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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장치 및 방법

(57) 요약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 장치는,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는 패킷 헤더 분석부, 패킷 헤

더 분석 결과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지 감지하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 패킷 헤더 분석 결과 패킷의 목적지 주

소가 외부 네트워크 상의 주소인 경우 패킷의 소스 IP 주소를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로 변환하는 주

소 변환부, 패킷의 소스 IP 주소와 주소 변환부에 의해 변환된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의 매핑관계를

관리하는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매핑 테이블 생성부, 및 패킷을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주소로 전달하는

패킷 전달부를 포함하며, 패킷 전달부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가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감지한 경우 패킷을

폐기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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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는 패킷 헤더 분석부;

상기 패킷 헤더 분석 결과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지 감지하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

상기 패킷 헤더 분석 결과 상기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 상의 주소인 경우 상기 패킷의 소스 IP 주소를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 변환부;

상기 패킷의 상기 소스 IP 주소와 상기 주소 변환부에 의해 변환된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의 매

핑관계를 관리하는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매핑 테이블 생성부; 및

상기 패킷을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주소로 전달하는 패킷 전달부를 포함하며,

상기 패킷 전달부는 상기 저작 컨텐츠 감지부가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감지한 경우 상기 패킷을 폐

기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크는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헤더 분석부는

상기 패킷의 헤더로부터 소스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및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

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 생성부는

상기 저작 커텐츠 감지부가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감지한 경우 상기 매핑 테이블에 상기 패킷에 해

당하는 IP 주소 매핑 정보를 추가하지 않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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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 컨텐츠 감지부는

상기 패킷의 헤더로부터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이 일정 값보다 작으면 상기 패킷

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는

TTL(Time To Live) 필드의 정보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 컨텐츠 감지부는

상기 패킷의 헤더로부터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이 3홉(hop)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

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소스 IP 주소는

10.1.1.1 내지 10.127.254.254 중 어느 하나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 변환부에 의해 변환된 상기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는

상기 접속 장치의 공용 IP 주소와 상기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의 포트 번호의 조합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청구항 10.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패킷의 헤더로부터 소스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및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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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지 IP 주소 및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

는 패킷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인 경우 상기 패킷을 폐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크는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는

상기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인 경우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이 일정 값보

다 작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는

TTL(Time To Live) 필드의 정보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상기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이고 상기 패킷의 생존 시간이

3홉(hop)보다 작거나 같으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패킷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

법

청구항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의 홈 네트워크에서의 IP 주소는

10.1.1.1 내지 10.127.254.254 중 어느 하나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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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0항 내지 제 15항의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홈 네

트워크에서 공유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복사가 금지되는 저작 컨텐츠가 외부 네트워크로 유출되는 것을 홈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접속 장치의 차원에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사용자들은 댁내에서 자유롭게 저작 컨텐츠를 공유

할 수 있고 저작 컨텐츠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컨텐츠 제공업자는 유료로 제공한 댁내에 존재하는 컨텐츠가 외부로 전송되어 웹 상에서 권한없는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컨텐츠 보호를 위해 방송, 영상, MP3 등 다양한 AV 컨텐츠들을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전송이 차단되고 있다. 종래의 컨텐츠 보호(Content Protection) 방법들은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컨텐츠가 재생되도록 하고, 홈 네트워크 내에서의 컨텐츠의 전송을 금지하거나, 심지어는 컨텐츠를

저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래의 저작 컨텐츠 보호 방법들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에서 컨

텐츠 공유나 재생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AV 홈 네트워크의 사업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over Internet Protocol)라는 프로토콜이 제안되었

다.

도 1은 종래의 DTCP over IP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홈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전송 원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DTCP over IP는 홈 네트워크와 같은 일부 지역내에서만 컨텐츠 보호(Content protection)된 컨텐츠의 전송과 재생이 가

능하도록 한 　방법들 중 하나로서, 해당 패킷의 전송을 패킷의 헤더의 "TTL(Time To Live)" 값을 "3"으로 제한하거나,

RTT(Round Trip Time) 값을 7mS로 제한함으로써 컨텐트 보호된 패킷의 전송영역을 홈 네트워크 내로 한정하고 있다.

종래의 DTCP over IP에 의한 패킷의 전송 과정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바이스 1이 접속 장치(30)를 통하여 디바이스 2로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전송의 시작에

패킷의 TTL 값은 3으로 설정된다. 패킷이 디바이스 1로 부터 접속 장치(30)로 전송되면 패킷의 TTL 값은 2로 감소한다.

TTL 값이 0보다 크므로 접속 장치(30)로부터 디바이스 2로의 전송이 허용되며 TTL 값은 1로 감소된다. 따라서 디바이스

1로부터 접속 장치(30)를 경유하여 디바이스 2로의 저작 컨텐츠 패킷의 전송(10)은 허용된다.

한편, 디바이스 1이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50)로 컨텐트 보호된 패킷, 즉 저작 컨텐츠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

는 경우 디바이스1 으로부터 접속 장치(30)로의 전송(20)이 허용되고 TTL 값이 2로 감소한다. TTL 값은 0보다 크므로

접속 장치(30)로부터 외부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50)로의 패킷의 전송(40)이 허용되고 TTL 값은 1로 감소한다. 따라서

디바이스 1으로부터 외부망 디바이스(50)로의 패킷의 전송이 허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DTCP over IP방법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의 단지 네트워크나, 동일한 액세스 망에 접속되어 있

는 홈 네트워크 외부의 디바이스들에게 컨텐트 보호된 패킷이 전송되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DTCP over IP는 컨텐트 보호된 패킷의 TTL 값을 3으로 설정한다는 표준에 의해 외부망으로의 패킷의 유출을 정당화 할

수 있으며, 홈 네트워크 내부에서만의 공유라는 조건을 위반할 수 있다. 즉, TTL값이 3으로 설정된 컨텐트 보호된 패킷은

홈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등의 접속 장치를 통해 외부망에 접속해 있는 디바이스에 전송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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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TCP over IP를 이용한 방법은 동일한 사용자가 컨텐츠를 공유하게 되는 홈 네트워크 내에서는 자유롭게 컨텐츠

의 전송, 재생이 가능하지만, 컨텐츠가 외부 접속망으로 전송되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이 접속 장치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는,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헤더를 분석하는 패킷 헤더 분석부, 패킷 헤더 분석 결과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지 감지하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 패킷 헤더 분석 결과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 상의 주소인 경우 패킷의

소스 IP 주소를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 변환부, 패킷의 소스 IP 주소와 주소 변환부

에 의해 변환된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 주소의 매핑관계를 관리하는 매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매핑 테이블

생성부, 및 패킷을 외부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형식의 IP주소로 전달하는 패킷 전달부를 포함하며, 패킷 전달부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가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감지한 경우 패킷을 폐기하는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은, DTCP over I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over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부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패킷의 헤더로부터 소스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및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목적

지 IP 주소 및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에 따라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패킷인 경우 패킷을 폐기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된 블록도의 각 블록과 흐름도

의 각 단계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

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블

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

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

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또는 흐름도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

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

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

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

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블록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단계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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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블록 또는 각 단계는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 또는 단계들에서 언급된 기

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 또는 단계

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 또는 단계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

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 방지 방법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 방지 방법은 도 1에서 상술한 종래의 DTCP over IP 프

로토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TTL이 특정 값보다 작은 경우 홈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홈 게이트웨이

와 같은 접속 장치가 해당 패킷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차단한다.

도 1에 도시된 종래의 DTCP over IP는 홈 네트워크 내의 디바이스 1이 외부망의 디바이스(50)로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을 전송하려 하는 경우, 접속 장치(30)에서 패킷의 TTL 값이 2 홉 이므로 외부망 디바이스(50)로 패킷을 전송 할 수

있었다(40).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 장치(60)는 홈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패킷이 외부망 디바이스(50)로

전송되는 패킷인 경우 패킷 헤더의 TTL 값을 조사하여 이 TTL 값이 소정의 값, 예를 들어 3이하인 경우 저작 컨텐츠를 포

함하고 있는 패킷이라 판단하고 이 패킷을 폐기하고(discard) 외부망 디바이스로의 전송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2의 경

우 접속 장치(60)는 디바이스1로부터 수신한 패킷의 TTL 값이 2이므로 이 패킷을 폐기하고 외부망 디바이스(50)로의 전

송을 차단한다(70).

도 3은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를 포함하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3은 IEEE 1394를 기본으로 하는 XHT망과 IEEE 802를 기본으로 하는 IP(Internet Protocol)망을 도시하고 있다. 각

망간의 연동은 위해서는 IP 브릿지 기능을 가진 게이트웨이와 같은 접속 장치(120)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두 네트워크간

에는 접속 장치(120)를 통한 컨텐츠의 상호 전송이 가능하다.

XHT망의 IEEE 1394 노드(110)는 IP를 지원하는 IP over IEEE 1394를 통해 IP 패킷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접속 장치

(120)의 IEEE 1394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부분(121)이 XHT 망의 노드(110)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접속 장치

(120)는 이더넷 지원 미들웨어(122)를 통하여 외부망의 이더넷 노드(130)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XHT 망의 노드(110)가 IP주소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HNCP(Home Network Control Protocol) 혹은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over 1394가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망의 디바이스, 예를 들어 이더넷

노드(130)는 DHCP또는 Auto IP에 의해 IP주소를 획득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의 동작 원리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홈 네트워크와 외부망을 연동시키는 접속 장치(220)는 홈 네트워크 상의 IP 주소를 외부 네트워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공

용 IP 주소(Public IP address)로 변환하는 기능, 즉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을 수행한다.

IETF RFC 1918의 정의에 따라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IPv4 주소는 10.1.1.1 ~ 10.127.254.254의 주소영역을 사용한

다. 이러한 주소는 홈 네트워크 내에서는 각각의 디바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로 인식되지만, 외부망과 통신을 할 경

우에는 반드시 공용 IPv4 주소를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하다. 접속 장치(220)는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와 외부 네트워

크 상의 디바이스간에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에서의 개인 IPv4 주소(Private IPv4 address)를 공용 IPv4 주소

로 변환하는 NAT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접속 장치(220)는 자신의 공용 IP 주소와 디바이스의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주

소 매핑을 한다. 따라서 외부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는 접속 장치의 공용 IP 주소와 디바이스의 포트 번호가 결합된 주소로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를 구별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외부망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주소 매핑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접속

장치(220)는 항상 자신의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비이스들이 외부망으로 데이타를 전송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소 매핑은 접속 장치(220)를 기준으로 양쪽에 위치할 수 있는 IEEE 1394망과 인터넷 망이 모두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TCP/IP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의 각 디바이스의 개인 IP주소를 구

별하게 된다. 이때, 접속 장치(220)는 각각의 In/Out Private IP와 Port Number를 매칭시키는 테이블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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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예로 설명하면, 디바이스 211이 외부망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231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개인 IP 주소

10.2.2.1을 가진 디바이스 211은 포트 번호 1024를 할당 받고, 접속 장치(220)는 포트 번호 1024가 10.2.2.1 주소를 가

진 디바이스임을 알 수 있다. 접속 장치(220)는 자신의 공용 IP 주소인 171.69.20.1와 포트 번호1024를 통해 디바이스

211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외부망에 전송한다. 이 때 접속 장치(220)는 디바이스 211과 디바이스 231간의 세션에 해당하

는 주소 매핑 정보를 NAT 테이블(221)에 추가한다.

상대방인 공용 IP 주소 171.69.2.1인 디바이스 231은 수신된 패킷이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떤 디바이스로 부터 전송

된 패킷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Public IP를 가진 Home Gateway로 부터 전송된 패킷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디바이스

231은 포트 번호 1024로 접속 장치(220)에게 패킷을 전송하고, 접속 장치(220)는 패킷을 받아 포트 번호를 확인하여 매

핑 테이블(221)에서 동일한 포트 번호를 갖는 매핑 정보(도 5의 표의 1행)를 찾는다. 접속 장치(220)는 포트 번호 1024에

매핑되는 10.2.2.1로 패킷을 전송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가 관리하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NAT 테이블의 제 1행은 도 4에 도시된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 211과 외부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 231간의 세션에

해당하는 주소 매핑 정보이고, 제 2행은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 212와 외부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 232간의 세션에

해당하는 주소 매핑 정보이다.

NAT 테이블은 도 4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동적으로 생성, 변경될 수 있고, 정적(static)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접속 장치(300)는 패킷 분석부(310), 주소 변환부(320),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 및 패킷 전

달부(330)로 구성될 수 있다.

패킷 분석부(310)는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로부터 개인 IP 주소를 소스 IP 주소로 갖는 패킷을 수신하여 패킷의 헤더

를 분석한다. 이 패킷이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패킷인 경우 패킷의 소스 주소는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이고 목적지 주소는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통신하고자 하는 동료(Peer) 디바이스의

공용 IP 주소가 된다. 패킷의 구조는 도 7을 참조하여 후술하도로 한다. 패킷 분석부(310)는 패킷을 파싱하여 패킷 헤더로

부터 소스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패킷의 생존 기간(Time To Live; TTL) 필드를 획득한다.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는 패킷 분석부(310)로부터 패킷의 생존 기간 필드의 값을 전달받아 생존 기간 필드의 값이 특정

값보다 작은 경우 저작 컨텐츠를 포함한 패킷임을 감지한다. 예를 들어 종래의 DTCP over IP 프로토콜 규격에 따른다면

패킷의 생존 기간 필드의 값이 3홉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패킷은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패킷으로서 외부 네트워

크로의 유출이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패킷 여부를 판단하는 패킷의 생존 기간 필드의 기

준 값은 표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변동되는 모든 생존 기간 필드의 기준 값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는 수신한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패킷임을 감지하면 이를 주소 변환부(320),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 또는 패킷 전달부(330)에 알림으로써 패킷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차단한다. 즉, 입력된 패킷이

저작 컨텐츠 패킷이면 주소 변환부(320)로 하여금 주소 변환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소 변환부(320)에 의해

주소 변환 과정이 수행되었더라도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로 하여금 전달받은 매핑 정보를 폐기하고 매핑 테이블에 추가

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매핑 테이블이 동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정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는 패킷 전달부(330)에게 패킷을 폐기하고 외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주소 변환부(320)는 패킷 분석부(310)로부터 소스 IP 주소 및 목적지 IP 주소를 전달받고 목적지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상

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의 주소인 경우 소스의 개인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환한다. 개인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

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접속 장치(300)는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각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를 TCP/IP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를 통하여 구별하

게 된다.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는 자신의 포트 번호와 접속 장치(300)의 공용 IP 주소가 결합된 공용 IP 주소로 변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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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부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는 이 공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 내의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주소

변환부(320)는 소스 디바이스와 목적지 디바이스간의 세션에 관한 정보, 즉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 목적지 디바이스의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에 전달한다.

한편,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로부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려는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임을 전달받은 경

우, 주소 변환부(320)는 소스 주소의 매핑 과정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는 주소 변환부(320)로부터 전달받은 세션에 해당하는 정보, 즉 세션의 소스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 목적지 디바이스의 IP 주소의 매핑 정보 리스트를 매핑 테이블에 추가한다. 매핑 테이블의 대략적인

구조는 도 5에서 상술한 바와 같다. 한편, 저작 컨텐츠 감지부(340)로부터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려는 패킷이 저작 컨텐

츠를 포함하는 패킷임을 전달받은 경우,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는 해당 세션의 매핑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매핑 테이

블에 추가하지 않는다.

패킷 전달부(330)는 입력된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일 경우 그 패킷을 폐기함으로써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

을 차단한다. 입력된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이 아니라면 목적지 IP 주소에 해당하는 외부 네트워크 디바이스

로 패킷을 전송한다.

지금까지 도 6의 각 구성요소는 소프트웨어(software) 또는,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나 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며, 어드레싱(addressing)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 구성요소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세

분화된 구성요소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복수의 구성요소들을 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상기 구성요소들은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행시키도록 구현될 수 있다.

도 7은 IP 헤더를 포함하는 패킷(400)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패킷의 헤더는 버전 정보를 갖는 필드, 헤더 길이 값을 갖는 필드,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는 필드, 패킷 전체의 길이 값을 갖

는 필드, IP 식별(Identification) 필드, 플래그 필드, 조각 오프셋(fragment offset) 필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패킷이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에서 외부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것일 경우, 생존 시간(Time To

Live) 필드(410)는 패킷이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홉(hop) 수로 나타내고, 소스 IP 주소 필드(420)는 홈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 값을 갖고, 목적지 IP 주소(430)는 외부 네트워크상의 디바이스의 공용 IP 주소 값

을 갖는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 장치(300)는 DTCP over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상의 디바이스로부터 패킷

을 수신하고(S510), 패킷의 헤더로부터 소스 IP 주소(420), 목적지 IP 주소(430), 및 패킷의 생존 시간 정보(410)를 추출

한다(S520).

접속 장치(300)는 패킷이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것인지 여부를 목적지 IP 주소(430)에 따라 판단하고(S530), 목적지

IP 주소(430)가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의 IP 주소인 경우(S530의 예), 이 패킷이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

킷인지 여부를 판단한다(S540). 도 8에 도시된 실시예는 패킷의 생존 정보 필드(410)의 값이 3 홉보다 작거나 같으면 저

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으로 판단하고(S540),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차단한다.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 6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패킷을 폐기하고(S550), 현재 세션에 해당하는 소스의 개인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건너 뛰는 방법이 있다(S560). 현재 세션에 해당하는 소스의 개인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

정을 건너 뛰는 단계(S560)는 접속 장치(300)의 주소 변환부(320)로 하여금 소스의 개인 IP 주소를 공용 IP 주소로 변환

하지 않도록 하거나, 매핑 테이블 생성부(350)로 하여금 현재 세션에 해당하는 소스의 개인 IP 주소, 공용 IP 주소 및 목적

지의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매핑 테이블에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매핑 테이블이 정적으로 미리 생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패킷만을 폐기함으로써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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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이 아닌 경우(S530의 아니오), 접속 장치(300)는 내부 브릿징에 의해 패킷을 홈 네트워크 내

의 목적지 디바이스로 전송한다(S570).

또한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이나(S530의 예) TTL 값이 특정 값, 예를 들어 3 홉보다 큰 경우(S540의 아니오) 이 패킷은

저작 컨텐츠를 포함하는 패킷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재 세션에 해당하는 소스 디바이스의 개인 IP 주소, 공용 IP 주소,

및 목적지 디바이스의 IP 주소의 매핑 정보를 NAT 테이블에 추가한다(S580). 그리고 접속 장치(300)는 패킷을 외부 네트

워크 상의 디바이스로 전송한다(S59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저작 컨텐츠

를 포함하는 패킷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홈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접속 장치에서 차단함으로써 저

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DTCP over IP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홈 네트워크에서 패킷의 전송 원리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 방지 방법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를 포함하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의 동작 원리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접속 장치가 관리하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테이블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접속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7은 IP 헤더를 포함하는 패킷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작 컨텐츠의 외부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300: 접속 장치 310: 패킷 분석부

320: 주소 변환부 330: 패킷 전달부

340: 저작 컨텐츠 감지부 350: 매핑 테이블 생성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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