)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전송에이전트는 단말기간의 또는 디지

털 콘텐츠 백업 스토리지 서버 와 단말 기간의 콘텐

츠 전송 기능을 한다. 저작권과 잔여 사용 횟수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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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모바일 IP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 된다. 모바일 IP 네트워크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

용자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모바일 IP 프로토콜을 설

계하여 가능하게 된 통신 방법 이다[16]. 

 

3.2 모바일 멀티미디어 경매 프로세스 

 

콘텐츠 거래방식은 재판매, 직거래, 경매거래로 나

뉜다. 구입했던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자

신의 중고 콘텐츠를 경매 서버에 등록하여 재판매 가

능하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처리가 된 후에 거래 

된다. 결재는 과금 DB 서버와 연동되며 이루어진다.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결제가 이루 어진 이후에 콘

텐츠 관리 감독 시스템의 DRM 서버에 의하 여 구매

자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17]. 

콘텐츠의 사용이력이 조회되고, 잔여 사용 권리가 분

석 되며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 승인 판정이 이루어

지면 디지털 콘텐츠가 결재[18][19]되고 구매 된다.  

  

4. 구현 

본 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개발환경과 서버, 클

라이언트의 구현을 설명하고 실제 실행 화면을 보인

다.  

 

4.1 시스템 환경 

 

서버는 Microsoft Windows XP기반에 RAM 512 MB, 

하드디스크는 60GB 인 PC 와 데이터베이스서버, 웹 

서버로 구성된다.테스트 단말기는 삼성 AnyCal l SPH-

V8900모델이고,LCD 사이즈는 240*320pixel이다 

 

4.2 서버 구현 

 

시스템의 서버는 두 가지 종류로서 아파치 웹 서버 

와 JAVA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이다.  

데이터베이스 에는 총 17 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

테이블들은 크게 경매거래, 회원관리, 콘텐츠 등록의 

세 가지 프로세스와 관련 하여 이용된다.  

첫째, 경매 거래 프로세스에 관련된 테이블들이다. 

경매거래와 관련한 P_AUCTION 테이블, V_AUCTION

테이블, P_PART_AUC 테이블, V_PART_AUC 테이블, 

P_SUC_BID 테 이블, V_SUC_BID 테이블, P_BUY 테이

블, V_BUY 테이 블이다. P_AU CTION 테이블과 V_A 

UCTION 테이블은 현재 경매 중인 사진 콘텐츠들과 

동영상 콘텐츠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만일 콘텐

츠의 경매 종료 시간이 지나면, 사진과 동영상의 종

류에 따라 위 의 테이블들에서 자동 삭제된다.  

 둘째, 회원 관리와 관련된 테이블은 BUSINESS 테

이블과 MEMBER 테이블이다. 일반회원은 MEMBER

테이블 에 속하게 되고, 기업회원은 BUSINESS 테이

블에 속하게 된다. 

 셋째, 회원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테이블이다. 경매 

시스템에서는 판매자의 신용 정보가 구매자에게 중요

한 정 보이기 때문에 신용정보는 GRADE_TYPE 테이

블과 MEM BER_GRADE 테이블에 유지된다. 

 넷째,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의 카테고리 정보에 관

련된 테이블이다. 콘텐츠들은 카테고리 별로 구분되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UbiAuction의 테스트 데

이터베이스는 상용화된 데이터 예제가 없기 때문에 

가공적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이를 위해 4.4 절에서

는 랜덤 데이터를 발생시켜 구성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4.3 클라이언트 구현 

 

본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따

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바일 브라우저 

기 반의 클라이언트이고, 다른 하나는 WIPI기반 클라

이언트이다. 전자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 한다. 후자는 사용자

가 WIPI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버에 어플리케이션

을 요청하여 단말 기로 다운받아 실행시키고, 소켓기

반의 통신을 통해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모바일 경매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매매를 위하여 콘텐츠를 등록

하거나 구매에 성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WIPI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 WIPI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이동 통신 사 KTF 의 WIPI 애

뮬레이터에서 개발 하여 컴파일 한 후 모바일 클라이

언트 단말기에 탑재되기 위하여 크로스-컴파일(Cross-

Compile)방식으로 재 컴파일 된다.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 구현은 다음과 같다. 그

림 3의 (a)는 UbiAuction의 메인 화면이다. 3 의 (b)는 

사진을 경매에 등록 중인 상태이다. 그림 3 의 (c)는 

사진 콘텐츠가 경매 서버에 등록되기 이전에 DR M

을 검증 중인 상태이다. 그림 3 의（d)는 경매 서버에 

사진 등록이 성공한 상태이다.  

    
(a)       (b)       (c)        (d) 

(a) 메인화면 (b) 사진 등록 과정(c) DRM 검증 과정  

(d) 사진 등록 성공  

(그림 3) 사진 콘텐츠 경매 등록  

 

그림 4 의 (a)는 사진 콘텐츠의 입찰 또는 즉시구 매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입찰을 선택하면 그

림 4 의 (b)와 같이 희망 입찰가를 입력한다. 입찰 가

격이 적 정하면 입찰에 성공한다. 그림 4 의 (c)는 입

찰에 성공한 상태이다. 경매가 낙찰된 후 구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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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의 (d)와 같이 구매에 성공한다. 

 
(a)       (b)       (c)        (d) 

(a) 사진입찰 시작 (b) 희망 입찰가격 입력 

(c) 입찰 성공 (d) 구매 성공  

(그림 4) 사진 콘텐츠 입찰 및 구매 과정 

 

5. 결론 

본 논문은 최초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중고의 개

념을 도입하여 재판매 가능하도록 하였고, 콘텐츠를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하여 유통 방법으로는 경

매를 선택하였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경매가 가능

하도록 새로운 단말기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 분석 과정을 통

하여 Θ(logN)의 정수배(m)의 시간을 사용하는 알고리

즘임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UCC 개념은 콘텐츠를 아

무런 수익 없이 웹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UbiAuction 은 유용한 콘텐츠의 제작자에게는 적

절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무형의 콘텐츠를 이용

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안한 콘텐츠 거래 시스템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경매 

시스템은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UbiAuction 은 향후 멀티미디어 콘텐츠 거래의 

흐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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