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6Q 99/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6월11일

10-0725918

2007년05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4-0107261 (65) 공개번호 10-2006-0068542

(22) 출원일자 2004년12월16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16일

(73) 특허권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72) 발명자 박지현

대전 서구 만년동 상아아파트 103-1305

정연정

대전 중구 용두동 124-17

황성운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0-74 2층

남도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숙사 1동 318호

김정현

광주 동구 소태동 700-2 진양아파트 2동 201호

윤기송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04-503

김준일

경기 양주시 덕정동 덕정극동아파트 109-1003호

정상원

대전 서구 만년동 20번지 301호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80327 KR1020040034165

심사관 : 유진태

전체 청구항 수 : 총 14 항

(54)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

등록특허 10-0725918

- 1 -



(57)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콘텐츠에 대한 다단계 패키징 및 다단계 라이센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가 각 유통단계에서 보호되면

서 다단계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유통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유통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암호

화된 콘텐츠, 해당 메타 데이터 및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서명이 포함되도록 콘텐츠 패키징을 하기 위한 콘텐츠 패키징 수

단; 구매자 또는 다른 유통업자의 콘텐츠 구매 요청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 수단으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고, 상기 콘텐

츠 패키징 수단에서 생성된 패키징된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또는 상기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통 수단; 및 상

기 유통 수단의 요청에 따라,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키를 새로이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키,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 정보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한 상기 라이센

스 발급 수단을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유통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유통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해당 메타 데이터 및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서명이 포함되도록 콘텐츠

패키징을 하기 위한 콘텐츠 패키징 수단;

구매자 또는 다른 유통업자의 콘텐츠 구매 요청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 수단으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고,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에서 생성된 패키징된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또는 상기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유통 수단; 및

상기 유통 수단의 요청에 따라,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키를 새로이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키,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 정보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한 상기 라이센

스 발급 수단

을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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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은,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가 이미 콘텐츠 제작자에 의하여 유통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유통되어 전달된 패키징된

콘텐츠를 해석하고 다른 유통업자의 유통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재패키지화하며, 외부로부터 발급받은 라이센스를 복호화

하고 다른 유통업자로부터의 콘텐츠 판매 요구에 따라 상기 라이센스 키를 암호화하여 상기 라이센스 발급 수단으로 전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에서의 재패키지화는,

외부로부터 유통되어 전달된 '패키징된 콘텐츠'에 포함된 '암호화된 콘텐츠', 새로이 변경한 메타 데이터 및 새로운 전자서

명이 포함되도록 재패키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

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은,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패키징된 콘텐츠를 해석하여 상기 패키징된 콘텐츠 내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암호화된 콘텐츠, 및 전

자서명을 추출하기 위한 다단계 패키징 해석 수단;

상기 추출된 메타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해석 수단;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 변경된 메타데이터 및 새로운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새로이 패키징된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다단

계 패키징 수단;

외부로부터 발급되어 전송된 라이센스를 해석하고 사용권한정보를 검사하기 위한 라이센스 엔진 수단;

암호화 키를 생성하기 위한 암호화키 생성 수단;

상기 라이센스 엔진 수단에서 해석된 라이센스키를 복호하거나, 외부로부터의 라이센스 발급 요청시 상기 암호화 키를 이

용하여 상기 라이센스 키를 암호화하여 상기 라이센스 발급 수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처리 수단; 및

외부의 라이센스 발급 수단 또는 유통 수단과의 통신을 위한 외부시스템 통신 수단

을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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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수행하고, 상기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메

타데이터,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콘텐츠를 패키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

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급 수단은,

상기 패키징 수단을 통하여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라이센스를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외부 시스템과 통신을 하기 위한 외부시스템 통신 수단;

상기 라이센스 내에 포함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키관리 수단;

상기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베이스 라이센스를 보관하기 위한 베이스 라이센스 관리 수단;

상기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베이스 라이센스를 해석하고, 외부로부터의 발급 요청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사하여,

유효하면 라이센스 생성 수단으로 상기 베이스 라이센스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기 위한 라이센스

엔진 수단; 및

상기 전달된 베이스 라이센스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하기 위한 상기 라이센스 생성 수단

을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전자서명은,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서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청구항 8.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에 있어서,

콘텐츠 패키저(Packager)가 유통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키를 생성하는 라이센스키 생성 단계;

상기 콘텐츠 패키저가 외부로부터 발급받은 베이스 라이센스 및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

송하는 라이센스 전달 단계;

유통서버가 구매자로부터 콘텐츠 구매를 요청받아,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는 라이센스 발급

요청 단계; 및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상기 유통서버의 라이센스 발급 요청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 발급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상기 라이센스 전달 단계에서 전달받은 베이스 라이센스 및 상기 라이센스키 정보에 기초하여 생성된 새로운 라이센스 키,

콘텐츠 사용권한 정보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를 상기 구매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상기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라이센스 발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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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키 생성 단계는,

암호화키 씨드(seed)를 생성하는 키 씨드 생성 단계;

상기 암호화키 씨드로부터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암호화키 생성 단계;

상기 베이스 라이센스로부터 라이센스키 및 암호화된 콘텐츠키를 추출하는 베이스 라이센스 해석 단계;

상기 추출된 라이센스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키를 복호화하는 콘텐츠키 복호 단계; 및

상기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키를 다시 암호화하는 콘텐츠키 암호화 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서

상기 라이센스 전달 단계는,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부터,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인증서를 가져오는 인증서 요청 단계;

상기 라이센스키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 인증서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라이센스 키 암호화 단계;

콘텐츠 ID, 콘텐츠 제목, 및 암호화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할 메시지를 생성하는

전송메시지 생성 단계;

상기 전송 메시지를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 단계;

상기 베이스 라이센스 및 상기 전자서명된 전송 메시지를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전송하는 전송 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급 요청 단계에서의 구매요청 과정은,

상기 구매자가 상기 유통서버에 로그인하는 로그인 단계;

상기 구매자가 상기 유통서버에서 구매할 콘텐츠의 권한 및 조건을 선택하는 권한/조건 선택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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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매자의 인증서를 상기 유통서버로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급 요청 단계에서의 발급 요청 과정은,

라이센스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센스키를 가져오는 라이센스키 획득 단계;

상기 라이센스키를 구매자의 인증서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암호화 단계;

구매자가 선택한 권한 및 조건, 암호화된 라이센스키, 구매자의 인증서를 포함하는 라이센스 발급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요청메시지 생성 단계;

상기 라이센스 발급 요청 메시지를 상기 유통서버의 인증서 비밀키로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 단계; 및

상기 전자서명된 메시지를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하는 요청메시지 전송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13.

제 8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급 단계에서의 발급요청 유효성 검사 과정은,

상기 유통서버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요청을 받는 발급요청 수신 단계;

상기 베이스라이센스 관리부로부터 해당 베이스 라이센스를 가져오는 베이스라이센스 가져오기 단계; 및

라이센스 엔진을 이용하여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권한 및 조건이 베이스 라이센스의 권한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

는 권한/조건 검사 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발급 단계에서의 라이센스 생성 과정은,

키관리부로부터 라이센스키 정보를 가져오는 키정보 가져오기 단계;

상기 베이스 라이센스에 포함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추출하는 키정보 추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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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키정보 가져오기 단계 및 상기 키정보 추출 단계의 키와 관련된 정보를 구매자의 인증서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

는 키암호화 단계;

상기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권한 및 조건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의 권한 및 조건 정보를 생성하는 권한/조건 단계;

상기 키암호화 단계 및 상기 권한/조건 단계의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XML을 생성하는 라이센스 XML 생성 단계; 및

상기 라이센스 XML에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전자서명 단계

를 포함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콘텐츠에 대한 다단계 패키징 및 다단계 라이센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가 각 유통단계에서 보호되면서 다단

계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이센스는 사용자가 보호된 콘텐츠를 보는데 필요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

태의 문서이다. 이 정보는 보호된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복호화 키, 암호화 옵션을 포함하며, 전송과정에서의 위

변조를 막기 위하여 발급자의 인증서을 이용한 전자서명이 추가된다.

오늘날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방식이 도입되고 다양한 제작툴이 보급되어 콘텐츠의 제작이 손쉽고 빠르게 이

루어지게 되었으며,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콘텐츠의 소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또한 PDA나 휴대폰

의 보급과 함께 고속 무선 통신망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더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어울리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무선 통신망, 디지털 TV 등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달 및 소비, 유통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콘텐츠 제공자, 분배자, 사용자 등

모두에게 호환성 문제,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 문제, 올바른 유통 체계 확립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고, 적

법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포함한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콘텐츠 패키징(Content Packaging)은 DRM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작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패키징에 의

해 생성되는 보호된 콘텐츠를 시큐어 콘테이너(Secure Container)라 한다. 시큐어 콘테이너는 암호화된 콘텐츠, 콘텐츠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DRM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유통 방식에서는 콘텐츠 암호화, 메타데이터, 콘텐츠 패키징, 및 라이센

스 발급 등 모두를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1:1 관계만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콘텐츠 제작자에서부터 콘텐츠 소비자에 이르

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유통단계에서의 콘텐츠 보호는 양

심과 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보호가 시스템적으로 제공된다면, 서로 다른 유통업자들 간에 서로 다른 분야의 콘텐츠를 상호 공급하거

나 또는 동일한 콘텐츠일지라도 서로 다른 조건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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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DRM을 다단계에 걸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기존 DRM의 라이센스

에 포함된 암호화키 체계가 다단계 유통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존 DRM을 다단계 유통에 적용한다면, 각 유통

단계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한 후 자신이 생성한 암호화키로 다시 암호화하는 패키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복호화로 인한 원본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다시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이전 유통업자의 정보가 삭제되거나 위변조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각 유통단계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는 콘텐츠 암호화키가 안전하게 분산관리되어야 하며, 패키징된 콘텐츠

및 라이센스의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콘텐츠에 대한 다단계 패키징 및 다단계 라이센싱을 지원함으로

써, 디지털 콘텐츠가 각 유통단계에서 보호되면서 다단계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단계 유통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에 있어서, 유통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해당 메타 데이터 및 암호화되지 않은 전자서명이 포함되도록 콘텐츠 패키징을 하

기 위한 콘텐츠 패키징 수단; 구매자 또는 다른 유통업자의 콘텐츠 구매 요청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 수단으로 라이센스 발

급을 요청하고, 상기 콘텐츠 패키징 수단에서 생성된 패키징된 콘텐츠를 상기 구매자 또는 상기 다른 유통업자에게 전달하

기 위한 유통 수단; 및 상기 유통 수단의 요청에 따라,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키를 새로이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 키, 상기 유통대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 정보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라이센스를 발급

하기 위한 상기 라이센스 발급 수단을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은,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에 있어서, 콘텐츠 패키저(Packager)가 유통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키를 생성하는 라이센스키 생성 단계; 상기 콘텐츠 패키저가 외부로부터 발급받은 베이스 라이센

스 및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하는 라이센스 전달 단계; 유통서버가 구매자로부터 콘텐

츠 구매를 요청받아, 상기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는 라이센스 발급 요청 단계; 및 상기 라이센스 발

급 서버가 상기 유통서버의 라이센스 발급 요청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 발급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한 후, 상기 라이센스 전

달 단계에서 전달받은 베이스 라이센스 및 상기 라이센스키 정보에 기초하여 생성된 새로운 라이센스 키, 콘텐츠 사용권한

정보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라이센스를 상기 구매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상기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라이센스 발급 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

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

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 콘텐츠 유통에서의 라이센스 발급 장치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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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은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콘텐츠 패키저(Packager)(11,

21, 31),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 조건, 복호화키 정보를 담고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한 라이센스 발급 서버(12,

22, 32), 구매자의 구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유통서버(13, 23, 33), 및 데이터베이스(14, 24, 34)로 구성된다.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콘텐츠 패키징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통업자(distributor)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패키징된 콘텐츠(packaged content)를 일정한 사용조건으로 소비자 혹

은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고, 구매자는 콘텐츠가 제작된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목적으로 유통업자

로부터 콘텐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단계 유통은 콘텐츠 유통업자간의 콘텐츠 거래를 위한 유통을 의미하고, 재판매는 하나의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로

부터 구매한 패키징된 콘텐츠(packaged content)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큐어 콘테이너(Secure Container)는 패키징에 의해 생성되는 보호된 콘텐츠를 지칭하며, 시큐어 콘테이너는 암호화된

콘텐츠, 콘텐츠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룰 등으로 구성된다.

라이센스(license)는 패키징된 콘텐츠(packaged content)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규칙과 복호화 키를 포함한 인가정보를

의미한다.

다단계 패키징된 콘텐츠(multi-packaged content)는 유통업자간의 다단계 유통이 가능하도록 유통단계마다 반복하여 패

키징된 시큐어 콘테이너를 의미한다.

다단계 라이센스(multi-license)는 유통업자간의 다단계 유통, 판매, 그리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단계 패키징된 콘텐츠

(multi-packaged content)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증서를 의미하고, 베이스 라이센스(Base License)는 유통업자가 다단

계 패키징된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전 유통업자부터 구입한 다단계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콘텐츠키는 원본 콘텐츠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대칭키를 의미하고, 라이센스키는 콘텐츠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는

대칭키를 의미한다.

본 발명은 다단계 유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에 대한 다단계 패키징과 다단계 라이센싱을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자(10)가

최초로 콘텐츠에 대해 패키징을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면, 다음 유통업자(20)는 이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소유한 권한내

에서 자신의 유통 목적에 맞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다시 패키징하여 유통시키는 한편, 다시 패키징된 콘텐츠를 또 다른

유통업자(30)에게 유통 중계 혹은 재판매하거나 최종 소비자(구매자)(40)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하, 도 1에 따라서,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제작자(10)가 원본콘텐츠를 처음 패키징하는 경우, 패키저의 입력으로 원본콘텐츠(c)와 사용권한(R1)을 넣는다

(100).

콘텐츠 패키저(11)는 암호화키 생성을 위한 3개의 키씨드 sk, s11, s12를 생성한다. 그리고, sk으로부터 콘텐츠 암호화를

위한 대칭키 K를, s11 로부터 대칭키 L11을, s12 로부터 대칭키 L12 를 생성한다. 대칭키 K를 이용하여 원본콘텐츠(c)를 암

호화한다. 대칭키 L11을 이용하여 대칭키 K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값을 다시 대칭키 L12를 이용하여 다음의 [수학식 1]

과 같이, 암호화한다. 이 값을 N1이라 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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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패키저(11)는 라이센스 발급 서버(12)에 s11, N1, R1을 전송한다.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라이센스 발급 서

버의 공개키로 각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101). 그리고, 콘텐츠 패키저에 의해 생성된 시큐어

콘테이너(C1), 키씨드 s12, 사용권한정보(R1)을 유통서버의 데이터베이스(15)에 저장한다(101). 라이센스 발급 서버(12)

는 전달받은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데이터베이스(14)에 저장한다(101).

유통업자(CD1)가 콘텐츠 제작자의 유통서버(13)에 접속하여 콘텐츠 구매를 요청하면, 유통서버(13)는 유통업자(CD1)의

패키저(21)로부터 유통업자의 인증서 공개키(PCD1)를 전송받는다(102). 구매자(여기서는 유통업자(CD1))는 유통서버

(13)로부터 시큐어 콘테이너(C1)를 전송받는다(102).

한편, 유통서버(13)는 데이터베이스(15)로부터 키씨드 s12를 가져와서 유통업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유통업자 인증서

공개키(PCD1), 구매자가 선택한 권한정보(r1)와 함께 라이센스 발급 서버(12)로 전송하고( )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한다(103).

라이센스 발급 요청을 받으면, 라이센스 발급 서버(12)는 데이터베이스(14)로부터 저장된 정보(s11, N1, R1)를 가져온다

(104). 이 정보와 유통서버(13)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L1)를 생성한다. 라이센스는 암호화키씨드 정보

(s11, s12), 암호화된 콘텐츠암호화 키정보(N1)와 권한정보(r1)를 가지며 구매자의 공개키(PCD1)로 다음의 [수학식 2]와

같이 암호화된다.

수학식 2

그리고, 생성된 라이센스는 구매자(CD1)에게 전송된다(104).

한편, 패키징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다시 패키징하는 경우, 콘텐츠 패키저(21)는 2개의 암호화키 씨드 s21, s22를 생성한다.

각 씨드로부터 라이센스키 L21, L22 를 생성한다. 콘텐츠 패키저(21)는 라이센스( L1)로부터 s11, s12, N1을 추출하고, N1

을 s12로 복호한다. 복호화된 값을 L21와 L22을 이용하여 차례로 암호화하여 N2를 생성한다([수학식 3] 참조).

수학식 3

콘텐츠 패키저(21)는 라이센스 발급 서버(22)에 s21, N2, L1을 전송한다.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라이센스 발급 서

버(22)의 공개키로 각 데이터를, 다음의 [수학식 4]와 같이, 암호화한다(111).

수학식 4

그리고, 재패키징된 시큐어 콘테이너 C2, 암호화키 씨드 s22, 베이스 라이센스 L1을 유통서버의 데이터베이스(25)에 저장

한다(111). 라이센스 발급 서버(22)는 전달받은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22)의 데이터베이스(24)에 저장한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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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과정은 이전 구매과정과 동일하다.

다음 유통업자(CD2)가 유통업자 CD1의 유통서버에 접속하여 콘텐츠 구매를 요청하면, 유통서버는 유통업자(CD2)의 패키

저로부터 유통업자의 인증서 공개키(PCD2)를 전송받는다. 구매자는 유통서버로부터 시큐어 콘테이너(C2)를 전송받는다.

유통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키씨드 s22를 가져와서 유통업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유통업자 인증서 공개키(PCD2)

, 구매자가 선택한 권한정보(r2)와 함께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하고( ),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한다

라이센스 발급 요청을 받으면, 라이센스 발급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저장된 정보(S2, N2, L1)를 가져온다. 이 정보와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L2)를 생성한다. 라이센스는 암호화키씨드 정보(S2, s22), 암호화된 콘텐

츠암호화 키정보(N2)와 권한정보(r2)를 가지며 구매자의 공개키(PCD2)로 암호화된다([수학식 5] 참조). 그리고, 생성된

라이센스는 구매자(CD2)에게 전송된다

수학식 5

한편, 상기과정을 일반화하여 n단계 유통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단계 유통업자의 패키저에서 생성되는 키씨드 si1, si2 를 이용한 대칭키 Li1, Li2 생성 및 Ni 값 생성 방법은 다음의 [수학

식 6]으로 표현된다.

수학식 6

콘텐츠 패키저에서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다음의 [수학식 7]과 같다(121).

수학식 7

콘텐츠 패키저에서 유통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재패키징된 콘텐츠 Cn, 키씨드 sn2, 베이스라이센스 Ln-1

이다(121).

n+1 단계 유통업자가 구매요청을 하면, 유통서버는 구매자의 공개키 PCDn+1 을 가져온다(122). 구매자는 유통서버로부터

시큐어 콘테이너(Cn)를 전송받는다(122).

유통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키씨드 sn2를 가져와서 유통업자 CDn+1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유통업자 인증서 공개

키(PCDn+1), 구매자가 선택한 권한정보(rn)와 함께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하고( ), 라이센스 발

급을 요청한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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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요청을 받으면, 라이센스 발급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저장된 정보(Sn, Nn, Ln-1)을 가져온다(124). 이

정보와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Ln)를 생성한다. 라이센스는 암호화키씨드 정보(Sn, sn2), 암호화

된 콘텐츠암호화 키정보(Nn)와 권한정보(rn)를 가지며 구매자의 공개키(PCDn+1 )로 암호화된다([수학식 8] 참조).

수학식 8

그리고, 생성된 라이센스는 구매자(CD2)에게 전송된다(124).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시큐어 콘테이너 일실시예 구조도로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큐어 콘테이너는 대칭키 K로

암호화된 콘텐츠(201), 메타데이터 (202), 전자서명(203)으로 구성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콘텐츠 패키저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먼저, 도3에서 2번째 유통업자측에서의, 보호된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콘텐츠 패키저(310)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패키저(310)는 패키징된 콘텐츠(301)에 대한 정보(메타 데이터, 암호화된 콘텐츠, 전자서명)를 추출하는 다단계

패키징 해석부(311), 패키징된 콘텐츠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해석하는 메타데이터 해석부(312), 다단계 패키징 해석부

(311) 및 메타데이터 해석부(312)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콘텐츠를 패키징하는 다단계 패키징부(313)를 포함한다.

또한, 콘텐츠 패키저(310)는 라이센스(302)를 해석하고 권한정보의 검사를 수행하는 라이센스 엔진부(314),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암호화키 생성부(315), 콘텐츠 또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하는 암호화 처리부(316), 및 라이센스 발급

서버 및 유통서버와 통신을 위한 외부시스템 통신부(317)를 포함한다.

3번째, 4번째 등 다음 단계의 유통업자의 콘텐츠 패키저(320)도 콘텐츠 패키저(310)와 동일한 구성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한다.

이미 패키징된 콘텐츠와 라이센스를 구매한 A 유통업자는 자신의 라이센스에 명시된 권리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대한 판

매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콘텐츠를 구매한 B 유통업자는 A 유통업자가 설정한 권리 범위내에서만 콘텐츠를 판매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다단계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한 라이센스 발급 서버(12, 22, 32)는 라이센스키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키관리

부(404), 베이스 라이센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베이스 라이센스 관리부(402), 베이스 라이센스를 해석하고 발급 요

청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라이센스 엔진부(403), 라이센스를 생성하기 위한 라이센스 생성부(405), 및 외부 시스템과

의 통신을 위한 외부시스템 통신부(401)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라

이센스 발급 서버(12, 22, 32)에서 수행되는 방법이다.

콘텐츠 패키저가 라이센스키를 생성하고(500), 베이스 라이센스(Base License)와 라이센스키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

에 전송한다(502).

그러면, 구매자가 유통서버에 구매를 요청하면(504), 그에 따라 유통서버는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

한다.

라이센스 발급 서버는 라이센스 발급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하여(506), 유효하면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를 생성한

후(508), 그 생성된 라이센스를 구매자에게 전송하고(510), 유효하지 않으면 오류정보를 전송한다(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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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패키저가 라이센스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도 5의 "500"의 상세

한 과정을 나타낸다.

콘텐츠 패키저가 암호화키 씨드(seed)를 생성하고(600), 씨드로부터 암호화키를 생성한다(602). 그리고, 베이스 라이센스

로부터 라이센스키 및 암호화된 콘텐츠키를 추출하고(604), 그 추출된 라이센스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키를 복호

화한 후(606), "602"에서 생성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콘텐츠키를 암호화한다.

상기의 과정을 원본 콘텐츠를 패키징하는 경우와 패키징된 콘텐츠를 다시 패키징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도 1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패키저가 베이스 라이센스(Base License)와 라이센스키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전

송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도 5의 "502"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나타낸다.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부터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인증서를 가져와서(700), 라이센스키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 인증서의 공

개키로 암호화한 후(702), 콘텐츠 ID, 콘텐츠 제목, 암호화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전송할

메시지를 생성한다(704). 그리고 나서, 그 생성된 메시지를 전자서명한 후(706), 베이스 라이센스와 "706"에서 전자서명

된 메시지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전송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구매자가 유통서버에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도 5의 "504"에 대한 상

세한 과정을 나타낸다.

구매자가 유통서버에 로그인하고(800), 구매자가 유통서버에서 구매할 콘텐츠의 권한 및 조건을 선택하면(802), 구매자의

인증서를 유통서버로 전송한다(804).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유통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유통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면, 라이센스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센스키를 가

져와서(902), 그 가져 온 라이센스키를 구매자의 인증서 공개키로 암호화한다(902).

구매자가 선택한 권한 및 조건, "902"에서 생성된 암호화된 라이센스키, 구매자의 인증서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한다

(904). 그리고, 생성된 메시지를 유통서버의 인증서 비밀키로 전자서명한다(906), 생성된 전자서명된 메시지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전송한다(908).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

서, 도 5의 "506"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나타낸다.

유통서버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요청을 받으면(1002), 베이스 라이센스 관리부로부터 해당 베이스 라이센스를 가져오고

(1004), 라이센스 엔진을 이용하여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권한 및 조건이 베이스 라이센스의 권한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1006).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로서, 도 5의 "508"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나타낸다.

키관리부로부터 라이센스키 정보를 가져와(1100), 베이스 라이센스에 포함된 라이센스키 정보를 추출하고(1102),

"1100" 및 "1102"과정에서의 키와 관련된 정보를 구매자의 인증서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다(1104).

그리고, 유통서버로부터 받은 권한 및 조건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의 권한 및 조건 정보를 생성한 후(1106), "1104" 및

"1106" 과정에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XML을 생성하고(1108), 그 라이센스 XML에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전자서

명을 추가한다(1110).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

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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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콘텐츠에 대한 다단계 패키징(packaging)과 다단계 라이센싱(licensing)을 지원하여, 하나의 유통

업자가 최초로 콘텐츠에 대해 패키징을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면, 다음 유통업자는 이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유통 목적에

맞는 권한 및 조건을 설정하여 콘텐츠를 다시 패키징하여 유통시키는 한편, 다시 패키징된 콘텐츠를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유통 중계 혹은 재판매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다단계 유

통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효율적인 콘텐츠 판매가 가능하고,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유통에 관여한 여러 유통업자

의 사용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콘텐츠와 더불어 선행 유통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

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다단계 유통이 적용되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한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유통 중계나 재판매를 통해 콘텐츠를 입수하여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서 다른 유통업자를 반복적으로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며, 한편 유통업자 입

장에서는 직접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의뢰하고, 콘텐츠 제공업자가 패키징(packaging)된 콘텐츠를 구매하여

다시 패키징(packaging)을 열고, 판매용 메타데이터(metadata)를 작성하여 다시 패키징(packaging)하는 복잡한 절차 대

신, 이미 판매용으로 준비된 콘텐츠를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거래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과정에 참여한 유통업자가 다단계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 자신의 사용규칙

을 덧붙일 수 있으므로, 멀티 룰 비즈니스(multi-rule business)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선행자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시

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콘텐츠의 암호화키를 하나의 유통주체에 의해 집중관리하는 대신 유통주체들에게 분산 관리함으로써, 암

호화키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유통주체의 권한 정보를 가진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유통주체의 권한을 제어하는 효과

가 있다. 이는 이미 패키징된 콘텐츠와 라이센스를 구매한 A 유통업자는 자신의 라이센스에 명시된 권리 범위 내에서 콘텐

츠에 대한 판매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콘텐츠를 구매한 B 유통업자는 A 유통업자가 설정한 권리 범위내에서만 콘텐츠

를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시스템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시큐어 콘테이너 일실시예 구조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콘텐츠 패키저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의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패키저가 라이센스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패키저가 베이스 라이센스(Base License)와 라이센스키 정보를 라이센스 발급 서버에 전

송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구매자가 유통서버에 구매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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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유통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서버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 발급 요청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라이센스 발급 서버가 라이센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콘텐츠 제작자 11, 21, 31: 콘텐츠 패키저

12, 22, 32: 라이센스 발급 서버 13, 23, 33: 유통서버

14, 24, 34: 라이센스 발급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15, 25, 35: 유통서버의 데이터베이스 20, 30: 콘텐츠 유통업자

40: 구매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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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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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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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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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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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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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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