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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휴 폰을 이용한 무선데이터의 송환경에서 사용자는 무선Web을 통해 받은 데이터들을 개인의 휴

폰에 장한다.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들은 DRM기술을 통해 작권을 보호한다[1]. 이러한 DRM기

술은 콘텐츠와 작권을 가진 회사의 업이익을 보호하는 반면, 사용자의 인 부담을 안겨주는 

양면성을 가진다. 

 본 제안서에서는 통합 환경의 DATA 메신 를 제안하여 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방지하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선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이동통신 환경은 음성과 속데이터의 송이 

가능한 2G(2세  이동통신)에서 WCDMA기술에서 발 시

킨 HSDPA기술을 이용한 3G이동통신으로 이동하여 고품

질 상통화  고화질 콘텐츠를 고속으로 송받을 수 있

도록 변화하고 있다[2][3]. 

(a)미국 이동통신시장의 음성∙데이터 ARPU 추이(2004.3 ~ 

2008)

(b)일본 모바일 콘텐츠 시장(2004~2007)

출처 :KT경 연구소

(c)국내 무선데이터 통신매출 망

(그림 1) 한국, 일본, 미국의 데이터시장 황

 (그림 1)은 한국, 일본, 미국의 이동통신시장 황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데이터서비스  모바일콘텐

츠의 호황에 비했을  때 조 이다[4]. 이는 경기침체

에 따른 소비자부담이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CAS와 DRM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이면서 데이터통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

로 통합DATA Messenger를 제안한다.

2. 에이 트 개발도구의 요구사항

  ⑴ Conditional Access System(CAS)

 CAS는 방송 서비스에 한 시청료 납부, 수신 지역, 수

신 등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6]. IPTV 등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수신자격을 가진 사

용자만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CAS의 메커니즘은 

오디오나 비디오 일을 암호화하고 사용자는 수신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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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기 해 필요한 복호화 키를 이용하여  해당 콘텐

츠들을 복호화 한다.

 ⑵ Digital Right Management(DRM)

*출처 : SK Telecom

(그림 2) DRM 시스템 구성도

 DRM은 CAS와는 다르게 콘텐츠 일 자체의 암호화를 

통해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DRM은 (그림 2)과 같이 인증기 , 콘텐츠 공 자, 

USER, Clearing House로 구성된다. 출 업자로부터 작

물을 구매한 분배업자는 작물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분배하고 사용자는 액을 결제한 후 라이선스를 발 받

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3. 제안하는 메커니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실물경제의 악화로 무선데이터이용

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기 하기 보단 경기침체에 따른 

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단말기를 이용한 데이터통신 방법은 두 가지다. 단말기를 

통해 무선인터넷에 속하는 방법과 단말기간 외선통신

이 그것이다. 그  무선인터넷 속은 데이터요  부과로 

경제 이지 못하다. 따라서 외선통신을 활용하여 무선인

터넷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간의 외선통신은 

제조사 간의 통신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안하는 통합DATA Messenger를 통하

여 해결할 수 있다. 제안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

째, CAS기술을 활용하여 통합DATA Messenger를 단말

기에 설치하고 통신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DRM기술을 

활용하여 통합DATA Messenger가 설치된 단말기에서만 

콘텐츠복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CAS기술을 활용하 을 경우 사용자는 A은행의 인증서

를 B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듯이 제조사에 계없이  휴

폰에 설치된 통합DATA Messenger를 이용하여 외선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다. 

 DRM기술을 활용하 을 경우 콘텐츠의 복사는 통합

DATA Messenger를 이용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 인

터넷 뱅킹 시 인증서 복사는 발 받은 은행의 인증서 리 

메뉴를 통해서만 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다. 즉, 일반 인 

일복사(Ctrl+c)로는 인증서를 복사할 수 없듯이 통합

DATA Messenger는 불법복제를 방지한다. 사용자는 통

합 DATA Messenger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요 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작권료만 지불하여 부담을 일 수 

있다. 요컨  통합 DATA Messenger는 콘텐츠에 한 이

용권한을 조 하고 작권을 보호하여 휴 폰간 외선통

신의 콘텐츠 공유를 허용함을 말한다.  

4. 결   론

  통합DATA Messenger는 사용자의 부담을 이면서 콘

텐츠를 보호하는 효과 인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

 무선Web 속을 활발하게 하여 통신사의 매출증 도 

기 할 수 있다. 따라서 휴 폰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의 활

성화를 해 통합 DATA Messenger의 도입을 제안하면

서 이번 제안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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