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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암호화한 음악 및 영상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트림 배신하는 스트리밍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 

이용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30)는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를 구성하고, 이 트리 구조의 패스 상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자신의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스트림 서버(20)로부터 SDP 파일이 송신된다. SDP 파일에는 특

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보유하는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갖는 EKB와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암호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키 세트에 선택 키를 갖는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만, 선택 키로부터 콘텐츠 키를 복호하고, 스트림 배신되는 암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여 리얼타임으로 재생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 -

복호, 암호화, 배신, 콘텐츠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암호화한 음악 및 영상 등의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여 리얼타임으로 안전하게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트리밍 시스템 및 스트리밍 방법,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스트림 서버 및 스트림 배신 방법

, 오더링 장치 및 오더링 방법, 및 프로그램 및 기록 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은 일본에서 2002년 1월 31일에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 번호2002-024242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

으로서, 이 출원은 참조로서, 본 출원에 원용된다.

배경기술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영상 데이터의 전송에는, 다운로드형 전송 방식과 스트림형 전송 방식(이하, 스트리밍(Stream

ing)이라고 함)이 있다. 다운로드형 전송 방식에서는, 배신 서버로부터 송신된 영상 파일은 클라이언트 단말기(디바이

스) 측에서 일단 복사되고, 그 후 영상 파일의 데이터(영상 데이터)가 재생된다. 이 때문에, 이 다운로드형 전송 방식

에서는, 파일의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단말기측에서는 데이터의 재생을 행할 수 없어, 영상 데이터 등을 장시간 재

생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한편,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디지털 신호의 연속적인 흐름을 수신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순차적으로 재생하

는 것으로, 스트림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의 전송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도, 클라이언트 단말기 측에서 수

신한 데이터의 재생이 행해진다. 이 스트리밍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RFC1889에 규정되어 

있는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리얼타임 전송 프로토콜)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주류로 

되어 있다.

통상, 스트리밍 시스템은 오더링 장치와, 스트림 서버와,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이루어진다. 오더링 장치는, 예를 들면 

카메라 또는 VTR(Video Tape Recorder) 등의 화상 입력 수단 등으로부터 입력된 음악 또는 영상 데이터(이하, 콘텐

츠 데이터라고 함)가 압축 부호화되고, 암호화부에서 소위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입력

되고,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배신 시스템이 정하고 있는 형식의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한다.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예를 들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콘텐츠 데이터 전체에 따른 정보를 기술하는 헤더 및 데

이터의 종류별 트랙 등을 콘텐츠 데이터에 부가하는 헤더 정보와, 세션 기술 프로토콜 SDP(RFC237: Session Descr

iption Protocol)에 따라 작성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및 패킷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가 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예를 들면 오더링 장치가 갖는 광 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 등

의 기록부 등에 기록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콘텐츠의 사용 요구가 있으면, 이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

가 기록부로부터 적절하게 추출되어 스트림 서버에 공급되고, 스 트림 서버로부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이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송신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로부터 스트림 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어드레스, 포트 번호 및 패

킷 형식 등의 정보를 취득한다. 계속해서,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패킷화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패킷

화하고, RTP 및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리얼타임 스트림 제어 프로토콜)에 따라, 패킷마다 데이터(

스트림)를 예를 들면 PC(Personal Computer) 등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배신하여 리얼타임으로 재생시킨다.

종래의 스트리밍 방법에 있어서는, 스트림 서버로부터 암호화한 스트림 데이터(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패킷화하여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배신할 때,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이 암호화된 패킷 데이터를 복호하기 위한 콘텐츠 키(Contents

key)가 필요하게 된다. 즉,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스트리밍의 사전에, 스트림 배신되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

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콘텐츠 키를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작성되는 암호화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콘텐츠 키의 정보를 기입하면,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은 통상 암호화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키의 정보를 볼 수 있어, 안전성 결함이라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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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제안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

템 및 그 스트리밍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암호화한 음악 및 영상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스트림 배신할 때, 안전하게 리얼타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시스템 및 스트리밍 방법,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스트림 서버 및 

스트림 배신 방법, 오더링 장치 및 오더링 방법, 및 프로그램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은,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와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보를 클라이

언트 단말기에 배신하는 스트림 서버를 갖고, 복호화 정보는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은,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

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다.

복호화 정보는, 스트림 서버가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스트리밍으로 통상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즉 프

로토콜을 확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고,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

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 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

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유효화 키 블록(EKB)은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클라이언트 단

말기는 선택 키가 클라이언트 단말기 고유의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로부터 태그부

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수단과,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수단과,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

터로부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선택 키로 암호화한 암호화 복호 키를 갖는 유

효화 키 블록(EKB) 및 복호 키로 암호화한 암호화 콘텐츠 키를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송신해 둠으로써, 선택 키를 

키 세트에 포함하는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으며, 선택 키를 보유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서는 콘텐츠 데이터를 재생할 수 없어, 배신 시의 안전성이 높다.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

리하기 위한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로 부터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스트림 서버로부터 스트림 배신되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복호 처리를 하는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복호화 정보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림 서버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과,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배신 수단을 포함하고, 복호화 정

보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

한다.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로 이루어지는 복호

화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가 공급되고,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은 상기 복호화 정보를 포함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것이거나,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가 공급되고,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복호화 정보를 추가하는 데이터 추가 수단을 포함하고,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

단은 데이터 추가 수단에 의해 복호화 정보가 추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것이어도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오더링 장치는,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이 암호화 콘텐

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보를 부가하여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을 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

를 작성하는 파일 작성 수단을 포함하고, 복호화 정보는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이점은, 이하에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는 실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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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으로부터 한층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도시하는 모식도.

도 3A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B는 도 3A에 포함되

는 복호화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계층 트리 구조를 도시하는 모식도.

도 5A 및 도 5B는 유효화 키 블록(EKB)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에 있어서의 복호화 정보의 배포예와 그 처리예를 나타내는 모식도.

도 7은 본 발명에 이용되는 유효화 키 블록의 구성을 나타내는 모식도.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에 이용되는 유효화 키 블록의 태그부의 구성을 설명하는 모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의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모식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다. 이 스트리밍 시스템은 인터넷 상에서, 스

트림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대하여 스트리밍을 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1)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더링 장치(10)와, 스트림 서버(20)와,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기(디바이스)(30)로 구성된다. 또, 도 1에 도시한 예에서는 클라이언트 단말기(30)는 1개만 도

시한다. 이러한 스트리밍 시스템으로서는, 예를 들면 Apple사의 QuickTime(등록상표) 등이 있다.

도 1에서, 오더링 장치(10)에는 예를 들면 도시하지 않은 카메라 또는 VTR(Video Tape Recorder) 등의 화상 입력 

수단 등으로부터 음악 또는 영상 데이터(이하, 콘텐츠 데이터라고 함)가 압축 부호화되어, 소위 콘텐츠 키에 의해 암

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입력된다. 오더링 장치(10)에서는 콘텐츠 데이터 전체에 따른 정보를 기술하는 헤더 

및 데이터의 종류별 트랙 등을 콘텐츠 데이터에 부가하는 헤더 정보와,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에 따라 작성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및 패킷화를 위한 제어 정보인 패킷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가 부가되고, 스

트리밍 시스템(1)이 정하는 형식의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가 작성된다.

즉,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11)는 암호화된 콘텐츠 데이터인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12)와, 헤

더 정보(13)와,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14) 및 패킷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15)로 구성된다. 또

, 상술한 QuickTime(등록상표)에 있어서는 Hinted Track이라는 패킷화 정보를 부가한 QuickTime 파일 형식의 스

트림 배신용 데이터가 작성된다.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14)은 클라이언트 단말기(30)가 스트림 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및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화 정보를 포함한다. 도 3A에,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된 SDP 파일의 일

례를 나타낸다. 도 3A에 도시한 바와 같이, SDP 파일은 「v」(프로토콜의 버전) 및 「o」(소유자 또는 작성자 및 세

션 식별자) 등의 필수 정보와 함께, 필요에 따라 「i」(세션 정보) 및 「c」(접속 정보) 등의 옵션 정보가 기재되는 것

이다.

여기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에 있어서 옵션 정보인 「k」는 암호화 키를 나타내는 태그이지만, 본 실시의 형태

에서는 이 「k」에, 후술하는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호화 정보를 기재하

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도 3B에 도시하는 「k」인 경우, 도면에서, 예를 들면 일점쇄선(16)으로 둘러싸는 부분(a

f9ef28)이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이고, 일점쇄선(16)으로 둘러싸는 부분 이외가 후술하는 유효화 키 블록(EKB)의 

파일 내용이 된다. 유효화 키 블록(EKB)에는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복호 가능한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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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복호 처리를 행하여 복호 키로 복호할 수 있다. 암호화 콘텐

츠 키 데이터는 이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콘텐츠 키로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한 콘텐츠 키에 의해, 암

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복호되어 콘텐츠 데이터를 얻는다.

예를 들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Video)와 음성 데이터(Audio)로 이루어지고,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

이터가 서로 다른 콘텐츠 데이터로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영상 필드와 음성 필드에 각각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

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호화 정보(「k」)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k」항을 갖는 세션 기술 프로

토콜(SDP) 파일 등이 부가되어 작성된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오더링 장치(10)가 갖는 기록부(도시 생략)에 기록된

다.

스트림 서버(20)에 클라이언트 단말기(30)로부터 콘텐츠 데이터의 사용 요구가 있으면, 상기 기록부로부터 스트림 배

신용 데이터가 적절하게 추출되어, 스트림 서버(20)에 공급된다. 스트림 서버(20)는 공급된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로

부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클라이언트 단말기(30)로 송신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단말기(30)에서는 후

술하는 복호 처리가 행해져, 콘텐츠 키를 복호할 수 있었던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스트림 서버(20)로 콘텐

츠 데이터의 재생 요구의 요청이 공급된다. 이에 의해, 스트림 서버(20)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의 암호화 콘텐츠 데

이터를 상기 패킷화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패킷화하고, 헤더 정보와 함께 패킷마다, 재생 요구를 행한 특정한 클라이

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QuickTime(등록상표)에 있어서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패킷화하는 패킷화 정보 등은 세션 기

술 프로토콜(SDP) 파일과 함께 Hinted Track 내에 저장되어 있다. QuickTime의 스트림 배신 방식으로서, 콘텐츠의 

배신 개시( 재생), 일시 정지, 및 앞으로 감기 등의 스트림 제어에는 RTSP를 사용한다. 이 RTSP는 인터넷 상에서의 

콘텐츠 전송 제어 프로토콜로서, 전송 그 자체, 즉 스트리밍은 RTP에 따라 행해진다. QuickTime(등록상표)에 있어서

는, 스트림 서버로서 QuickTime Streaming Sever가 사용되고, 클라이언트 단말기로서 QuickTime이 사용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30)는 복수의 서로 다른, 예를 들면 PC(Personal Computer) 등의 디바이스로, 각 클라이언트 단

말기(30)가 계층 트리(나무) 구조의 리프(leaf)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말기(30)는 자신에게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

어서의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30)는, 스트림 서버(20)로부터 송신되는 스트림 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복호화 정보 등을 수

신하는 수신 수단과, 스트림 배신되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수단과, 복호 처리를 행하는 복

호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복호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복호화 정보는 후술하는 유효화 키 

블록(EKB)과, 콘텐츠 키를 암호화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지만, 유효화 키 블록(EKB)은 암호화 콘텐

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호 키가 선택 키로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데이터부와, 

이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 의 위치를 나타내는 태그부를 포함하는 블록 데이터이다. 스트

림 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은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로부터 스트림 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IP 어드레스, 보우트 번호 및 패킷 형식 등)를 취득한다.

복호 처리를 행하는 복호 처리 수단은 제1 내지 제3 복호 처리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서, 키 세

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가 선택 키와 일치할 때, 이 선택 키를 사용하여, 유효화 키 블록(EKB) 내에 포함되는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복호하여 복호 키를 얻는다. 이 복호 키를 사용하여, 제2 복호 처리 수단으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여 콘텐츠 키를 얻는다. 이 콘텐츠 키를 사용하여, 제3 복호 처리 수단으로 스트림 수신 수단이 수

신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고,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여 리얼타임으로 재생한다.

다음으로, 계층 트리 구조에 대하여 도 4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 C0∼C15는 제조 시 또는 출하 시, 또는 그 후에, 도 4에 도시한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 단말

기 자신의 리프로부터 루트에 이르기까지의 패스 상의 루트 및 노드에 할당된 각각의 루트 키 및 노드 키 및 각 리프

의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도 4의 최하단에 나타내는 K0000∼K1111이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 C0∼C15에 각각 할당된 리프 키이고, 최상단의 KR(루트 키)로부터 2번째 절(노드)에 기재된 키:K0∼K111을

노드 키로 한다.

도 4에 도시한 계층 트리 구성에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단말기 C0은 리프 키 K0000과, 노드 키:K000, K00, K0, 

KR(루트 키)을 소유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 C5는 K0101, K010, K01, K0, KR을 소유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 C15

는 K1111, K111, K11, K1, KR을 소유한다. 또, 도 4의 트리에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C0∼C15의 16개만 기재되어, 

트리 구조도 4단 구성의 균형이 얻어진 좌우 대칭 구성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트리 내

에 구성되고, 또한 트리의 각부에서 다른 단 수 구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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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의 트리 구조에 포함되는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에는 여러가지 기록 매체,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매립되

는 매립형, 또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착탈 가능하게 구성된 DVD, CD, MD 또는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다양

한 타입의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여러가지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 4의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31), 즉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C3을 동일한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1개의 그룹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이 점선으로 둘러싼 그룹(부분(31)

) 내에 포함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C3에 대해서는, 스트림 서버(20)로부터 통합하여 공통의 암호화 콘

텐츠 데이터를 송부하거나, 각 클라이언트 단말기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부할 수 있

다. 통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스트림 서버(20)는 도 4의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31)을 1개의 그룹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송부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러한 그룹은 도 4의 트리 내에 복수 개 존재한다.

또, 노드 키 및 리프 키는 임의의 1개의 키 관리 센터에 의해 총괄적으로 관리해도 되고, 각 그룹에 대한 다양한 데이

터 송수신을 행하는 스트림 서버 등의 프로바이더 또는 결제 기관 등의 메시지 데이터 배신 수단에 의해 그룹별로 관

리하는 구성으로 해도 된다. 이들 노드 키 및 리프 키는, 예를 들면 키의 누설 등의 경우에 갱신 처리가 실행되고, 이 

갱신 처리는 키 관리 센터, 프로바이더 또는 결제 기관 등이 실행한다.

이 트리 구조에 있어서, 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개의 그룹에 포함되는 4개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 C3은 노드 키로서 공통의 키 K00, K0, KR을 보유한다. 이 노드 키 공유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암호화 복호 키 데이

터를 노드 키 K00으로 암호화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C3에 배포하면,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

1, C2, C3만이 공유 노드 키 K00을 사용하여 복호 키를 복호하고, 이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

여 콘텐츠 키: Kcon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C0∼C15 중,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C3이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되고, 루트 키 K00은 이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갖는 선택

키가 된다. 또, Enc(Ka, Kb)는 Kb를 Ka에 의해 암호화한 데이터임을 나타낸다.

임의의 시점 t에서, 클라이언트 단말기 C3이 소유하는 키:K0011, K001, K00, K0, KR이 공격자(해커)에 의해 해석

되어 노출된 것이 발각된 경우, 그 이후, 시스템(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C3의 그룹)으로 송수신되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스트림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단말기 C3을 시스템으로부터 분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드 키:K001, K00, K0, KR을 각각 새로운 키 K(t)001, K(t)00, K(t)0, K(t)R에 갱신하여, 클라이언트 단

말기 C0, C1, C2에 그 갱신 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K(t)aaa는 키 Kaaa의 세대(Generation):t의 갱신 키임

을 나타낸다. 이 갱신 키를 복호 키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효화 키 블록(EKB)의 키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유효화 키 블록(EKB)을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공급

함으로써, 갱신 키를 배포할 수 있다. 키의 갱신은, 예를 들면 도 5A에 도시한 유효화 키 블록(EKB)으로 구성되는 테

이블을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공급함으로써 실행된다.

도 5A에 도시한 유효화 키 블록(EKB)은, 노드 키의 갱신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갱신 가능한 데이터 구성

을 갖는 블록 데이터로 구성된다. 도 5A 및 도 5B의 예는, 도 4에 도시한 트리 구조 내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에서, 세대 t의 갱신 노드 키를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블록 데이터이다. 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은 갱신 노드 키로서 K(t)00, K(t)0, K(t)R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 단말기 C2는 갱신 노드

키로서 K(t)001, K(t)00, K(t)0, K(t)R이 필요하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효화 키 블록(EKB)에는 복수의 암호화 키 데이터가 포함된다. 최하단의 암호화 키 데이

터는 Enc(K0010, K(t)001)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단말기 C2에 고유의 리프 키 K0010에 의해 암호화된 갱신 노드

키 K(t)001이고, 클라이언트 단말기 C2는 자신이 보유한 리프 키에 의해 이 암호화 키 데이터를 복호하여, K(t)001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복호에 의해 얻은 K(t)001을 이용하여, 도 5A의 아래로부터 2단째의 암호화 키 데이터 Enc(K(t)

001, K(t)00)를 복호할 수 있게 되고, 갱신 노드 키 K(t)00을 얻을 수 있다. 이하, 순차적으로 도 5A의 위에서부터 2

단째의 암호화 키 데이터 Enc(K(t)00, K(t)0)를 복호하여, 갱신 노드 키 K(t)0, 도 5A의 위에서부터 1단째의 암호화 

키 데이터 Enc(K(t)0, K(t)R)를 복호하여, 갱신 노드 키(갱신 루트 키) K(t)R을 얻는다.

한편,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은 자신이 보유한 리프 키 K0000, K0001과 노드 키 K000은, 갱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갱신 노드 키로서 필요한 것은 K(t)00, K(t)0, K(t)R이다.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은 도 5A의 위에서부터 3

단째의 암호화 키 데이터 Enc(K000, K(t)00)를 복호하여, K(t)00을 취득하고, 이하 도 5A의 위에서부터 2단째의 암

호화 키 데이터 Enc(K(t)00, K(t)0)를 복호하여, 갱신 노드 키 K(t)0을 얻고, 도 5A의 위에서부터 1단째의 암호화 키 

데이터 Enc(K(t)0, K(t) R)를 복호하여, 갱신 노드 키(갱신 루트 키) K(t)R을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클라이언트 단

말기 C0, C1, C2는 갱신한 키 K(t)R을 얻을 수 있다.

또, 도 5A의 인덱스는 각 암호화 키 데이터 Enc를 복호하는 키로서 사용하는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절대 번지를 나

타낸다. 이 경우, 갱신 노드 키 K(t)R, K(t)0, 또는 K(t)00을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키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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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트리 구조의 상위단의 노드 키:K(t)0, K(t)R의 갱신이 불필요하고, 노드 키 K00만의 갱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 5B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이용함으로써, 갱신 노드 키 K(t)00을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갱신 노드 키 K(t)00을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키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배포에 의해, 클라이언트 단말기 C4 등, 그 밖의 그룹의 기기에 있어서는 암호화 콘텐

츠 키 데이터가 복호되지 않음에 따라,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C1, C2 이외에는 복호되지 않

는 데이터로 배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6에, t 시점에서의 콘텐츠 키 K(t)con을 얻는 처리예로서, 복호 키 K(t)00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단말

기 C0, C1, C2에 공통의 콘텐츠 키 K(t)con을 암호화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 Enc(K(t)00, K(t)con)와, 도 5B에 

도시한 유효화 키 블록(EKB)을 수신한 클라이언트 단말기 C0의 처리를 도시한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단말기 C0은 세대:t 시점의 유효화 키 블록(EKB)과,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자

신이 미리 저장하고 있는 노드 키 K000을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의 EKB 처리에 의해, 노드 키 K(t)00을 생

성한다. 또한, 복호한 갱신 노드 키 K(t)00을 이용하여 갱신 콘텐츠 키 K(t)con을 복호한다. 후에, 이 갱신 콘텐츠 키 

K(t)c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C0 자신만이 보유하는 리프 키 K0000으로 갱신 콘텐츠 키 K(t)con

을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도 7에 유효화 키 블록(EKB)의 포맷예를 도시한다. 버전(101)은 유효화 키 블록(EKB)의 버전을 나타내는 식별자이

다. 또, 버전은 최신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식별하는 기능과 콘텐츠 데이터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

는다. 데쓰(depth: 102)는 유효화 키 블록(EKB)의 배포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대한 계층 트리의 계층 수를 나타

낸다. 태그 포인터(103)는 유효화 키 블록(EKB) 의 데이터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이고, 태그 포인터(104)는 태

그부의 위치, 서명 포인터(105)는 서명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이다.

데이터부(106)는, 예를 들면 갱신하는 노드 키를 암호화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를 들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갱신된 노드 키에 관한 각 암호화 키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갱신 노드 키는, 상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

터를 복호하는 복호 키로서 사용할 수 있다.

태그부(107)는 데이터부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노드 키, 리프 키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태그이다. 이 태그의 부

여 룰을 도 8A 내지 도 8C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8A 내지 도 8C에서는, 데이터로서 먼저 도 5A에서 설명한 유효

화 키 블록(EKB)을 송부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암호화 키 데이터는,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다. 이 때의 

암호화 키 데이터에 포함되는 톱 노드의 어드레스를 톱 노드 어드레스로 한다. 이 경우에는 루트 키의 갱신 키 K(t)R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톱 노드 어드레스는 KR이 된다. 이 때, 예를 들면 최상단의 데이터 Enc(K(t)0, K(t)R)는 도 

8A에 도시한 계층 트리에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 여기서, 다음의 데이터는 Enc(K(t)00, K(t)0)이고, 트리 상에서는 이

전 데이터의 좌측 아래의 위치에 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태그:0,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태그:1이 설정된다. 

태그는 {좌측(L) 태그, 우측(R) 태그}로서 설정된다. 최상단의 데이터 Enc(K(t)0, K(t)R)의 좌측에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L 태그=0, 우측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R 태그=1이 된다. 이하, 모든 데이터에 태그가 설정되어, 도 8C에

도시하는 데이터 열, 및 태그 열이 구성된다.

태그는 데이터 Enc(Kxxx, Kyyy)가 트리 구조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다. 

데이터부에 저장되는 암호화 키 데이터 Enc(Kxxx, Kyyy) …는 단순하게 암호화된 키의 나열 데이터에 불과하므로, 

상술한 태그에 의해 데이터로서 저장된 암호화 키 데이터의 트리 상의 위치를 판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술한 태그

를 이용하지 않고, 앞의 도 5A 및 도 5B에서 설명한 구성과 같이 암호화 키 데이터에 대응시킨 노드 인덱스를 이용하

여, 예를 들면,

0:Enc(K(t)0, K(t)root)

00:Enc(K(t)00, K(t)0)

000:Enc(K((t)000, K(t)00))

…와 같은 데이터 구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인덱스를 이용한 구성으로 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되어 데이터량

이 증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하는 배신 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상술한 태그를 키 위치를 나타내

는 색인 데이터로 이용함으로써, 적은 데이터량으로 키 위치의 판별이 가능하게 된다.

도 7로 되돌아가 EKB 포맷에 대하여 다시 설명한다. 서명(Signature)은 유효화 키 블록(EKB)을 발행한,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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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관리 센터, 콘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결제 기관 등이 실행하는 전자 서명이다. 유효화 키 블록(EKB)을 수령한 클라

이언트 단말기는 서명 검증에 의해 정당한 유효화 키 블록(EKB) 발행자가 발행한 유효화 키 블록(EKB)인 것을 확인

한다.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이러한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과 

함께 수신하여,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 리할 수 있는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으로 콘텐츠 키를 복호한다

.

다음으로,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카메라, VTR 등의 동화상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되고, 디지털 신

호로 변환된 콘텐츠 데이터는 MPEG 등에 의해 압축 부호화되고, 또한 암호화되어 도 1에 도시한 오더링 장치(10)에 

공급된다. 오더링 장치(10)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등이 부가되고, 소정의 형식의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에 

작성되어 기록 보유된다.

다음으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RTSP의 콘텐츠의 사용 요구(DESCRIBE)에 따라 클라이언트 단말기(301)가 스

트림 서버(201)에 콘텐츠 데이터의 요청(310)을 공급한다. 스트림 서버(201)는 이 요청에 따라, 세션 기술 프로토콜(

SDP) 파일(210)을 클라이언트 단말기(301)에 공급한다.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210)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호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단말기(3

01)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로부터 스트림 수신에 필수인 파라미터를 취득함과 함께, 세션 기술 프로토콜(S

DP) 파일 내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리한다. 이 때, 상술한 바와 같이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 키를 보유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단

말기는 스트림 서버(201)에 스트림 수신을 요청하지 않는다. 또,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리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가 배신되어도 복호할 수 없다.

한편, 유효화 키 블록(EKB)을 처리할 수 있었던 클라이언트 단말기(301)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유효화 

키 블록(EKB)과 함께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여 콘텐츠 키를 얻음과 함께 스트림 서버(201

)에 스트림 데이터의 송신 개시(PLAY)(311)를 요청한다. 이 요청에 따라 스트림 서버(201)로부터 암호화 콘텐츠 데

이터를 포함하는 스트림 데이터(211)가 스트림 배신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말기(301)는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여 얻어진 콘텐츠 키에 의해, 스트림 배신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콘텐

츠 데이터로 복호하여 리얼타임으로 재생한다.

또한, 예를 들면 QuickTime(등록상표)에 있어서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 형식인 QuickTime 파일 형식에, 예를 들면

시큐러티 정보(Security info Atom)를 추가하고, 여기에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매립한

다. 그 때,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도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기재되면, 스트

림 배신용 데이터에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2중으로 저장되게 되어, 이 경우, 2개의 유

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의 동일 여부에 따른 정합성의 체크 등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스트

림 서버에 모듈(부가 소프트)을 추가하고,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콘텐츠의 사용 요구(DESCRIBE)의 요청이 스트

림 서버에 공급되었을 때에, Security info Atom 내의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복사하여, 이 복호화 정보가 부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송

신한다. 이와 같이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복호화 정보는 오더링 장치가 아

니라, 스트림 서버 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부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르면,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

이터로 이루어지는 복호화 정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유효화 키 블록(EKB)

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콘텐츠 키를 복호할 수 있기 때문

에, 통상의 디스크 재생과 동등한 정도의 매우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술한 종래예에서는 콘텐츠 데이터를 암호화한 콘텐츠 키를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취득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오더링 장치로부터 클라이언트 단말기로 콘텐츠 키를 송신하거나,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 내에 콘텐츠 키 정보를 포함시켜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종래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로부터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에서는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하여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복호화 정

보는 기존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다. 즉, 프로토콜을 확장하지 않고,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안전하게 

스트림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QuickTime에서는 Hinted Track의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k」의 필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즉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의 내용을 변

경하는 것만으로 프로토콜을 확장하지 않고, 안전성이 매우 뛰어난 스트리밍을 실현할 수 있 다.



공개특허 10-2004-0080327

- 9 -

또,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한 청구의 범위 및 그 주지를 일

탈하지 않고, 다양한 변경, 치환 또는 그 동등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분명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트리밍 시스템은,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

이터를 복호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와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

보를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배신하는 스트림 서버를 구비하고, 복호화 정보가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콘텐츠 키가 암호화되어 송신되므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어, 스트리밍 시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고,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

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암호화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유효화 키 블록(EKB)은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인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 를 저장하는 데이

터부와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클라이언트 단말기

는 선택 키가 클라이언트 단말기 고유의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로부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선택 키에 의해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수단과,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수단과,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

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프로토콜을 확장하지 않고,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의 복호화 정보를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송신할 수 있음과 함께, 특정한 클라이언트 단말기만이 복호화 정보를 

복호 처리하여 콘텐츠 키를 얻을 수 있어, 스트림 배신 시의 안전성이 매우 높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와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보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배신하

는 스트림 서버를 갖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서버가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

말기에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고,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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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

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상기 선택 키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고유의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수단과,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

호 처리 수단과,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1개의 노드를 정점으로 했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청구항 7.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로부터 클

라이언트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상기 복호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 처리 단계를 포

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배신되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앞서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상기 클라이언

트 단말기에 송신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고,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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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 키가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 고유의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상기 암호

화 복호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

리 단계와,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 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1개의 노드를 정점으로 했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단계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리밍 방법.

청구항 13.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기 위한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

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스트림 배신되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수단과,

상기 복호 처리를 하는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 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수신에 앞서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고, 고유의 리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

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

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 처리 수단은 상기 선택 키가 상기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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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수단과,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수단과,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1개의 노드를 정점으로 하였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

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청구항 19.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기 위한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

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스트림 배신되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단계와,

상기 복호 처리를 하는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수신에 앞서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있어서의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 키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고유의 리

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

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상기 암호화 복

호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단

계와,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데이터 복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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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기 위한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

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스트림 배신되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단계와,

상기 복호 처리를 하는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수신에 앞서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있어서의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 중 어느 하나의 선택 키에 의해 암호 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 키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고유의 리

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

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의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상기 암호화 복

호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단

계와,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27.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 처리하기 위한 복호화 정보를 스트림 서버

로부터 수신하는 수신 단계와,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스트림 배신되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트림 수신 단계와,

상기 복호 처리를 하는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억된 기록 매체.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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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스트림 수신에 앞서 상기 스트림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유효화 키 블록(EKB)에 저장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있어서의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 중 어느 하나인 선택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부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며,

상기 복호 처리 단계는 상기 선택 키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리프로 구성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고유의 리

프 키와, 이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리프에 고유의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

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노드 키 및 루트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할 때, 상기 암호화 복

호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키에 의해 상기 복호 키를 복호하는 제1 복호 처리 단

계와, 상기 복호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키를 복호하는 제2 복호 처리 

단계와, 상기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로부터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제3 복호 

처리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31.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과,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배

신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 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가

공급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은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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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 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

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1개의 노드를 정점으로 했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7.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

신용 데이터가 공급되고,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

텐츠 키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이터 추가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수단은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데이터 추가 수단에 의해 상기 유효화 키 블

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추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것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1개의 노드를 정점으로 하였 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

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림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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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배

신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배신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배신 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배신 방법.

청구항 43.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

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 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배신 방법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

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

텐츠 키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이터 추가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데이터 추가 단계에 의해 상기 유효화 키 블

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추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공개특허 10-2004-0080327

- 17 -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R)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배신 방법.

청구항 45.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배

신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48.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49.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

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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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

텐츠 키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이터 추가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데이터 추가 단계에 의해 상기 유효화 키 블

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추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50.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와,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스트림 배신하는 배

신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데이터로 복호하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52.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스트림 배신하는 데 앞서 송신하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53.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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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54.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작성된 스트리밍 배

신용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에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

텐츠 키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이터 추가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를 송신하는 송신 단계는 상기 스트림 배신에 앞서 상기 데이터 추가 단계에 의해 상기 유효화 키 블

록(EKB) 및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추가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송신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55.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

보를 부가하여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을 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파일 작성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

치.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치.

청구항 57.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갖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치.

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작성 수단은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상기 복호화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복수의 서로 다

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있어서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며,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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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복호하는 상기 복호 키를 암호화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

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상기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루트 및 루트 키는 상기 계층 트리 구조의 하나의 노드를 정점으로 하 였을 때의 각각의 정점 노드 및 이 정점 노

드에 고유의 정점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치.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 키는 상기 제1 복호 처리 수단에 의한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에 의해, 상기 키 세트의 루트

키 및/또는 노드 키가 갱신된 갱신 루트 키 또는 갱신 노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장치.

청구항 61.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

보를 부가하여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파일 작성 단계를 포함

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방

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방법.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방법.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작성 단계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복호화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

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있어서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스

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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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상기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 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더링 방법.

청구항 65.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

보를 부가하여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을 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파일 작성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67.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68.
제6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작성 단계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복호화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

화 콘텐츠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

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있어서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상기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69.
소정의 동작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콘텐츠 데이터가 콘텐츠 키에 의해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이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를 복호하는 복호화 정

보를 부가하여 스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을 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파일 작성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콘텐츠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키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키로 복호하는 복호 키가 암호화된 암호화 복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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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71.
제69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 배신용 데이터는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갖고,

상기 복호화 정보는 상기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72.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작성 단계는 상기 암호화 콘텐츠 데이터에, 복호화 키 데이터가 저장된 유효화 키 블록(EKB)과 상기 암호

화 콘텐츠 키 데이터가 저장된 세션 기술 프로토콜(SDP) 파일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부가하여, 복수의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중, 1개 이상의 선택된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있어서만 이용 가능한 콘텐츠 데이터를 상기 스

트림 서버가 스트림 배신할 때에 사용하는 스트리밍 배신용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기는 복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리프로 구성한 계층 트리 구조의 루트, 노드 및 상기 리프에 

고유의 각각 루트 키, 노드 키 및 리프 키로 이루어지는 키 트리에 있어서의 상기 루트까지의 패스 상의 키로 이루어

지는 키 세트를 보유하고,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은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부와 상기 계층 트리 구조에 있어서의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하는 태그부를 포함하고,

상기 암호화 복호 키 데이터는 상기 선택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갖는 키 세트에 포함되는 어느 하나의 키에 의해, 상기

태그부의 정보에 기초하여 복호 키로 복호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도면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3 -

도면1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4 -

도면2

도면3A

도면3B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5 -

도면4

도면5A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6 -

도면5B

도면6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7 -

도면7

도면8



공개특허 10-2004-0080327

- 28 -

도면9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의 간단한 설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4
	도면5A
	도면5B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