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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생성된 디지털 컨텐츠가 유, 무선 통신 및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등의 경로를 통해 공개 및 배포됨에 있어 

컨텐츠의 저작권 및 컨텐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과정

에서 컨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컨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본 발명은 특정한 형태의 암호화키를 포함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수신하고, 이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인 고유시

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시스템 정보와 비교하여, 비교 정보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를 재생하며,

이때 수신된 디지털 컨텐츠는 사용자의 시스템 정보에 따라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되고, 디지털 컨텐츠의 재생은 디지

털 컨텐츠의 복호화키를 추출하여 디지털 컨텐츠 중의 특정 자료를 복호화하여 재생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스템에서의 사용만을 허락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디지털 컨텐츠, 시스템 특성, 사용자 고유키, 컨텐츠 보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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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디지털 컨텐츠의 요청 및 배포가 이

루어지는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성을 동작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

할하여 도시한 블록도.

도 3 은 도 2 에서의 컨텐츠 보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4 는 도 3 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사용자 시스템으로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사용자프로그램의 기능을 블록

별로 도시한 블록도.

도 5 는 도 2 에서의 키관리서버의 구성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시한 블록도.

도 6 은 디지털 컨텐츠의 업로드 과정을 도시한 블록도.

도 7 은 도 2 에서의 규칙관리서버의 구성을 기능별로 도시한 블록도.

도 8 은 도 2 에서의 분배관리서버의 구성을 기능별로 도시한 블록도.

도 9 는 사용자 시스템으로 다운로드될 디지털 컨텐츠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다운로드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처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 11 은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컨텐츠 조작 관련 기능제어부의 동작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컨텐츠 관리부(CPM) 20 ... 컨텐츠 제공부

30 ... 지불게이트웨이 40 ... 사용자(CC)

50 ... 컨텐츠 기능제어부(CCR) 100 ... 웹서버

110 ... 키관리서버(KMS) 115 ... 고유키 데이터베이스

120 ... 규칙관리서버(RMS) 130 ... 바인딩부

125 ... 규치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

140 ... 분배관리서버(SDMS) 150 ... 컨텐츠 데이터서버

145 ... 분배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

155 ... 컨텐츠 데이터서버용 데이터베이스

160 ... 워터마킹 서버

165 ... 워터마킹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보안 및 관리를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의 시스템 특성을 이용하여 디지

털 컨텐츠를 보호, 보안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컨텐츠의 디지털화로 이전과 비교하여 원하는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손쉬운 복제와 유통으로 컨텐츠 제공업자와 컨텐츠 제작업자의 영세화를 가속함에 따른 

컨텐츠 보호기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 보안 및 관리하

는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후 DRM 이라 함), 즉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보호된 컨텐츠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 저작권자 및 라이센스 소유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무료/유료 서비스를 위해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로서 DRM (Digital Rights Mana

gement)기술,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객체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와 INDE

CS(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 등이 나름대로의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 확증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기술로서 컨텐츠 내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삽

입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이 컴퓨터나 기타

의 휴대용장치(portable device; PD)에서 재생되는 것을 가로채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컨텐츠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벽하게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컨텐츠 제공업자와 제작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사전에 컨텐츠의 복제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복제 유통된 컨텐츠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사후에 확증해주는 기술로서 채용되고 있다.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식별자로서, 서비스를 유통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식별자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미국 출판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가 단행본에는 ISBN(Inter

national Serial Book Number)을 그리고 정기간행물에는 ISSN(International Serial Series Number)을 부여하면서

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DOI에서는 컨텐츠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치와 독립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DOI 는 다양한 응용과 국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인 식별자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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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다른 정보 식별자와 같이 DOI 는 특정한 응용에 대해서는 독립적이 되어 많은 사용자가 자유롭

게 사용이 가능하다. DOI initiative를 중심으로 1997년도의 기술 미팅이후로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여 활동하고 있으

며, 이-북 포럼(E-book Forum), INDECS 등에서 DOI 표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INDECS 는 DOI 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유럽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적재산권의 네트

웍 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의 프레임웍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INDECS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을 위한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 자체와 상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업무를 서술

하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형적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 모델로부터 메타데이터 표준이 제안되고 

개발되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디지털 워터마킹, DOI, INDECS 은 모두 상기 언급했던 DRM 의 일부로도 볼 수 있으나 최

근에 DRM 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DRM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불법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관리, 과금 서비스 등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DRM의 기능은 크게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사용규칙의 관리, 과금 체계의 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

며, DRM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상이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종합하여 DRM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 컨텐츠는, 생성에서 배포,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컨텐츠의 불법

배포나 불법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보호받게 된다. DRM은 암호 키를 가진 적법한 사용자만

이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유통되어도 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컨텐츠를 보호한다.

즉, 디지털 컨텐츠를 금고에 채워서 사용자에게 열쇠를 주고, 금고를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체계로 생각할 수 있다.

사용자는 컨텐츠를 사용할 때만 키로 금고를 열 수 있으며, 컨텐츠를 직접 다룰 수는 없다. 항상 금고에 채워진 상태로

있으며, 사용 시에만 키를 이용하여 스트림 형태로 내어놓는 형식이다. 사용 규칙의 관리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사용 규칙이란 컨텐츠를 유통하고 사용할 때 각 개인의 사용규칙과 권한을 나타내는 것이며,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사용 규칙은 디지털 컨텐츠의 재분배에 따른 규칙의 추가나 수정 등 자유로운 규

칙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허가된 규칙에 의해서만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과금 체계 관리도 더불어 진행된다. 사실 상기 과금 체계의 관리는 저작권 보호와는 관계없지만, 저작권 보

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성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금과 결

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용자 인증에 따른 금융결재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하여 컨텐츠의 사

용료를 징수한다.

이러한 DRM 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128비트 암호화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DRM 의 암호화 기술의 안정성과 보안성에 따라서 컨텐츠의 저

작권 보호와 관리가 용이하게 되며, DRM 분야에서는 현재, 미국의 인터트러스트사(Intertrust)가 개발한 기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DRM 은 현재 시장에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개발되어 상용되고 있는 DRM 은 그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비대하여 실제로 어떠한 컨텐츠 서

비스 업자가 이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컨텐츠를 실제 구매하여 이를 재생, 플레이함에 있어 이용되는 인증 키(Key)의 관리 문제 등이

전적으로 DRM 서버 제공자 측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컨텐츠도 서버 제공자 측에 등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CP)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측면 그리고 실제 컨텐츠 관리 측면에 있어 

번거로운 측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DRM 의 경우 컨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암호화가 풀렸

을 경우 소스 컨텐츠 (source contents)가 쉽게 유통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컨텐츠 보호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컨텐츠의 관리 및 유통시 보안의 수준

을 향상시킨 통합적인 컨텐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컨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인 고유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한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워터마킹 기술을 바탕으로 컨텐츠의 1차적 보호 및 저작권 인증, 증명 체계를 갖추고 1차적

으로 보호된 컨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배포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저작권 보호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컨텐츠의 불

법적 사용 방지를 위한 브라우저 및 하드웨어 제어 장치를 통해 '통합적인 컨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s Managemen

t System ; 이하 'CMS')' 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 정보로부터 결정되는 고유키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시스템;

복수의 디지털 컨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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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제공요구에 따라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암호화키 및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용규칙을 상기 고유키로 암호

화하여 헤더로써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결합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디지털 저작물)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즉, 디지털 

저작물이 형성되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오프라인 상의 어

떠한 경로를 거쳐 유통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저작물이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생성, 배포, 폐기의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이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 권리를 허가하여 함부로 저작물을 도용, 위조, 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모든 관리 체계를 본 발명에서 제안한

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디지털 컨텐츠의 요청 및 배포가 이

루어지는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1 에서 , 10 은 컨텐츠에 대한 보호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컨텐

츠 관리부(Contents Protection Manager; 이하 'CPM' 이라 함), 20 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

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 라 함; 또는 컨텐츠 제공자 시스템) 또는 컨텐츠 배포자(Contents Distrib

utor; 이하 'CD' 라 함; 컨텐츠 배포자 시스템) 로서 컨텐츠 제공부를 형성한다. 30 은 지불요구에 대한 처리 및 지불

승인과 같은 지불관련 처리를 하는 지불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 40 은 컨텐츠를 구매하는 구매자들(CC: C

ontents Consumer)(사용자)로서 사용자 시스템을 형성하고, 50 은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단말기 및 브라우저 상에서

기능적으로 컨텐츠의 보호와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들을(예를 들면, 메시지 후킹 또는 클립보드 삭제등과 같은 기능) 

제어하는 컨텐츠 기능 제어부(CCR)이다.

상기의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시스템에서, 컨텐츠 제공부(20)에 대하여 본 발명에서는 CP 와 CD 를 구분하지

않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CD 로 칭하여 언 급하기로 한다. 또한 CD(20)측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컨텐츠 배

포자의 측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컨텐츠 배포자는 컨텐츠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컨텐츠의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 제공자일 수도 있다. 이러한 CD 는 컨텐츠를 저장하는 컨텐츠 데이터 베이스와 이 컨텐츠를 CC(40) 측에 제

공하기 위한 파일서버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CD(20)는 CPM(10)를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거나 C

PM(10)와 별도로 외부적으로 인터넷 등의 연결수단을 통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CPM(10)는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인증된 구매자(사용자)로서 대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만 사용 권한을 주

기 위해 후술하는 일정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CPM(10)에서는 사용자등록 과정을 거친 CC(40)로부터 컨텐츠 

요구(contents request)가 있으면, CPM(10)내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용자 인증 및 컨텐츠 암호화를 위한

키 관리 서버(Key Management Server; KMS)(키관리부)를 두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 1 에서는 이 역할이 분리된 상태를 예시하여 설명한다. 먼저, CD(20)에서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저장한다. CPM(1

0)에서는 암호화 키 및 사용자키를 저장 및 관리하고 CC(40)에 제공할 디지털 컨텐츠에 부가할 규칙 등을 관리한다. 

CC(40)는 CPM(10)에 의하여 CD(20)로부터 제공될 CD(20)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컨텐츠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웹(Web) 상에서 또는 오프라인 경로를 통하여 열람하고 (이때 CC(20)에는 웹 상의 홈페이지 상에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CCR(50)이 설치되어 사용자가 컨텐츠를 열람할 수 있게만 하고 

불법적으로 저장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및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 CD(20)로부

터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 인증은 회원 가입시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 등이 가능하다.

상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에 대한 지불과 관련하여, CPM(10)은 지불게이트웨이(30)와 연계하여

각종 사용 가능한 지불조건을 CC(40)에게 제공하고, CC(40)에 의하여 선택된 지불조건에 대한 자료를 지불게이트웨

이(30)로 전송한다. 지불게이트웨이(30)는 지불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지불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불이 승인될 것이라는 신호를 CPM(10)에 전송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지불관련 내역인 빌링 리스트(Billing List)는 CD(20)에게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전송된다.

상기에서와 같이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에 대한 지불 등을 포함하여 CPM(10)에서 CC(40)의 컨텐츠 요구에 대하여 

구매자인 CC(40)에 대한 인증이 CPM(10)과 지불게이트웨이(30)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CD(20)에 의하여 제공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등과 같은 절차를 걸쳐서 받을 수 있다. 1 차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한 사용자A(42)는 사용

자 인증을 거친 후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키를 받아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A(42)가 제 2, 제 3의 비구매 사용자인 사용자B(44) 또는 사용자C(46) 등으로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컨

텐츠를 배포하였을 경우, 사용자A(42)가 구매한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

지만 사용자B(44) 또는 사용자C(46)는 사용자 A(42)가 정식으로 구매한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 이용할 

수는 없다. 디지털 컨텐츠의 재생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그러나 사용자B(44), 사용자C(46)가 해당 디지

털 컨텐츠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용자A(42)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접속 사용자 등록과 함께 사용자 인증을 받고 컨

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련의 절차를 거쳐 획득하여야 한다.

참고로 CCR(50)의 기능은 상기 언급한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구매, 이용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의 열람을 위해 다양한 리스트와 샘플 컨텐츠 등을 업로드(upload)함에 있어 불법 사용자들이 상기 디지털 컨

텐츠를 불법 이용, 무단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CCR(50)에 의한 기능수행은 CD(20) 및CC(4

0)측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자들은 CD(20)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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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들을 열람함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경

우는 CPM(10)에 의하여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만이 CC(40)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CCR(50)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하여는 추후에 설명한다.

CPM(10)의 기본적 기능은,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에서 배포,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배포나 불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고 관련된 컨텐츠의 저작권 등

을 관리 및 보호해 주는 것이다. 암호 키를 가진 적법한 사용자만이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 유통되어도 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컨텐츠를 보호한다.

CC(40)는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할 때만 키를 이용하며, 디지털 컨텐츠는 항상 암호화되어 잠겨진 상태로 존재하고 

사용 시에만 키를 이용하여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때, 제공되는 형태로는 스트리밍(streaming) 형태의 형식

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컨텐츠 배포 및 유통 체계에서는 컨텐츠 사용 관련 규칙은 CPM(10) 측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컨텐츠를 유통하고 사용할 때 각 개인의 사용규칙과 권한을 나타내는 것이며,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사용규칙에 의하여, 디지털 컨텐츠의 재분배에 따른 규칙의 추가나 수정 등 자유로운 

규칙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허가된 규칙에 의해서만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과금 체계의 관리 부분은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작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수익성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이에 근거

하여 과금과 결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 인증에 따른 금융결재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하여 컨

텐츠의 사용료를 징수 및 과금 블록의 인터페이스를 모듈로 붙이도록 설계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의 CPM(10)의 기능에 대하여 하기의 도면을 참조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세 부적인 구성을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도시

한 블록도이다. 도 2 에서는 크게 CC(40)의 등록 및 CC(40)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자료를 생성,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부(CPM)(10)와 요청된 디지털 컨텐츠를 컨텐츠 관리부(10)로부터 제공받아서 CC(40)측에 제공하기 위

한 컨텐츠 제공부(CD)(20)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2 에서 각 구성요소들간의 접속관계는 상기

에서의 동작에 따른 과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후술하는 각 동작 형태에 따라서 접속관계는 변할 수 

있다.상기의 구성을 CPM(10)과 CD(20)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CPM(10)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CC(40)와의 접속과 CC(40) 및 CD(20)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웹서버(100)와 웹서버(100)에 접속되는 사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저장하는

웹서버용 데이터베이스(105), 등록된 CC(40)들의 개인 시스템 정보에 따라 개인의 고유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키관

리서버(110), 키관리서버(110)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유키와 CC(40)들에 대한 시스템 정보 등 관련정보를 저장하는 

키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인 고유키 데이터베이스(UUID DB)(115), CC(40)에 제공될 디지털 컨텐츠들에 대한 각

종 규칙(룰)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 규칙관리서버(Rule Management Server; RMS)(120)와 이들에 관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규칙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125) 및 CC(40)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CD(20)측으로부

터 받아서 이를 후술하는 규칙을 결합하여 CC(40)측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하기 위한 바인딩부(130)를 포함

한다.

상기에서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CC(40)와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CD(20) 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으나 추가로 

디지털 컨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저작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컨텐츠 제작자가 상기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서는 원저작자, 저작물 제공자 및 최종 사용자들간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별도로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분배관리서버(Super Distribution Ma

nage Server; 이후에 SDMS 라 함)(140)와 이에 따른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배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145)가

추가로 구비될 수 있다.

참고로 분배관리에서의 두가지 분배루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 저작자(소유자, 저작권 보유자, 원 생성자)가 있을 때, 이를 A 라 하면 A 는 CP들에게 자신의 디

지털 컨텐츠를 판매한다. (배포한다) 그러면 CP는 개별 사용자(End User)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다시 제공(배포, 판

매)한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배포 과정에서 맨 처음 A 가 CP 들에게 컨텐츠를 배포하는 과정이 바로 본 발명에

서 언급하는 '분배과정', A는 초기 분배자가 된다.

이러한 분배과정에 있어서도 하나의 규칙이 필요한데, 이 규칙은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칙은 아니

고, 처음 배포시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사실상은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에 의해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관리서버는 본 시스템이 A 와 CP 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이 된다면, 분배관리서버를 따로 만들어 실시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CP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서 실시되는 시스템이므로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

칙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두번째로, 본 발명에서의 '분배과정' 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사용자 C 로부터 

사용자 D 로 양도되는 배포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C 라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

하였다고 할 때, C 가 다른 사용자인 D 에게 다시 배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 규칙은 컨텐츠 소유자와 이를 이용하

려는 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처음 디지털 컨텐츠 소유자가 CP 에

게 배포할 때, CP1 에서 다른 CP2 로 배포할 수 없다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것도 분배 규칙이며, 어떤 CP 로부터 디

지털 컨텐츠를 정당하게 배포 받은 사용자 C 가 또 다른 사용자 D 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다시 배포할 수 없다라고 하

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CP 입장에서 정할 수 있는 분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규칙이라고

도 할 수 있으나, 재배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분배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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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컨텐츠 보유자(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배포자)가 그 디지털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규칙을 정하는가는 결국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이지 컨텐츠 자체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는 아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컨텐츠의 이용을 제어하게 되는 부분은 물론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이다.

이와 같은 분배 규칙은 상기 설명한대로,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칙만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관리

서버만으로도 분배관리서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CPM(10)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표시 등을 위하여 별도의 워터마킹서버(WaterMarking Se

rver; 이후에 WMS 라 함)(160)과 워터마킹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165)를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워터마킹은 저작물이 업로드될 때 해당 파일에 대한 암호화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워터마킹에 대한

방법은 본 출원인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제 289365 호, 제 285077 호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워터마킹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CD(20)는 디지털 컨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 디지털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컨텐츠 데이터 서버(Contents Dat

a Server; 이후에는 CDS 라 함)(150) 및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컨텐츠 데이터서버용 데이터베이스(1

55)를 포함한다.

상기의 구성은 CPM(10), CD(20 및 CC(40) 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고, 이러한 세부 구성들의 기능적인 특성 및 그 

구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 의한 등록과정으로부터 해당 사용자가 특정의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는 과정까지를 

각각의 과정별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도면을 참조하여 해당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먼저, 도 3 및 도 4 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서의 중요한 특징인 키 생성과 관련하여 기술한다. 도 3 은 도 2 에서의 디

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4 는 도 3 에

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사용자 시스템으로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사용자프로그램의 기능을 블록별로 도시한 블

록도이다.

키 생성은 CC(40)가 본 시스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웹서버(100)에서 

제공한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사용자등록을 함 으로써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기존의 CC(40)가 시스템을 변

경한 경우에도 자기정보를 수정함으로써 키생성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받기 위한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

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위한 기초적인 절차를 밟는다. 사용자는 자신의 신상정보 또는 결재정보 등의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고 등록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인 CC(40)에게는 사용자 고유키(User Uniquie ID; UUID) 생성 등

을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됨과 동시에 CC(40) 측에서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실행된다.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기능들을 블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 4 에 도시된 것처럼 고유키를 생성하기 위한 

고유키(UUID) 생성기(210), 사용자가 요청하는 디지털 컨테츠의 과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지불관리기(220), 

사용자 시스템과 PDA 장치 등과 같은 휴대용 시스템간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채널을 설정하기 위한 PD(Portable 

Device)관리기(230),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임포트/익스포트(IMP

ORT/EXPORT) 관리기(240, 250), CPM(10)과의 데이터의 송수신 등을 수행하는 통신부(260) 및 CPM(10), PDA장

치 등과의 데이터 송수신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히스토리(HISTORY) 관리기(270) 등을 포함한다. 물론, 상기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CPM(10)과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요구와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키 생성기(210)와 통신부(260) 만을 포함하여도 동작은 이루어질 수 있다.

CC(40)측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의 고유키(UUID) 생성기(210)는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

는 시스템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사용자 고유키를 생성한다. 이때, 사용자 고유키라 함은 시스템의 고유정보, 

예를 들면 프로세서의 ID,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ID 등의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특유의 고유

키를 의미한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중앙처리장치(CPU), 램(RAM), 하드디스크(HDD), 각종 장치들이 있다. 먼저 

중앙처리장치인 팬티엄 Ⅲ 이상의 칩에는 각자의 고유 ID가 있으며, 하드디스크는 마스터 영역의 물리적인 섹터를 조

사하면 제조사 정보(IDE)를 찾을 수 있으며 시스템 보드의 아이디도 또한 검색이 가능하다. 제조사 정보에는 제조사

명, 시리얼 번호, 기종 등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얼 넘버 등의 경우에는 제조사 A, 제조사 B 등에서 사

용하는 넘버가 동일하게 겹칠 수도 있다(메모리인 램에는 고유 아이디가 없다).

또한, 상기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속된 상태이므로 네트워크 카드의 아이디도 

고유 정보 중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정보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시스템 정

보를 근거로 하여 고유키(UUID)를 생성한다.

이렇게 고유키가 생성되면 CC(40) 측에서의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통신부(260)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와 함께 고

유키를 웹서버(100)를 경유하여 키관리서버(110)로 전달한다. 이때 고유키의 생성 뿐만 아니라 고유키의 전달도 외

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공지의 블랙박스에 저장한 후 전달된다. 또는 기존의 암호화기법

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에 전달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키의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생성된 고유키(U

UID)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레지스트리(registry)등에는 남아있지 않도록 하며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프로그

램은 디지털 컨텐츠를 플레이할 때마다 시스템 정보로부터 검색되는 정보들로부터 고유키를 생성하여 암호화된 디지

털 컨텐츠를 풀어준다. 물론 고유키의 생성시에는 블랙박스가 내장되도록 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 의하여 생성된 고유키(UUID)에 의하여 특정 CC(40)가 구매한 디지털 컨텐츠는 제 2, 제 3 의 사

용자에게 재배포되어도 인증된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없도록 제어된다. 이에 대하여는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와 관

련된 후술하는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KMS(110)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는 도 5 를 참조하여 살펴본다. 도 5 에 도시된 것처럼 KMS(110)는 사용자로부

터 제공되는 사용자정보와 고유키(UUID)를 KMS(110)에 접속되는 고유키 데이터베이스(UUID DB)(115)에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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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상기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기(310), 컨텐츠 데이터베이스(155)에 저장될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

화하는 키를 생성하기 위한 컨텐츠 암호화키 생성기(320),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통신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부

(330), 널리 사용되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들과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게이트(

340) 및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의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구성요소들간의 부하구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로드-밸런스 스위치(Load-Balancing Switch)(350)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기능적인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KMS(110)에서는 웹서버(100)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용자 정보와 고유

키(UUID)를 암호화기(310)에 의하여 암호화된 사용자정보와 고유키를 데이터베이스 게이트(350)를 통하여 접속된 

UUID DB(115)에 저장한다. 암호화기(310)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는 소정 크기의 비트를 암호화키(Pk)로서 이용하

여 진행하는데, 이러한 암호화에는 상용화된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실례로 투

피쉬 암호화(Twofish Encryption)알고리즘, 또는 블로우피쉬 암호화(Blowfish Encryption)알고리즘 및 기타 다른 A

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을 예로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대한 동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CC(40)의 사용자 정보와 고유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 외에도 CC(40)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료들인 디지털 컨텐츠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

므로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과정을 도 6 을 참조로 살펴본다.

도 6 에 도시된 것처럼, 저작자들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인 디지털 컨텐츠를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거쳐야 한다. 먼저, 디지털 컨텐츠를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업로드를 한다. 

업로드시에는 해당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파일과 이 데이터파일에 대한 서지적인 사항인 내용정보를 같이 기

재하여 업로드한다. 예를 들면, 음악파일의 경우에는 음악에 관련된 일반적 정보(음반회사명, 가수이름, 출판일 등과 

같은 정보)와 함께 압축에 관련된 정보, 복제 관련 정보, 현재 음악 형식에 관한 정보 등을 첨가 한다. 부가정보는 키랭

스(KeyLength) 바이트 길이만큼 랜덤비트(Random Bit)를 만들고, 그 후에 음악에 관한 부가정보(AuxInfo)를 평문(

Plain text)으로 적는다.

이렇게 업로드되는 데이터는 컨텐츠 데이터 서버(CDS; 150)에서 관리하고 데이터는 컨텐츠 데이터 서버용 데이터베

이스(155)에 저장된다. 그리고 컨텐츠 데이터파일에 대하여는 컨텐츠 암호화키 생성기(330)에서 생성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기(310)에서 암호화를 수행한다.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파일인 디지털 컨텐츠와 데이터파일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350)를 통하여 컨텐츠 데이터 서버(150)의 데이터베이스(155)에 저장된다.

상기의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업로드가 KMS(110)를 통해서 사전에 암호화를 수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

나 웹서버(100)를 통하여 바로 컨텐츠 데이터 서버(150)로 전달되어 로우데이터(raw data)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컨텐츠 요청시 실시간으로 KMS(110)에서 암호화를 수행하고 각종 정보와 함

께 암호화되어 바인딩부(130)에 의하여 바인딩된 디지털 컨텐츠가 CC(20)에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350)는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응용프로그램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것으로 이

러한 모듈은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응용 프로그램모듈에 링크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데이

터베이스들과의 접속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 등과 같은 과정에 앞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워터마크의 삽입은 디

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후 추적을 위해 지 적소유권정보를 강력한 워터마크 기법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표준화기술로 

채택된 기술 등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의거한 트리거비트(trigger bits)를 삽입한다. 참고로, 트리거비트는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stored procedure)의 특별한 형

태이다. 트리거 비트는 일련의 신호로 작용하는 비트로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압축 등의 어떠한 외부적 자극이 있을

때 동작하여 특정 단계를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워터마크의 삽입 후에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파일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압축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설명에서는, 디지털 컨텐츠가 생성 및 암호화된 후에 업로드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를 설명하

였으나, 상기의 과정을 미리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어떤 일련의 컨텐츠를 요청하였을 때, 컨텐츠를 요청하여 바로 

실시간으로 암호화한 후,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다운로드해 줄 수도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고유키에 대한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고 또한 저작권자 등에 의하여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대한 정보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CC(40)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의 요청이 있는 경

우를 도 2 와 7 내지 11 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먼저, 다운로드의 경우에 앞서 규칙관리서버(Rule Management Server; 이후에는 'RMS' 라 함)와 분배관리서버(Su

per Distribution Management Server; 이후에는 'SDMS' 라 함)의 기능을 블록별로 도시한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살펴본다.

도 7 에서의 RMS(120)는 도 5 에서의 KMS(110)에서의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한다. 규칙 발생기(410)는 규칙 데이터베이스(125)에 저장되어 있는 규칙들과 사용자 권한 정보에 근거하여 규

칙을 발생하는 것이고, 패킷발생기(420)는 바인딩부(130)에 제공할 통신패킷을 생성한다. 여기서의 규칙이란, 인증된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즉, 정보를 유통하고 사용할 때, 각각의 개인에 따라 그 레벨과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서, 어느 단계까지는 어떤 범위까지 정보를 열람, 사용, 출력, 유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해놓

은 규칙을 의미한다.

상기의 규칙은 미리 정해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요건에 맞

게 규칙들이 정해져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 설정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의 재분배에 따른 규

칙의 추가나 수정 등 관리자는 자유롭게 규칙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하

다. 물론 정보의 사용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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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에서는 분배관리서버(SDMS)는 이전에서 언급된 공통적인 구성요소들 외에 배포에 관한 규칙을 발생하는 배포

규칙 발생기(510)와 바인딩부(130)에 제공할 규칙을 패킷형태로 생성하기 위한 패킷발생기(520), 및 임포트/익스포

트 관리자(530, 540)를 포함한다. 임포트/익스포트 관리자(530, 540)는 사용자 A 가 다른 사용자 B 에게 디지털 컨

텐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취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상기와 같은 분배관리서버에서 규정하는 것은 분배 

루트에 관한 것으 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자(소유자, 저작권 보유자, 원 생성자)로서 사용자 A 가 CP(Contents Pro

vider)에게 자신의 디지털 컨텐츠를 파는 경우에(배포하는 경우에), CP 는 개별 사용자(End User)에게 디지털 컨텐

츠를 다시 제공(배포, 판매)한다.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배포 과정에서 맨 처음 A 가 CP 에게 배포하는 과정만을 '

분배관리' 로서 규정한다.

또한, 상기의 '분배관리' 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어떤 디지털 컨텐츠가 사용자 C 

로부터 사용자 D 로 양도되는 배포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어떤 컨텐츠를 사용자 C 가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획득

하였다고 할 때, 사용자 C 가 다른 사용자인 D 에게 다시 배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컨텐츠 소유자와 이를 이용

하려는 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음 컨텐츠 소유자가 CP 에게 

배포할 때, CP1에서 CP2 로 배포할 수 없다와 같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일종의 규칙이며, 어떤 CP 로부터 컨텐츠를 

정당하게 배포받은 사용자 C 가 또 다른 사용자 D 에게 컨텐츠를 다시 배포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CP 입장

에서 정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DMS(140)는 웹서버(100)로부터 사용자 ID 와 파일 이름 등의 정보를 수신하고, 분배관리서버용 데이터베이스(

145)에서 쿼리 처리를 통하여 해당하는 분배관리 규칙을 검색하여 생성하고, 이를 바인딩부(130)로 전달하기 위한 

패킷을 생성하여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MS(120)와 SDMS(140)는 각각 규칙과 배포규칙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 는 것으로서 상기에서는 편의를 위

하여 이들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규칙관리서버(RMS)를 사용

하여 운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된 구성들을 가지는 시스템에 있어서 도 2 와 도 4 및 도 5 그리고 도 7 및 도 8 을 참조하여 CC(40)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CC(40)는 인터넷을 통하여 웹서버(100)에 접속한다. 웹서버(100)로의 접속은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과정을 통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도 가능하다. 이렇게 접속된 상태에서 CC(40)는 웹브라우저

를 이용하여 자료의 다운로드를 위한 화면에서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특정의 파일이름을 요청한다. 이

렇게 자료의 다운로드를 요청하면 CC(40)에 대한 사용자 ID 와 해당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파일이름이 웹서버(100)

를 통하여 KMS(110) 및 RMS(120), SDMS(140), WMS(160) 및 CDS(150)로 전달된다.

CDS(150)에 다운로드될 디지털 컨텐츠의 이름이 전송되어 파일 요청이 이루어지면CDS(150)에서는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155)를 검색하여 해당 파일을 찾아내어 이를 바인딩부(130)로 전송한다. 이때 디지털 컨텐츠에 저작권

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MS(160)를 거쳐 워터마크가 삽입된 후에 바인딩부(130)로 전송된다. 또

한 KMS(110)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고유키(UUID)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UUID DB(115)

로부터 이전에 사용자가 등록될 당시에 사용자의 시스템의 특성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고유키(UUID)를 사용자 정보 

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RMS(120)에 사용자 ID 와 파일이름이 전송되면, 이러한 정보에 따라 규칙데이터베이스(125)에 대한 쿼리처리(quer

y processing)를 통해 규칙을 검색하여 생성하고 이를 패킷형태의 데이터로 생성하기 위하여 패킷발생기(420)를 이

용하여 소정의 패킷을 형성한 후에 이를 바인딩부(130)에 전송한다. 이때 규칙데이터베이스(125)에서 검색되는 규칙

이란, 인증된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즉, 정보를 유통하고 사용할 때, 각각의 개인에 

따라 그 레벨과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서, 어느 단계까지는 어떤 범위까지 정보를 열람, 사용, 출력,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정해 놓은 규칙을 의미한다.

상기의 규칙은 미리 정해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 시스템을 적용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요건에 맞게

규칙을 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규칙 설정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의 재분배에 따른 규칙의 추가나 수

정 등 관리자는 자유롭게 규칙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정보의

사용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고유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UUID DB(115)로 부터의 고유키(UUID), R

MS(12)로부터 규칙에 대한 룰패킷(rule packet), 그리고 CDS(150)로부터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가 바인딩부(130)

로 각각 전달되며, 이들을 결합하여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바인딩 과정이 진행된다. 즉, 바인딩부(130)에서는 CDS(150

)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컨텐츠는 바이너리 형태의 파 일로서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로

우데이터의 형태로 CD(20)로부테 제공되는 경우에는 바인딩부(130)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암호화된 파일의 앞 부분(header)에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붙여서 하나의 결합된 파일을 완성

하여 바인딩된 디지털 컨텐츠를 CDS(150)를 통하여 CC(40)에게 다운로드한다. 이때 암호화된 파일의 헤더 부분에 

붙는 정보는 '사용자 규칙 + 파일 복호화키' 형태로 구성된다. 물론 이 정보는 그냥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유키(UUID)로 한번 암호화가 되어서 결합되며 도 9 에 도시된 형태를 갖는다.

헤더부분에 붙는 정보 중에서 규칙으로는 예를 들어 해당 데이터가 오디오 디지털 컨텐츠인 경우라면 복사제어정보(

Copy Control Information; CCI), 최대 복사 회수(Maximum Copy Number; MCN), 지적재산권정보(Intellectual Ri

ghts Information), 음악 ID(Music ID)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진다.

-CCI : 2 비트로 이루어졌으며, 4개의 서로 다른 bit 조합으로 각각 'Copy Free' (CCI = 00), 'Copy One Generation

' (01), 'Copy No More' (10), 'Copy Never' (11) 등의 정보를 표현한다. 'Copy No More' 는 'Copy One Generation

' 이 제한된 복사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Copy Never' 는 원음악 자체가 복제 금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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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정한 00, 01, 10, 11을 00, 01, 11, 10 의 순서로 제공하면 Gray Code의 기본적 원리에 의하여 더욱 편하

게 변화시킬 수 있다. (참고로 그레이 코드 는 앞뒤의 코드가 한 비트만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속적인 

특징을 지닌 아날로그 자료를 입력으로 받는 시스템에서 자료의 오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게 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가중치(non-weighted) 코드이며 A/D 변환기(analog-to-digital converter)에 사용된다)

- MCN: 'Copy One Generation' 인 경우에만 유효하며 4 bit 정도가 할당된다.

- IRI: 지적 저작권 정보로 허용 비트는 요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삽입하는 지적 저작권 정보는 음악파일의 이름이나

가수의 이름 또는 라이센스 소유자 등을 조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 Music ID: 음악파일들에 대한 ID를 나타낸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는 128 랜덤 비트를 패드(즉, header bits + random bits = 128 bits가 되게 함)로

하여 감춘다.

상기에서와 같이 결합되어 생성된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CC(40)에게 전달되고, CC(40)측에서 전송된 파일을 응용프

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CC(40)측에서는 도 10 에 도시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요청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도 10 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전송된 파일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더부분(A)과 데이터부분(B)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데이터 중에서 헤더부분(A)을 사용자 고유키(UUID)를 이용하여 복호화 한다. 이때 사용자 고유키(UUID)의 

생성은 CC(40)측상에 설치된 사용자 프로그램의 수행 중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의 UUID생성기(210)를 이용하

여 UUID를 생성하고(S100), 이를 이용하여 헤더부분(A)을 복호화한다(S110).

물론 기본적으로 다운로드전에 서버측에서 암호화에 사용한 UUID 와 사용자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UUID 가 일

치하는 경우에 복호화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용자 시스템에서 생성된 UUID 와 다운로드받은 데이터에서의 UUID 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등을 통하여 현재의 다운로드된 파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

준다. 이와 같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는 매 실행시마다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정보로부터 고유키(UUI

D)를 계산하여 그 값이 다운로드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포함된 고유키(UUID)와 다른 경우 실행을 중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용자 시스템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대로 옮겨 실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의 UUID를 이용하여 복호화된 부분은 암호화키(Pk)와 규칙으로 나누어지고(S120), 이중에서 암호화키(Pk)

를 이용하여 다운로드시에 전송된 데이터부분(B)을 복호화한다(S130). 복호화된 로우데이터(raw data)는 저작권 데

이터의 보안 또는 보호를 위하여 복호화된 상태로 사용자 시스템의 디스크상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서만 

존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규칙과 로우데이터가 얻어지면 로우데이터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S140), 이때의 사용조건은 규칙

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오디오 디지털 컨텐츠(MP3)인 경우에는 복호화되어 사용할 수 있는 로우데

이터의 형태가 얻어지면 음악재생 프로그램인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디지털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규칙에 의하여 로우데이터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우데이터가 문서인 경우에 Save, Pr

int 등의 명령이 들어오면, 규칙에 의하여 Print 명령을 돌려 보내거나, Save 명령을 도려 보낸다. 만약 Save 가 허용

이 된다면 그냥 문서로서 Save 할 것인가, 아니면 암호화하여 Save 할 것인가 등도 규칙에 의하여 결정, 제어가 된다.

이전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컨텐츠 기능제어부(CCR)의 구성 및 그 동작에 대하여 도 11 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기능제어부(50)는 CPM에 의하여 제공, 관리, 재생되는 컨텐츠의 유통 과정 중, CC가 CPM 에 의하여 운영되는 홈페

이지를 방문하여 디지털 컨텐츠들을 열람할 때 동작이 수행된다. 이러한 상태에 CCR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및 일련의

키보드, 마우스 기능을 제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C가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

육 관련 컨텐츠를 열람할 때 컨텐츠 제공자는 CC가 교육 컨텐츠를 열람할 수만 있고 이를 복사하거나, CC의 컴퓨터

로의 저장, 프린트물로의 출력, 또는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한다. 이는 CC들이 올바른 구매 과정, 

또는 이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컨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출력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도 11 

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용자는 CPM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한다. 홈페이지의 오픈과 동시에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CCR 이 수행되어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즉, 사용자가 CC가 홈페이지에 접속되면, 이를 CPM에서 자

동적으로 CCR 을 시동한다(S200단계). 또한,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CCR 을 종료

한다.

CCR 이 시동된 상태에서는 타이머의 시동이 이루어진다(S210단계). 타이머의 역할은 홈페이지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동작하면서 계속해서 CC의 단말기(모니터 등) 상에서 해당 홈페이지가 표시되는 윈도우가 인에이블되어 있는가를 체

크하고(S220단계). 즉, CPM 이 제공하는 보호받을 디지털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가, 활성화된 창 (즉 모니

터 상에서 맨 앞에 디스플레이되어 타입툴바(Type Tool Bar)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창)인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

이다.

만약, CC가 컨텐츠가 포함된 창을 보면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CCR의 활성화(active)상태인가의 여부를 체

크하여(S220단계), 활성상태인 경우에는 CCR을 제거(kill)하고(S240단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윈도우가 활성화되어있는 상태인가를 체크하는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상기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된다

. 즉, 모니터상에 띄어져있는 다수의 윈도우 중에서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윈도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

태의 경우에는 Active Window = Main Window 인 경우에는 CCR의 기능이 수행된다.

CCR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윈도우즈 후킹(hooking)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후킹은 간단히 말한다면 강

력하게 모든 프로세스의 윈도우 프로시저를 가로채어 바꾸어 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프로세스 내의 공간이 아닌 다른

프로세스의 공간에 침투해서 마음대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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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판단 결과 CCR의 기능이 수행되기 시작하면,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클립보드 컨트롤, 임시 디렉토리 삭제 기능

이 수행된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은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계속 일정 시간마다 반복 수행된다. 그리고 CC에 의하여 

키보드 타이핑 또는 마우스 등과 같은 포인팅장치에 의하여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메시지 후킹이 이루어진다. 메

시지 후킹에는 키보드 후킹, 마우스 후킹, 윈도우 후킹 등이 이에 속한다. 키보드 후킹에 의하여 키보드 입력에 의한 

저장, 복사, 스크린 캡쳐 등의 기능이 제어되고 마우스 후킹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저장, 복사, html 소스보기 등의 기

능이 제어된다.

상기에서 언급되는 예들과 관련하여, 임시 디렉토리 삭제 기능이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일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수행하는 경우에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여 익스플로러에 의

하여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들은 반복적인 사용시의 빠른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임시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이 디렉터리에 디스플레이되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시킨다. 즉, CC 에 의하여 제공되

는 각종 데이터들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내용이 저장되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CCR 의 기능은 이렇게 

생성된 임시 디렉터리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디지털 컨텐츠가 CPM 에 의한 제어없이 저

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렉터리들은 사용되는 운영시스템 별로 일

정한 규칙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므로 이는 운영시스템의 규칙을 검사함으로써 해당 임시 디렉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시스템 클립보드에는 현재의 화면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내용을 컴퓨터상의 PrtSc 키 등을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따라서, CD 가 저작권을 가지는 영상정보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PrtSc 키

를 이용하여 시스템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를 다시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

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클립보드에 저장되는 내용들을 삭제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

다.

그리고, 메시지 후킹과 관련하여, 윈도우 운영체제는 모든 명령이 메시지의 전달로 이루어진다. 사용자에 의하여 발

생된 메시지는 윈도우의 메시지 큐에 저장되고, 윈도우는 메시지 큐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읽어서 명령을 수행한다. 

따라서, CCR 의 동작중에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메시지를 후킹하고, 이 메시지중에서

특정 메시지(예를 들면, 데이터의 복사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체크한다. 그 결과 메시지 중에 특정 메시지가 포함

되어 있으면, 이를 메시지 큐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윈도우에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CPM 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명령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일련의 CCR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능에 의하여 CC는 CPM 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상에서 컨텐츠를 열람, 사용함

에 있어 1차적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1차적 제약은 CC 측에서는 브라우저 상의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 제약

을 받으므로 일부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CPM 측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안전하게 오픈, 제

공할 수 있는 1차적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컨텐츠 자체를 보호, 배포 및 유통 체계 등의 관리는 상

기 언급한대로 CPM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상기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보호 및 관리 시스템(CMS)은 기존의 DRM 기능 + 워터마킹 

+ 모바일 에이젼트(Moblie Agent) + 인증 등 통합적인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각 부분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모듈화되어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CPM에 특화된 형태의 시스

템이다. CPM의 서버에서 모든 것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우 컨텐츠의 소유자는 자신의 컨텐츠를 타인에게 관리함을 꺼리는 상황에서 본 발명에서 제공

하는 CMS는 CPM의 서버에서 컨텐츠 및 사용자 키, 컨텐츠 암호화 키 등을 모두 관리하도록 할 수 있어, 실시의 유연

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키관리부에서 사용자의 결제 내역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CPM 는 이를 광고 및 홍

보에 활용할 수 있고,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일반 사용자의 프로그램(뷰어)의 용량을 최소화(4-5M)하여,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편리성을 

추구하였고, 모바일 폰(Mobile Phone) 등 모바일 장치의 제한된 용량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모델로 최적화 

할 수 있다. 즉, 모바일 폰 등의 화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뷰어의 크기 축소화 및 JAVA로 구현 등 모바일 기기 적용에 

적합하도록 설계 시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고안되었다. 특히,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바 어플리

케이션으로 제작 가능한데 상기 제안한 기능을 칩(Chip)으로 구현하여 탑재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된다.

그리고 상기 본 발명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라 함은 이미지, 오디오, 동영 상, e-Book 컨텐츠, 디지털 교육 관련 컨텐

츠, 방송용 컨텐츠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망라하는 의미임을 명시해 둔다.

컨텐츠가 배포되는 경로는 유,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의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상으로 직접적 전달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발명에서는 컨텐츠의 제공, 구매 등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일련의 프로그램, 컨텐츠의 다운로드 역시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상기 디지털 컨텐츠들은 플로피 디스크, CD(Compact Disc), DVD ROM, 레이저 디스크 등 저장 

매체를 통해 저장되어 오프라인 상으로 유통될 수도 있다. 컨텐츠가 오프라인 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최초로 CC

가 자신의 컴퓨터 등 단말기에서 컨텐츠를 오픈하거나 재생할 시, CPM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고유키(UUID

)를 생성하고 생성된 아이디에 의하여 이후 컨텐츠 재생 여부를 판단,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상기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CMS는 일반 가전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 응용이 가능하도록 실

시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가전 역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디지털 TV,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냉장고, 인

터넷 세탁기 등 디지털 가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CMS는 디지털 가전에 적

용되어 컨텐츠가 수신되는 또는 송신되는 모든 디지털 가전을 통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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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 템은 디지털 컨텐츠 저작물의 생성으로

부터 유통과정의 전 과정에 걸쳐 컨텐츠를 보호, 관리해 주는 통합적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효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구축 시스템에 손쉽게 접목, 적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기존의 DRM(Digital Rights Managem

ent)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구성상 매우 복잡한 관리 구조 체계를 지니고 있어 일반 CP 업자들이 DRM 시스

템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CPM은 부담 없이 어느 시

스템에나 접목,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그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여 시스템의 속도 면으로도 장

점을 지닌바, 모바일(Mobile) 기기 등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모바일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에 응용하는데 매

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시스템은 그 성능 자체는 정확하고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기존의 DRM 구조에서는 암호가 풀린

원천 컨텐츠(Raw Contents)는 어떠한 방법과 장치에 의해서 불법 사용자에게 캐치되어 재가공, 배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암호가 풀린 원천 컨텐츠에는 컨텐츠 최초 생성시 자동적으로 저작

자의 정보 워터마크로 은닉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컨텐츠에는 암호가 풀린 상태에서도 저작권 등에 관한 정보가 

항상 남게 되므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의 대부분은 불법 복제나 유통에 노출되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발명의 실시를 통해, 컨텐츠 제

작자는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이 제작한 컨텐츠가 올바른 유통구조 속에서 배포, 이

용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컨텐츠 배포자는 (상기 컨텐츠

제작자와 동일할 수 있음) 본 발명에 의한 컨텐츠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컨텐츠 배포에 의한 정

당한 수입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컨텐츠 구매자(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컨텐츠를 신뢰감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본 발

명의 실시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자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컨텐츠의 불법 사용, 무단 도용 등

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거래 참여자(컨텐츠의 제작자, 유포자, 사용자)간의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는 나

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디지털 컨텐츠 육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특별히 도시되고 기술되었지만, 이는 예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정의된 것처럼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

이 다양한 수정을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시스템에 설치되어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 정보로부터 결정되는 고유키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시스템;

복수의 디지털 컨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 및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 컨텐츠의 제공요구에 따라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로부터 제공된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암호화키 및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사용규칙을 상기 고유키로 암호

화하여 헤더로써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결합한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수

단을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관리수단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제공될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규칙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관리수단;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상기 고유키를 관리하고 이 고유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에서 제공되는 디지

털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와 이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암호화키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키관리수단;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제공되는 형태의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규칙관리수단으로 부터의 상기 

사용규칙과 상기 암호화키를 상기 고유키에 의한 암호화를 수행하여 이를 상기 암호화키에 의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와 결합하기 위한 바인딩수단; 및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워터마킹을 적용하기 위한 워터마킹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워커마킹 수단에 의한 워터마

킹은 상기 디지털 컨텐츠가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에 의하여 상기 바인딩수단에 제공되기 전에 이루어지며,

상기 사용자 시스템은 상기 컨텐츠 관리수단으로부터 제공된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와 상기 

헤더로 분할하여, 헤더부분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고유키를 이용하여 사용규칙과 암호화키를 복호

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응

용프로그램에서 상기 사용규칙에 따라 상기 복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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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키관리수단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의 고유키를 암호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

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키관리수단에는 상기 암호화된 고유키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며, 상기 키관

리수단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와의 접속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게이트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

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규칙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하는 규칙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고유키와 상기 컨텐츠 관리수단으로부터 

제공된 디지털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키가 동일한 경우에 복호화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

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정보로부터 생성되는 고유키는 프로세서의 ID 또는 하드디스크의 ID,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정보로부터 생성되는 고유키는 프로세서의 아이디, 하드디스크의 아이

디, 네트워크 카드의 아이디, 시스템보드의 아이디,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얻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

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단말기 또는 브라우저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디

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은 윈도우 후킹 기능을 사용하며,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내부에 제공되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시스템 클립보드를 체크하여 저장되는 내용

을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은 윈도우 후킹 기능을 사용하며,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내부에 제공되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디스플레이되어 임시로 특정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 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은 키보드 또는 마우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벤

트의 생성시에 메시지 후킹을 수행하며, 메시지 큐에 입력되는 메시지 중에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의 복사 또는 인쇄와

관련된 메시지의 발생시에는 해당 메시지를 상기 메시지 큐에서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규칙관리수단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사용규칙을 생성하기 위한 규칙발생수단; 및

상기 규칙발생수단에 의하여 생성된 사용규칙을 상기 키관리수단에 전송하기 위한 패킷을 발생하는 패킷발생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6.
사용자 시스템, 디지털 켄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켄텐츠 제공부 및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상기 디지털 컨텐츠 제공부로부터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컨텐츠 관리부를 포함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고유 시스템 정보를 검출하여 고유키를 생성하며, 상기 고유키에 의하여

상기 컨텐츠 관리부로부터 전송된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제공부는 상기 컨텐츠 관리부에 의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기 컨텐츠 관리부의 요청에 따라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고,

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사용규칙을 규정하는 규칙관리수단 및 

상기 고유키와 함께 상기 사용자 시스템의 정보를 저장하는 고유키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의 사용자 정보와 고유키를 암호화하여 상기 고유키 데이터베이스

에 기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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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의 상기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의 요청에 따라 상기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에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암호화키와 상기 사용규칙을 상기 사용자 시스템

의 고유키로 암호화한 후에 이들을 결합하여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제공하며,

상기 컨텐츠 관리부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워터마킹하기 위한 워터마킹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워터마킹은 상기 디지털 컨텐츠가 상기 컨텐츠 제공부에 저장하기 위하여 압축되기 전과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컨텐츠 제공부로부터 제공받아서 상기 컨텐츠 관리부에서 상기 규칙 등

을 결합하기 전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은 상기 컨텐츠 관리부로부터 다운로드받은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헤더부분과 데

이터부분으로 분할하고 상기 헤더부분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 얻어지는 고유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헤더부분 중에서 상기 데이터부분을 암호화하였던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얻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은 상기 사용자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고유키와 상기 다운

로드된 디지털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키가 일치하는 경우에 복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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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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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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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467929

- 17 -

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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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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