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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화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 이 렴한 반면에 보안이 취약한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도청방지를 해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에 합한 암호 알고

리즘인 RSA, ECC 등을 비교 분석한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 개발시 암호 알고리즘을 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1. 서론

   2010년 국내 IT 시장의 최  화두  하나는 스마트폰

이다. 2008년 이후 일반 휴 폰은 성장이 거의 정체되는 

반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09년 1.8억 에서 2013년 6.5

억 로 격히 증가할 것으로 망되었다[1].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어 리 이션 설

치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요 이 

렴하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화 어 리 이션의 

심이 집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

안에 한 문제 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용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크기나 속도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기반 인터넷 화 어

리 이션 개발에 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 인 알고리즘을 악하고자 하 다.

2. 련연구  

2.1 m-VoIP*

   인터넷 화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

술을 이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을 주고받는 화 서

비스를 일컫는다. 렴한 요 이라는 장 과 기술의 발달

로 PC에서 PC뿐만 아니라 IP 화간의 통화나 IP 화와 

PC간의 통화도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인

터넷 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집 화

의 부분을 차지했던 PSTN 화를 체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유선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화(mVoIP)로 발 하면서 mVoIP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mVoIP에 사업자들의 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 수익성 때문이다. 인터넷 화에서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이 mVoIP이기 때문이

다. 한 mVoIP는 가장 리 보 된 일반 휴 화를 단

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과 셀룰라-Wi-Fi 듀얼모드 단

말 보  등 활성화를 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역시 

mVoIP를 주목받게 하는 이유이다[2].

2.2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란 데이터를 특정한 처리를 통해 공격자가 데이

터를 도청 는 괴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

는 것으로 (그림 1)은 암호화의 기본 개념을 보여 다.

(그림 1) 암호화의 기본 개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고 싶은 보통의 메시지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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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plaintext)이라 하며, 평문을 제3자가 그냥 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암호문(ciphertext)으로 변환시키는 조작을 암

호화(encryption)라고 한다. 역으로 암호문을 본래의 평문

으로 바꾸는 조작을 복호화(decryption)라 한다. 복호화는 

정당한 수신자가 정당한 차를 통해 평문을 복원하는 경

우를 말하며, 부당한 제3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평문을 알

아내는 것을 암호 해독(cryptanalysis)이라 한다. 암호/복

호 알고리즘은 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비 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나 어진다. 미국 표 인 DES(Data 

Encryption Standard)  한국 표 인 SEED는 표 인 

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며, RSA는 표 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다[3].

3. 암호 알고리즘 비교 분석 

3.1 SEED 암호 알고리즘

   SEED 알고리즘은 자상거래, 융, 무선통신 등에서 

송되는 개인정보와 같은 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해 

1999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암호 문가들이 순

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 

칭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비 성을 제공하는 암호시

스템의 요 요소이다. n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란 고

정된 n비트 평문을 같은 길이의 n비트 암호문으로 바꾸는 

함수를 말한다(n비트는 블록 크기). 이러한 변형 과정에 

암/복호키가 작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한다.

   1999년에는 128비트 키를 지원하는 SEED 128을 개발

하 으며, 암호 알고리즘 활용성 강화를 해 2009년 256 

비트 키를 지원하는 SEED 256을 개발하 다[4].

3.2 AES 알고리즘

   미국의 표  알고리즘으로는 DES와 3DES가 있었으나 

이들의 취약 을 보완하여 뒤를 잇는 암호 알고리즘이 바

로 AES이다. AES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의 

약자로 재 미국의 표  암호 알고리즘에 한 공식 명

칭이다. 1997년 미국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AES 선정 계획을 공고

하여 이를 본  세계의 많은 암호학자와 연구소에서 암

호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출하 고, 이후 컨퍼런스를 거쳐 

2000년 10월 Rijndael이 AES로 선정되었다. 2001년 12월 

6일, 미 상무부 장 은 민감하지만 비 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문서들에 AES로서 Rijndael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

는 연방 정보처리 표 , 즉 FIPS 197을 공식 승인하 다. 

   Rijndael은 벨기에의 암호학자인 Joan Daemen과 

Vincent Rijmen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DES와 3DES가 

Feistel network이었던 것과는 달리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하드웨어나 

소 웨어 으로 구 했을 때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특

성을 가진다. 한 구 이 쉽고 메모리를 게 소모하는 

것도 장 이다.

   Rijndael은 암호 알고리즘 분류 상 칭형 암호 알고리

즘이다. 칭형 암호 알고리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Rijndael은 이 에서 Block 암호 알고리즘 방식이며 

128bit 블럭 단 로 암호화를 하고, 사용되는 Key의 사이

즈는 128bit, 192bit, 256bit 등이 있다. 라운드 수는 각각 

10, 12, 14 라운드를 사용하고 각 라운드 마다 SubBytes, 

ShiftRows, MixColumns, AddRoudKey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5]. 

3.3 RSA 알고리즘

   RSA 알고리즘은 1977년 론 리베스트(Ron Rivest)와 

아디 셰미르(Adi Shamir), 오나르드 아델만(Leonard 

Adleman) 등 3명의 수학자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

용하는 인터넷 암호화  인증시스템이다. 3명의 이름 가

운데 첫 자를 모아 붙인 용어이다. 마이크로소 트 

도, 넷스 이  라우 를 비롯해 로터스 등 수백 개의 

소 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하며, 국제표 화기구(ISO)를 비

롯하여, ITU·ANSI·IEEE 등 여러 국제기구에 암호표 으

로 제안되어 있다. 

   RSA 알고리즘은 두 개의 큰 소수(보통 140자리 이상

의 수)를 이용한다. 이 수들의 곱과 추가연산을 통해 하나

는 공개키를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키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두 세트의 수 체계를 유도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개인키의 암호를 해독하려면 슈퍼컴퓨터로도 1만년 이

상이 소요되므로 공개키 암호방식의 명사로서 거의 모

든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계산량이 많은 것이 단

으로 꼽힌다. 비트 수에 따라 다르나 펜티엄  컴퓨터에

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려면 짧게는 20여 , 길게는 

몇 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복호화에도 많은 계산량이 요구

되고 있어 휴 용 단말기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6]. 

3.4 ECC 알고리즘

   Elliptic Curve Cryptosystems의 약어로서 1985년 러

와 코블리츠가 제안한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이다. ECC 알

고리즘은 이산 수에서 사용하는 유한체의 곱셈군을 타원

곡선군으로 치한 암호체계로서 다른 암호체계에 비하여 

짧은 키 사이즈로 등한 안 도를 가지는 것이 큰 장

이다. ECC 알고리즘은 다양한 타원곡선을 활용할 수 있

음에 따라 다양한 암호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며 안 한 암

호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 다른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같은 안 도를 제공하는 데에 더 작은 키 

길이로 가능하다. 한 로 RSA 1024비트 키와 ECC 160

비트 키를 갖는 암호 시스템은 안 도가 같다. 

   무선환경에서 RSA를 사용해 공개키 생성시 소요되는 

시간이 3∼10분이 필요한 반면 ECC를 활용할 경우 1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음에 따라 력의 무선 환경에서

는 ECC 도입이 필수 인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통신 분야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필수 불가결한 원천기술 

임에 따라 안 하고 빠른 속도를 가진 ECC가 IM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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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비롯하여 스마트카드, 스마트폰 등에 표 으로 

용될 망이다[3].

3.5 암호 알고리즘 비교 분석

   재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 환경에 합한 

알고리즘 선택이 필요하다. 도청방지를 해 보안의 강도

도 요하지만, 모바일 시스템인 만큼 알고리즘의 연산이 

무 많거나 암/복호화하는 시간이 길어져 통화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표 1>은 암호 알고리즘의 

큰 분류 기 인 비 키 암호 방식과 공개키 암호 방식을 

비교하 다.

비 키 암호 공개키 암호

암호키의 계 암호키=복호키 암호키!=복호키

암호키 비 공개

복호키 비 비

표 DES, 3DES, AES RSA, ECC

비 키 분배 필요 불필요

비 키 보유수 많음 음

안 한 인증 곤란함 용이함

암/복호 속도 빠름 느림

<표 1 > 비 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비교

   비 키의 경우 암/복호 속도는 빠르지만 비 키 보유

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 인터넷 화 

시스템에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공개키는 암/복호 속

도는 비 키에 비해 느리지만 통화 과정 에 향을 주

는 정도가 아니며 보안의 질이 좋고, 비 키 보유수가 

음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에는 공개키 알고리즘

이 더 합한 것으로 단된다.

 <표 2>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와 ECC의 키 

사이즈를 비교한 것이다.

RSA ECC RSA/ECC

152 bit 106 bit 5 : 1

768 bit 132 bit 6 : 1

1,024 bit 160 bit 7 : 1

2,048 bit 210 bit 10 : 1

21,000 bit 600 bit 35 : 1

<표 2> RSA, ECC 키 사이즈 비교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에 암호 알고리즘을 용할 

시 알고리즘의 연산에 의한 단말의 자원소모 한 요한 

사항이다.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연산이 길어지거나 키의 

길이가 길어 키 생성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통화 처리에 

향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성능의 암호 알고리즘

이라면 비트 수가 은 키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 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화 시스템에 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ECC 알고리즘이 

합하다고 단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기반의 인터넷 화 시스템 개

발에 사용될 암호 알고리즘에 해 비교 분석하 다. 스마

트폰기반 인터넷 화 시스템에 용될 알고리즘은 보안의 

강도가 우수하면서도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무게

가 가벼워야 하며, 일반 인 통화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암/복호화 속도가 빨라야 한다. 재 인터넷 화 시스템에 

용할 수 있는 여러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칼라곱셈을 사용하여 속도가 빠르고, 160

비트 정도의 키 사이즈를 가지고도 1024비트의 RSA 알고

리즘이 갖는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는 ECC 알고리즘이 

합하다고 분석하 다. 향후 스마트폰기반의 인터넷 화 

시스템을 개발할 때 ECC 알고리즘을 용한다면, 시스템

의 여러 측면에서 효율 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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