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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전송 대응 콘텐츠 이용 관리 방법, 및 프로그램,콘텐츠 전송 시스템

(57) 요약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의 이용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요구원의 정보와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 가부

를 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복수의 콘텐츠 파일을 축적하는 하드디스크와 그 콘텐츠 파일을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네트

워크 기능을 구비한 장치에서, 콘텐츠 파일 대응으로 이용 조건과 이용 상황을 관리하여, 콘텐츠 파일의 이용 요구가 있었

던 경우, 해당 이용 요구에서의 이용 목적과 해당 이용 요구의 요구원의 정보로부터 콘텐츠 파일의 이용 가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용 요구의 요구원에 대하여 콘텐츠 파일을 이용할 수 없는 취지를 통지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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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콘텐츠를 축적하는 기억 장치와 해당 콘텐츠를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억 장치에는, 콘텐츠마다 대응한 해당 콘텐츠의 이용 조건으로서 액세스 레벨, 저작권 보호 정보 및 콘텐츠 이용 상

황이 저장되고,

상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콘텐츠의 이용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 요구원 위치 정보,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로부터 규정되

는 처리 룰에 따라 상기 이용 조건을 참조해서 상기 이용 요구로 지정된 콘텐츠의 전송 가부를 판단함과 함께 콘텐츠를 전

송하는 경우 전송 방식을 선택하는 액세스 제어부와,

상기 판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콘텐츠를 해당 이용 요구의 요구원으로 전송하는 콘텐츠 전송부를 포함하는 콘텐츠 관

리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부는, 상기 이용 요구에 저장된 요구원의 네트워크 상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로부터, 상기 이용 요

구가 자기기(自機器) 내로부터의 요구인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다른 기기로부터 송부된 요구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이용 요구가 상기 다른 기기로부터의 요구인 경우, 상기 콘텐츠 전송부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정된 콘텐츠를 전송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 조건은, 해당 콘텐츠의 시청 가능 횟수인 저작권 보호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콘텐츠의 사용 횟수가 상기 콘텐츠

의 시청 가능 횟수 이하인 경우에 상기 다른 기기에 송신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 조건은, 사용자의 액세스 제한을 규정한 액세스 레벨을 포함하고, 해당 콘텐츠 요구원의 정보가 상기 액세스 제

한의 범위 내인 경우에, 상기 콘텐츠를 상기 다른 기기에 전송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 조건은, 콘텐츠가 동시에 복수 기기에 이용 가능한지 규정한 콘텐츠 이용 상황을 포함하고, 해당 콘텐츠 요구원

의 액세스가 상기 콘텐츠 이용 상황의 범위 내인 경우에, 상기 콘텐츠를 상기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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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콘텐츠를 축적하는 기억 장치와 해당 콘텐츠를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마다의 이용 조건으로서 액세스 레벨, 저작권 보호 정보, 및 콘텐츠 이용 상황이라는 콘텐츠 관리 정보를 관리

하는 콘텐츠 관리부와,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이용 요구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제어부와,

콘텐츠를 복수의 패킷으로서 주기적으로 송신을 행하는 스트림 처리부와,

콘텐츠를 버스트 전송하는 파일 전송부와,

상기 콘텐츠 관리부,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 상기 스트림 제어부 및 파일 전송부에 접속된 처리 제휴부를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제어부가, 상기 기억 장치에 저장된 콘텐츠의 이용 요구를 수신한 경우,

상기 처리 제휴부는 요구, 요구원 위치 정보,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로부터 규정되는 처리 룰에 따라 상기 콘텐츠 이용 요

구를 상기 콘텐츠 관리부에 전송하고,

상기 콘텐츠 관리부는 상기 콘텐츠 관리부에 저장된 이용 조건을 참조하여 지정된 콘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단하여, 상기

콘텐츠의 이용 요구가 콘텐츠의 이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전송 가능함을 상기 처리 제휴부에 통지하고,

상기 처리 제휴부는 콘텐츠의 종류 및 복수 콘텐츠 파일 처리 상황에 기초하여, 상기 스트림 제어부 혹은 상기 파일 전송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상기 스트림 제어부 혹은 상기 파일 전송부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이용 요구의 요구원에 대하여, 상기 지정된

콘텐츠를 전송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콘텐츠를 축적하는 기억 장치와 해당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다른 기기와 송수신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

비한 콘텐츠 관리 장치를 적어도 2개 갖는 콘텐츠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의 콘텐츠 전송 방법에 있어서,

콘텐츠의 전송 요구원인 제1 기기는,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른 기기가 갖는 콘텐츠의 일람을 참조하는 단계,

해당 콘텐츠 일람 중으로부터 지정된 콘텐츠를 갖는 제2 기기에 대하여, 콘텐츠 이용 요구가 송신되는 단계,

상기 제2 기기는, 상기 지정된 콘텐츠에 대응한 콘텐츠 관리 정보의 저작권 보호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콘텐츠를 상기 제1

기기에 송신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송신 가능한 경우, 상기 콘텐츠의 전송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선택된 전송 방법에 의해 상기 콘텐츠를 상기 제1 기기에 송

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콘텐츠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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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저작권 보호 정보는, 해당 콘텐츠의 시청 가능 횟수로서, 상기 콘텐츠의 사용 횟수가 상기 콘텐츠의 시청 가능 횟수

이하인 경우에 상기 제1 기기에 송신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기는, 상기 지정된 콘텐츠에 대응한 콘텐츠 관리 정보로 규정된, 사용자의 액세스 제한을 규정한 액세스 레벨

을 참조하여, 해당 콘텐츠를 상기 제1 기기에 송신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콘텐츠 전송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기기는, 상기 지정된 콘텐츠에 대응한 콘텐츠 관리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동시에 복수 기기에 이용 가능한지

규정한 콘텐츠 이용 상황을 참조하여, 해당 콘텐츠를 상기 제1 기기에 송신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콘텐츠 전송 방

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의 전송 방식의 선택은, 해당 콘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패킷을 주기

적으로 전송하는 스트림 전송이 선택되는 콘텐츠 전송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의 이용 및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공용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비디오의 보급에 의한 화상·동화상의 콘텐츠, 하드디스크를 구비한 음악 기록 재생 장치의 보급에 의한 음

악의 콘텐츠, 디지털 방송의 보급에 의해 방송의 콘텐츠의 축적이 가정에서 간단히 행해지도록 되어 왔다. 또한, VCR의 치

환으로서 나타난 하드디스크 레코더는 방송 콘텐츠의 축적뿐만 아니라, 상술한 다양한 콘텐츠를 축적한다.

한편, 이들 기기 사이의 콘텐츠 이동이나 복사는, 축적 미디어의 이용이나, USB나 IEEE1394의 전용선으로의 접속에 의해

실현되었다. 또한, 각 기기가 IP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함으로써 인터넷으로부터의 콘텐츠 다운로드가 보급된 것으로, 각

기기에 축적된 콘텐츠의 참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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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화질 열화가 적기 때문에,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규

이용자에 대해서만 콘텐츠의 이용(참조, 전송, 복사 등)을 허락하여, 부정 이용자에의 콘텐츠 이용을 방지하는 시큐러티 기

능이 실현되거나 또는 제안되었다.

일본 특개2003-273861호 공보에서는, 서버기에서, 암호화 콘텐츠를 포함하는 모파일에 기초하여 암호화 자파일 및 실행

확인 처리 프로그램을 기억 매체에 저장하여, 복수의 클라이언트기(포터블 기기)로 기억 매체를 통하여, 암호화 자파일을

이용할 때에, 클라이언트기로부터 서버기에 콘텐츠 이용 허가를 얻고나서, 콘텐츠의 암호 키를 얻어 콘텐츠의 재생을 행하

는 시스템에 의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기술에서는, 콘텐츠의 이용 가부를, 해당 콘텐츠의 이용 시에 판단하고, 콘텐츠의 배신/전송시에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기기가 축적하고 있는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리얼타임으로 배신/전송하는 콘텐츠 이용에 적합하

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러가지 저작권 보호 규칙 혹은 종별에 대응한 최적의 콘텐츠의 전송 방법을 행할 수 없다

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자(自)기기 내에 저장된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참조되는 콘텐츠를 동일한 이용 체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의 이용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요구원의 정보와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 가부를 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이용 가능한 경우, 콘텐츠의 포맷에 대응한 콘텐츠의 전송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자기기(自機器)에 탑재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콘텐츠(이하, 로컬 콘텐츠라고 함) 이용과 네

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이용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제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콘텐츠 파일을 축적하는 하드디스크와 그 콘텐츠 파일을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네

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장치에서, 콘텐츠 파일 대응으로 이용 조건과 이용 상황을 관리하여, 콘텐츠 파일의 이용 요구가 있

었던 경우, 해당 이용 요구에서의 이용 목적과 해당 이용 요구의 요구원의 정보로부터 콘텐츠 파일의 이용 가부를 판단한

다. 또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용 요구의 요구원에 대하여 콘텐츠 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

한다.

상기 제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일 콘텐츠의 타입에 의해, 파일 콘텐츠의 송신 방법, 복수의 패킷으로 일정 주기로 전송

하는 스트림 전송이나, 버스트적으로 전송하는 파일 전송을 선택한다.

상기 제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컬의 콘텐츠 파일의 표시 기능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기기가 갖는 콘텐츠 파

일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해당 로컬 콘텐츠 파일과,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기기가 갖는 콘텐츠 파일을 표시하는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 중 적어도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콘텐츠 파일을 관리하는 기기에 있어서, 콘텐츠 파일 대응의 이용 조건에 대응하여, 해당 콘텐츠 파일의

해당 기기에 의한 이용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하드디스크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비하여, 콘텐츠를 축적하고 또한 배신하는 기능을 구비한 기기에

있어서, 콘텐츠 혹은 프로그램이 갖는 저작권 보호나 액세스 제한의 속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콘텐츠

요구 혹은 자기기 내에서의 콘텐츠 요구에 대하여, 콘텐츠를 송신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판단 결과를 요구원 기기

에 통지하는 콘텐츠 전송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접속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콘텐츠에 관한

제어가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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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하면, 복수의 콘텐츠 파일을 축적하는 하드디스크와 그 콘텐츠 파일을 다른 기기에 송신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장치에서, 콘텐츠 파일에 대응한 이용 조건 및 이용 상황을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DB,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정보의 입수 및 콘텐츠 이용 요구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제어부, 콘텐츠를 복수의 패킷

으로서 주기적으로 송신을 행하는 스트림 처리부를 제어하는 스트림 제어부, 콘텐츠를 버스트적으로 송신하는 파일 전송

부, 및 이들을 제휴시키는 제휴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로컬, 리모트의 콘텐츠 파일 이용 요구를 접수하는 어플리케이

션 인터페이스부를 갖는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를 구비하고, 콘텐츠의 이용 요구를 어플리케이션 혹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 요구를 접수하면, 콘텐츠 이용 조건 및 이용 상황과, 이용 목적 및 이용 요구원으로부터, 콘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단

하여,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하여 요구원 기기에 이용 거부를 전하고,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콘텐츠

파일의 타입으로부터, 콘텐츠를 스트림 제어부 혹은 파일 전송부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송신하는 콘텐츠 이용 관리 방법,

해당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 및 이들의 장치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제1 실시예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방송, 사진, 음악의 콘텐츠 파일을 축적하는 하드디스크(100)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HDD

레코더(103), 텔레비전(102), 홈 서버(101)와 같은 AV 기기, 및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PC(105A)나 텔레비전(104)으로

구성하는 가정 내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PC(105B), 및 가정 내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접속하는 홈 게이트웨이를

갖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HDD(100)에 축적된 콘텐츠를 가정 내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PC(105) 혹

은 텔레비전(102, 104)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한다.

도 3에 HDD(100)와 네트워크 기능을 구비한 AV 기기의 하드웨어 구성예를 도시한다.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ROM(301),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300),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용하는 RAM(303), 콘텐츠 파일을 저장하는 HDD(100), 디지털

방송 등을 수신하는 튜너, 이서넷(등록 상표)이나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콘텐츠 파일을 시청하기 위한

코덱 처리부, 콘텐츠 파일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304), 콘텐츠 파일을 보존하는 미디어 인터페이스인 광디스크, 저작권

보호에 대응한 다양한 암호 처리, 예를 들면 DES나 AES의 연산을 행하는 전용 하드웨어인 암호 처리부, 리모콘으로부터

의 신호를 접수하는 리모콘 조작 접수부로 구성한다.

도 2는 본 실시예를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ROM(301)에 기억되어 있고, 실

행 시에 CPU(300)로 RAM(303)을 이용하여 실행되는 것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HDD나 NIC 등의 복수 종류의 하드웨어에 대응한 드라이버(211), OS의 시스템

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의 프로토콜 스택이나 파일 시스템을 구비한 시스템 서비스부(210), 콘텐츠 파일의 처

리를 연속한 패킷으로 분할하여 행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스트림 처리부(209), 콘텐츠 파일의 저작권 보호에 대응한 저작

권 보호 라이브러리(208), 어플리케이션(212),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서비스부(210), 스트림 처리부(209), 저작

권 보호 라이브러리(208)와의 사이에 배치된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를 갖는다.

여기서, 스트림 처리란, 예를 들면, HDD(100)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판독하고 패킷화하여 네트워크에 송신하거나, 혹은 튜

너로부터 수신한 방송 콘텐츠를 HDD(100)에 저장하는 등과 같이 축적되거나 입력된 콘텐츠를 네트워크 혹은 다른 기억

매체에 리얼타임으로 전송하는 처리이다.

저작권 보호 라이브러리(208)로서는, 예를 들면 HDD(100)에 콘텐츠 파일을 저장할 때의 암호에 이용하는 로컬 암호 라이

브러리나, 네트워크 상에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할 때에 이용하는 네트워크 인증·암호 라이브러리가 있다. 로컬 암호 라이

브러리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하기 위해서나, 혹은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정보를 스트림 처리부에 공급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다.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 파일 대응에 그 키 정보도 또한 암호화되어 HDD(100)에 저장된다. 예를 들면,

로컬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라이브러리는, 로컬 암호의 방식, 및 로컬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에 필요해지는 로컬 암호를

위한 키 정보의 암호 방식과 그 키 정보의 3개의 정보를 스트림 처리부에 통지한다. 이에 의해, 스트림 처리부는 HDD

(100)로부터 판독한 암호화된 콘텐츠 파일과 상기 라이브러리로부터 공급된 정보로 복호한 콘텐츠 파일의 암호 키와 암호

방식을, 코덱 드라이버를 통하여 코덱 처리부에 전하고, 코덱 처리부에서는, 공급된 암호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복호하

면서 디코드를 행한다. 네트워크 인증·복호 라이브러리는,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를 송수신하기 위한 증명서를 갖

고, 인증 처리를 행하는 라이브러리이다. 또한, 인증 처리에서, 공유한 네트워크 전송 시의 암호 키를 스트림 처리부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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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이에 의해,스트림 처리부(209)는 HDD(100)로부터 판독한 암호화된 콘텐츠 파일을, 로컬 암호 라이브러리에 의해

통지된 정보로 복호한 후, 네트워크 인증·암호 라이브러리에 통지된 정보에 의해, 콘텐츠 파일을 암호화하여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는, 콘텐츠 파일 대응으로도 4에 도시하는 콘텐츠 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데이터베

이스(이하, 콘텐츠 관리 DB : 207)를 관리하고, 콘텐츠의 이용 요구에 대하여, 이용 가부를 판단하는 콘텐츠 관리부(203),

스트림 처리부(209)를 제어하는 스트림 제어부(204),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른 기기로부터의 콘텐츠 이용 요구의 수신, 혹

은 다른 기기에의 콘텐츠 이용 요구의 송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제어부(205), 콘텐츠 파일을 네트워크로 송수신하는 파일

전송부(206), 및 어플리케이션(212)으로부터의 요구, 혹은 네트워크를 통한 요구를 접수하고, 요구에 대응하여 스트림 제

어부(204), 파일 전송부(206), 네트워크 제어부(205)에 대한 설정을 행하거나, 콘텐츠 관리부(203)로부터 얻은 콘텐츠 정

보를 요구원에 반송하기도 하는 처리 제휴부(202), 및 네트워크를 통한 다른 기기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 이용과 자(自)단

말기 내에 저장된 콘텐츠 파일 이용에 대한 요구를 접수시키는 어플리케이션 I/F 라이브러리(201)로 구성된다. 또, 스트림

제어부(204), 파일 전송부(206) 등의 HDD에 저장된 콘텐츠를, 해당 HDD 밖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모듈을 총칭하여, 콘

텐츠 전송부라고 한다.

파일 전송부(206)는, 스트림 처리부(209)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 파일을 전송하는데 이용한다. 스트림

처리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축적하거나 혹은 입력된 콘텐츠를 네트워크 혹은 다른 기억 매체에 리얼타임으로 전송하는 처

리를 실현하기 위해, 콘텐츠 파일을 연속한 복수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어느 일정 속도로 전송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송

하면서, 다른 쪽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된 기기가, 송신된 콘텐츠를, 수시로 재생하기에 적합한 전송 방법이다. 이것

에 대하여, 파일 전송부(206)를 이용하는 전송은, 콘텐츠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버스트 전송을 행하고, 전송을 완료한

후에, 콘텐츠 파일을 재생하는데 이용하는 전송 방법이다. 예를 들면, JPEG 등의 사진 콘텐츠 파일의 전송에 적합하다. 콘

텐츠의 이동 등의 처리도, 그 처리 자체는 리얼타임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파일 전송부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지

만, 전송처에서 전송 도중의 파일 콘텐츠의 재생을 개시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나, 혹은 요구원에서 HDD(100)에 저장

되어 있는 복수의 콘텐츠 파일의 처리(재생, 녹화 등)를 행하는 경우, 다른 콘텐츠 파일의 리얼타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파일 타입과 전송 목적에 의해, 파일 전송부(206)로부터 스트림 처리부(209)를 선택 이용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 정보(408)로서, 1회 복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콘텐츠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스트림

처리부(209)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도 8에 콘텐츠 파일 전송 방식의 선택 기준표(800)를 도시한다. 이에 따라, 처리 제휴부(202)에 의해 파일 전송부(206), 스

트림 처리부(209)의 선택을 행한다.

도 9에 처리 제휴부(202)의 구성을 도시한다. 처리 제휴부(202)는 어플리케이션 IT 라이브러리(201)로부터의 요구, 네트

워크 제어부(205)를 통하여 접수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기기로부터의 요구를 받아, 상태 관리 테이블(910)

과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을 이용하여 제휴하는 처리로서 콘텐츠 관리부(203), 스트림 제어부(204), 네트워크 제어부

(205), 파일 전송부(206), 어플리케이션(201)과의 제휴 처리를 행하는 제휴 코어(900)로 구성한다.

상태 관리 테이블(910)은, 콘텐츠 파일에 관한 처리를 관리하는 테이블로서, 복수의 엔트리로 구성하고, 각 엔트리는, 처리

하는 콘텐츠 파일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911), 처리하는 콘텐츠 파일을 식별하는 콘텐츠 식별자

(912), 그것에 대한 요구와 그 처리 룰을 관리하는 스테이트(913), 처리를 식별하는 처리 식별자(914), 그리고 요구원의

위치 정보(915)로 구성된다. 여기서,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911)란 콘텐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가정 내 네트워크에서의

기기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로서, 요구원의 위치 정보란, 콘텐츠 파일의 요구원의 기기를 네트워크

내에서 식별하기 위한 정보,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이다.

처리 식별자(914)는, 처리를 특정하는 식별자로서, 처리에 관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되는 패킷에 포함한다.

스테이트(913)는, 요구와 도 10에 도시하는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규정되는 단계, 요구원의 위치 정

보를 나타내는 요구원 위치 정보(915)에 의해 결정한다.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에는,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접수한 요구, 그 요구원의 위치 정보, 콘텐츠 파일의 위치 정보

에 기초하여, 처리 룰(924)이 규정되고, 제휴 처리부(202)는 대응하는 처리 룰에 따라, 콘텐츠 관리부(203), 스트림 제어

부(204), 네트워크 제어부(205), 파일 전송부(206)의 처리를 순서대로 행한다.

도 4에 콘텐츠 관리 DB(207)로서 HDD(100) 상에서 관리되는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구성예를 도시한다. 이들 정보는,

임의의 타이밍에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송처의 기기가 수신한 콘텐츠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생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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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수신했을 때에 콘텐츠에 부가되어 있는 헤더 정보로부터 취득하거나, 콘텐츠를 수신하기 전에 콘텐츠의 요구원

으로부터 해당 콘텐츠 관리 정보만을 취득해도 된다. 또, 일부의 정보, 예를 들면 타이틀명 등은 콘텐츠 수신 시에 이용자

에 의한 설정에 의해 취득해도 된다. 콘텐츠 관리 정보(400)는 콘텐츠 파일 대응으로 준비하는 정보이다. 콘텐츠 관리 정보

(400)의 구성 요소는 HDD(100) 상에서 유일하게 하는 콘텐츠 식별자(401), 사용자에게 알기 쉬운 타이틀명(402), 콘텐츠

의 종별로서 예를 들면 JPEG, MPEG2 TS, MPEG4 등의 포맷 정보를 나타내는 타입(403), HDD 상의 콘텐츠 파일에 액세

스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를 나타내는 절대 패스(404)(예를 들면 파일명이 「file-name1」인 경우, 패스는 「/content/

file-name1」로 나타냄), 및 콘텐츠 파일을 재생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부가 정보(콘텐츠의 씨크 정보나, 재생 수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메터 데이터에의 절대 패스(「/metainfo/file-name1/seek」: 405),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용자

혹은 단말기를 나타내는 액세스 레벨(406), 어떠한 저작권 보호에 기초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방송 수신으로 얻은 콘텐츠

파일인지,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한 콘텐츠 파일인지에 관한,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나타내는 도메인을 식별자로서 등록하

는 저작권 보호 도메인(407), 저작권 보호에 이용하는 인증·암호 처리에 관한 라이센스 정보나 키 정보의 저작권 보호 정보

(408), 및 현재 콘텐츠가 재생중이거나, 혹은 복사중인 처리에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콘텐츠 이용 상황

(409)으로 구성한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정보(408)에 관해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암호화하여 보존해도 된다.

액세스 레벨(406)로서는, 예를 들면 액세스 가능한 사용자 ID, 단말기 ID, 혹은 액세스를 허가하는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가정 내 네트워크로부터 액세스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Inhouse」라는 식별자를, 인터넷을 통한 액세스만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Internet」이라는 식별자를, 액세스 레벨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Any」라는 식별자를, 네트워크를 통한

액세스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Never」를 등록한다.

저작권 보호 도메인(407)으로서는, 예를 들면, 방송 수신에 의해 얻은 콘텐츠 파일이면, 도메인으로서 「ARIB」, 인터넷

을 통하여 얻은 콘텐츠 파일이고, 또한 DRM에 준거한 것이면 도메인으로서 「NTT-DRM」, 또한 준거하는 저작권 보호

가 없으면, 「NONE」으로 한다.

콘텐츠 이용 상황은, 예를 들면, 콘텐츠 파일의 이용 중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식별자를 설정한다. 스테이트 식별자로서는,

재생 중, 복사 중, 이동 중을 설정한다. 복수의 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스테이트 식별자 대응으로 그 처리를 받아들

인 수를 설정해도 된다. 시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 콘텐츠 파일인 경우, 시청 횟수의 카운터를 갖는다.

저작권 보호 정보(408)는, 라이센스 정보로서, 인증 방식, 암호 방식, 사용 기한, 복사처 수를 지정하는 복사 컨트롤 정보로

구성한다. 콘텐츠 파일을 참조하는 경우,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 파일의 이용 가부를 콘텐츠 관리부(203)에 의해 행

한다.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내용은, 콘텐츠 파일을 HDD(100)에 녹화했을 때에 작성되고, 콘텐츠 파일이 원래 가진 정

보를 베이스로 작성하여, 디폴트값을 정해 두고 설정해도 된다. 녹화 완료 처리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설정시켜도 된다.

도 5는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가 어플리케이션(212)에 대하여 제공하는 라이브러리(201)의 일람을 도시한다. 어플리

케이션(212)은, 이 라이브러리(201)를 자기기의 HDD(100) 상의 콘텐츠, 네트워크 상의 기기가 구비하는 HDD(100) 상의

콘텐츠를, 참조 및 이용할 때에, 해당 콘텐츠의 저장 장소에 의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

하는 바와 같다. 라이브러리(201)에는, 콘텐츠 재생에 관한 라이브러리(setup, play, stop, pause, forward, rewind,

terminate), 녹화에 관한 라이브러리(record), 콘텐츠 참조에 관한 라이브러리(refer)가 있다.

도 6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이용 시의 처리 흐름을 도시한다.

여기서는, HDD(100)를 구비한 텔레비전(102)으로부터, 가정 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가 축적하는 콘텐츠 파일

의 일람을 참조하고, 그 일람 중에서, 홈 서버(101)가 축적하는 콘텐츠 파일의 하나를 선택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

는 콘텐츠 혹은 텔레비전(102)에 저장된 콘텐츠 또는 방송을 텔레비전(102)으로 시청하는 처리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도 1에 도시하는 임의의 기기에 의해 다른 기기에 저장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우선, 텔레비전(102)의 디스플레이(302)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102)에 의해 실현 가능한 기능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310). 도 3에 도시하는 하드웨어 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방송의 시청

(TV), 광 디스크로부터의 시청이나 광 디스크에의 콘텐츠 파일의 기입을 행하는 기능(광 디스크), HDD(100)에의 녹화 예

약 기능(녹화), HDD(100)에 축적되어 있는 콘텐츠 파일을 이용하는 기능(HDD)을 표시한다. 즉, 로컬의 콘텐츠 파일의 표

시 기능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기기가 갖는 콘텐츠 파일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해당 로컬 콘텐츠 파일과, 해당

네트워크를 통한 기기가 갖는 콘텐츠 파일이 표시된다. 로컬 콘텐츠 파일 표시 기능은, 텔레비전(102)에 구비되어 있는

HDD(100) 내의 콘텐츠 관리 정보로서 갖는 타이틀명을 참조하여 디스플레이(302)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네트워크를 통

한 접속되는 기기에 구비되어 있는 HDD(100) 내의 콘텐츠 정보로서 갖는 타이틀명을, 기기가 접속된 타이밍에서 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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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를 갖는 것을 광고하고, 그것을 받은 텔레비전(102)에서는, 광고된 기기의 IP 어드레스를 관리해 둔다. 콘텐츠 파일

표시 시에는, 관리하고 있는 광고된 기기의 IP 어드레스에 대하여, 콘텐츠 일람 요구를 송신하고, 각 기기가 갖는 콘텐츠

정보로서 타이틀명을 수집한다. 수집한 타이틀명과 상술한 바와 같이 참조한 로컬 콘텐츠의 타이틀명을 더불어 디스플레

이(302)에 표시한다. 상기 광고, 및 수집에 관한 통신 프로토콜은, UPn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실장해도 된다.

리모콘에 의해 HDD(100)를 선택하면, 리모콘의 조작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212)에 의해, 콘텐츠 일람 요구(Refer :

601A)가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2A)에 전해진다.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A)의 처리 제휴부(202A)에서는 상태 관리

테이블(910)에 새로운 엔트리를 설정하고, 요구원 위치 정보(915)로서 local을 설정하고, 스테이트(913)에 Refer0을 설정

하고, 처리 제휴부 내에서 유일하게 되는 처리 식별자(914)를 설정한다. 여기서, Refer0이란, 콘텐츠 일람 요구(601A)에

대응하는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복수 처리 단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어서,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을 참조하여, 요구와 요구원 위치 정보와 콘텐츠 파일의 위치 정보로부터 대응하는 처리

룰(924)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처리 제휴부(202)는, 단계 1로써, 네트워크 제어부(205A)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어 있는 모든 기기의 HDD

(100)에 축적되어 있는 콘텐츠 파일의 일람을 요구하는 콘텐츠 일람 요구를 요구한다(601B). 이 요구에 처리 식별자(914)

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이 요구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경우, 해당 응답이 어떤 처리에 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다. 처리 제휴

부(202)에서는, 단계 1을 마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테이트(913)를 Refer1로 한다(601B, 601C).

처리 제휴부(202)에서는, 단계 2로써, 콘텐츠 관리부에 로컬 콘텐츠 파일의 일람을 요구하고, 로컬 콘텐츠 일람을 요구한

다(601E). 단계 2를 마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테이트(913)를 Refer2로 한다.

콘텐츠 관리부(203A)에서는,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액세스 레벨(406)에 의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선택한다. 액세스 레

벨(406)로서, 가정 내 네트워크로부터의 액세스를 허가하는 「Inhouse」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 기기에 의한 참조이

므로, 모든 콘텐츠 파일을 대상으로 한 일람을 처리 제휴부에 리플라이한다. 액세스 레벨(406)로서 사용자 ID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말기 사용 시에 입력한 사용자 ID와 비교하여, 일치한 콘텐츠 파일의 일람을 처리 제휴부에 리플라

이한다. 이 사용자 ID는, 입력 시에 파일로서 기억하고, 콘텐츠 관리부에 의해 이 파일로부터 사용자 ID를 판독하여 비교한

다.

refer 송신 요구(601B)를 접수한 네트워크 제어부(205A)는, 예를 들면 UPnP의 프로토콜에 따라, 플러그앤드플레이에 의

해 자신이 갖는 서비스를 네트워크 상에 광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미리 HDD(100)를 구비한 기기가 네트워크 접

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전체 기기에 대하여, 콘텐츠 일람 요구(601C)

를 송신한다.

콘텐츠 일람 요구(601C)를 접수한 기기로서, 홈서버(101)의 예로 설명한다. 홈 서버(101)의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B)

의 네트워크 제어부(205B)는 해당 요구를 요구원(텔레비전(102))의 IP 어드레스를 위치 정보로서 첨부하여 처리 제휴부

(202B)에 통지한다.

상기 통지를 수신한 처리 제휴부(202B)는, 상태 관리 테이블(910)에 새로운 엔트리를 설정하고, 요구원(915)으로서

Network를 설정하고, 스테이트(913)에 Refer0을 설정하고, 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 식별자(914)를 설정한다.

이어서,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을 참조하여, 대응하는 처리 룰(924)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단계 1로써 콘텐츠 관리부

(204B)에 콘텐츠 일람 요구를 행한다(601E). 이 요구는, 요구원의 위치 정보와 처리 식별자를 포함한다. 처리 제휴부는 스

테이트(913)를 Refer1로 한다. 콘텐츠 관리부(204B)에서는, 위치 정보인 IP 어드레스가 자(自)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다른 기기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콘텐츠 파일의 일람을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액세스 레

벨(406)이「Never」와 「Internet」이 아닌 콘텐츠 파일의 정보를 콘텐츠 일람으로 하여, 처리 제휴부(202B)에 회신한

다. 이 회신에는 요구 시의 처리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에 의해, 요구와 리플라이를 대응시키고, 상태 관리 테이블에 의해

관리하는 스테이트의 다음 처리로서 단계 2를 실행한다. 단계 2로써, 네트워크 제어부(205B)에 대하여, 콘텐츠 일람의 송

신을 요구하고(602B), 해당 콘텐츠 일람을 텔레비전측에 통지하고 (602C, 602D) 처리가 완료한 후, 상태 관리 테이블

(910)의 내용을 클리어한다.

처리 제휴부(202A)는, 콘텐츠 일람의 리플라이를 네트워크 제어부(205A)로부터 접수하면, 상태 관리 테이블로부터 대응

하는 엔트리를 리플라이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 식별자로부터 선택하고, 스테이트(913)로부터 제휴 처리 룰 테이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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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의 다음 단계인 단계 3을 행한다. 즉, 자기기 내의 콘텐츠 관리부 A로부터 참조한 콘텐츠 일람과 네트워크 제어부

(205A)를 통하여 얻은 콘텐츠 일람과 위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통지하고, 상태 관리 테이블(910)을 클리어하여, 처리

를 마친다.

어플리케이션(202)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HDD 내 콘텐츠를 표시한다(311). 이 때, 특별히 콘텐츠의 위치 정보를 디

스플레이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 위치 정보는, 콘텐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가정 내 네트워크에서의 기기를 식별하기 위

한 정보이다. 가정 내 네트워크에서 각 기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UPnP로 규정되어 있는 UUID

(Universal Unique Identifier)를 이용해도 된다. 이 경우, UUID와 IP 어드레스를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대

응 시키기는, UPnP 프로토콜에 따라, 가정 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기기를 검출했을 때에 작성할 수 있다. 혹은, 위치

정보로서, 그 기기가 갖는 IP 어드레스를 이용해도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하, 위치 정보로서 IP 어드레스를 이용한다.

여기서는, 모든 콘텐츠를 영화, 사진 등에 카테고라이즈하여 표시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312). 해당 카테고리명은, 적절

하게 추가 수정 가능하다.

이 콘텐츠 일람에 관해서는, 어떠한 검색 키, 예를 들면 타이틀, 타입, 일시를 지정하여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스플레이(304)에 표시된 콘텐츠 일람(311)으로부터, 영화가 선택되면, 영화 관련 타이틀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312), 재생하려는 콘텐츠가 해당 타이틀로부터 지정되면, 어플리케이션(202)에 의해, 콘텐츠 재생 요구(Setup : 603)가,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A)의 처리 제휴부(202A)에 전해진다. 이 콘텐츠 재생 요구(603)는, 재생하는 콘텐츠를 식별하

는 정보(콘텐츠 식별자)와 그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와 콘텐츠의 이용 목적(재생)을 포함하고

있다.

처리 제휴부(202A)에서는, 해당 콘텐츠 재생 요구(603)에 기초하여, 우선,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엔트리를 작성하고,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911), 콘텐츠 파일(912) 식별자, 스테이트로서 setup0, 처리 식별자(914), 및 요구원 위치 정보로

서 local을 설정한다. 콘텐츠 파일의 위치 정보인 IP 어드레스가, 자 IP 어드레스가 아닌 경우, 제휴 처리 룰 테이블로부터

처리 룰을 선택하고, 단계 1의 처리로서, 네트워크 제어부(205A)를 통하여, 홈 서버(101)에 대하여 콘텐츠 이용 요구를 송

신한다(604A∼604C). 의뢰 시의 커맨드 내, 콘텐츠 파일 식별자와 이용 목적으로서 요구인 setup을 설정한다.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는 setup1로 한다.

위치 정보를 갖지 않는 경우, 로컬한 콘텐츠 파일이므로,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기초하여, 단계 1로

써 콘텐츠 관리부에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을 요구한다. 의뢰 시의 커맨드 내, 콘텐츠 파일 식별자와 이용 목적으로서 요구

인 setup을 통지한다. 단계 2로서, 단계 1의 리플라이를 받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면, 스트림 제어부 혹은 단순히 파일

리드로 콘텐츠 파일의 시청을 행한다.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는 setup-complete이라고 한다. 이용 불가의 경우, 어

플리케이션(212)에 대하여 통지를 행함으로써, 디스플레이(304)에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

고(313), 사용자에게 지정된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통지하여,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엔트리를 클리어한다.

도 7에 콘텐츠 관리부(203)에 의해 행하는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의 처리 흐름을 도시한다. 우선, 이용원의 위치 정보가 로

컬이라고 판단한다(701). 이어서, 지정된 콘텐츠에 대응한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저작권 보호 정보(408)를 참조하여,

위치 정보와 이용 목적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702). 이용 목적은, setup으로부터 재생하므로, 저작

권 보호 정보(408)의 사용 기한에 의해 사용 가능한지 판단한다. 이용 목적이 record인 경우, 저작권 보호 정보(408)의 복

사 컨트롤 정보가 1회 복사인 경우, 녹화는 할 수 없으므로 이용 NG로 판단한다.

이어서 액세스 레벨(406)을 체크한다(703). 이 액세스 레벨은, 예를 들면 이용 기기의 제한, 혹은 사용자 레벨의 제한, 혹

은 옥내 네트워크 내, 옥외 네트워크로부터의 액세스가 가능한지 체크한다. 여기서는, 로컬한 이용이므로, 사용자 ID가 설

정되어 있으면, 사용자 ID가 일치하는지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서, 콘텐츠 이용 상황(409)에 의해, 콘텐츠의 중복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704). 콘텐츠가 이동 중인 경우, 콘텐

츠의 재생은 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 이용은 NG로 된다. 저작권 보호 정보(408)로서, 시청 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콘

텐츠 이용 상황의 사용 횟수와 비교하여, 사용 횟수가 시청 횟수 이하인 경우에 이용 OK로 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 정보

(408)로서, 동시 시청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콘텐츠 이용 상황으로부터 시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용 가능한 경우, 콘텐츠 파일 전송 방식의 선택 기준법에 준거(800)한 전송 방식을 선택하여, 스트림 처리부 이용의 경

우, 스트림 처리부의 이용을, 파일 전송부 이용의 경우, 파일 리드의 이용을 선택하여, 시청 가부 판단에 맞추어, 전송 방식

을 처리 제휴부(202)에 회신한다. 처리 제휴부(202)에서는,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나타내는 단계 2

등록특허 10-0661426

- 10 -



의 처리를 행한다. 여기서는, 전송 방식으로서 스트림 처리부(209)를 이용한다고 하여 처리 룰을 기재하고 있다. 파일 리드

의 경우에는, 파일을 리드하고, 콘텐츠 파일의 타입에 대응한 디코드 처리를 통하여, 디스플레이에 콘텐츠 파일을 표시하

면 된다.

콘텐츠 파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처리 제휴부(202)는, 어플리케이션(212)에 대하여 통지를 행하고, 디스플레이(304)

에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여(313), 사용자가 지정한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통지한

다.

이어서 네트워크 제어부(205A)를 통하여, 홈 서버(101)에 대하여 콘텐츠 이용 요구를 송신한 경우의 홈 서버(101)에 의한

처리를 설명한다.

처리 제휴부(202B)에서는, 해당 콘텐츠 이용 요구(604C)에 기초하여, 우선,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엔트리를 작성하고,

콘텐츠 파일 위치 정보(911)로서 local을, 콘텐츠 이용 요구에 포함되는 콘텐츠 파일 식별자(912)를, 스테이트(913)로서

setup0, 콘텐츠 이용 요구에 포함되는 처리 식별자(914)를, 및 요구원 위치 정보(915)로서 텔레비전의 IP 어드레스를 설

정한다.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로부터 처리 룰(924)을 선택하고, 단계 1의 처리로서, 콘텐츠 관리부(204B)에,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을 의뢰한다. 의뢰시에는, 콘텐츠 파일 식별자와 이용 목적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수한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 요구(604C)에 포함되어 있던 콘텐츠 파일 식별자, 이용 목적과 요구원의 위치 정보를 전한다. 상태 관리 테이블

(910)의 스테이트(913)는 setup1로 한다.

콘텐츠 관리부(204B)에서의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 처리(700)는, 도 5의 상술한 수순에 따라 행한다. 액세스 레벨의 체크

에서는, 액세스 레벨이 「Never」인 경우, 콘텐츠 이용을 거부한다. 액세스 레벨이 「Inhouse」인 경우, 통지된 IP 어드

레스와 자기기의 IP 어드레스의 서브네트가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 이용을 거부

한다.

콘텐츠 이용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 처리(700)로서, 콘텐츠 파일 전송 방식의 선택 기준법

(800)에 준거한 전송 방법을 선택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처리 제휴부(202B)가 영화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용 요구를 접수한 경우를 예로 하면, 스트림 처리

부의 이용을 선택한다. 콘텐츠 관리부(204B)는, 시청 가부 판단에 맞추어, 전송 방식을 처리 제휴부(202B)에 회신한다

(605). 처리 제휴부(202B)에서는,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나타내는 단계 2의 처리를 행한다. 처리 제

휴부(202B)는 시청 가부 판단 결과와 전송 방식을 텔레비전측에 통지한다(607A∼606C). 시청 가부 판단 결과가 거부인

경우, 처리 제휴부는 상태 관리 테이블을 클리어하고, 허가인 경우, 스테이트(913)를 setup2로 한다.

이어서, 처리 제휴부(202B)에서는, 콘텐츠 관리부(204B)로부터의 전송 방식의 지시에 따라, 스트림 처리부(203B)에 콘텐

츠와 메타 데이터에의 path 정보 및 필요한 인증 암호 처리, 콘텐츠의 전송처의 위치 정보를 스트림 설정 요구로 하여, 스

트림 제어부에 통지한다(607B). 이에 의해, 스트림 제어부(203B)에서는, 파일 액세스, 네트워크 전송, 인증 암호 처리의

준비를 개시한다. 처리 제휴부(202B)는,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스테이트를 setup3으로 한다.

텔레비전측의 처리 제휴부(202A)는 시청 가부 판단 결과를 받아, 대응하는 상태 관리 테이블(910)을 검색하여,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따라, 단계 2의 처리를 행한다. 시청 가능 판단 결과가 거부이면, 어플리케이션(212)에

대하여 통지를 행하고, 디스플레이(304)에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생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며(313), 사용자가 지정한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통지한다. 또한, 상태 관리 테이블(910)을 클리어하여, 처리를 마친다.

시청이 가능한 경우, 처리 제휴부(202A)는, 전송 방식에 따라, 스트림 제어부(204A)에 대하여, 스트림 설정 요구(607A)

를 행하고,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스테이트를 setup2로 한다. 스트림 제어부(204)에서, 스트림 처리부(209)의 설정의

완료를 처리 연기부(202A)에 통지한다(608A). 처리 제휴부(202A)는, 마찬가지로 상태 관리 테이블(910)과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을 참조하여, 처리 룰(924)의 다음 단계 3으로써, 커넥션 설정 완료 통지를 홈 서버(101) 처리 제휴부 B에 송

신한다(609A 내지 609C). 또한, 처리 제휴부 A는, 단계 4로써, 콘텐츠 관리부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을 요

구한다(610A). 처리 제휴부 B의 상태 관리 테이블(910)의 스테이트(913)는 setup4로 한다.

커넥션 설정 완료 통지(609C)를 수신한 홈 서버(101)의 처리 제휴부(202B)는, 형태 관리 테이블(910)과 연휴 처리 룰 테

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따라 단계 4로써, 콘텐츠 관리부(204B)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을 요구하고

(610B), 스테이트(913)를 setup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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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 요구(610A, 610B)를 접수한 콘텐츠 관리부(204A, 204B)는, 홈 서버(101)측, 텔레비전(102)

측 모두, 로컬 암호에 대한 키 정보(콘텐츠 파일에 대응하는 콘텐츠 관리 정보(400)의 저작권 보호 정보(408)의 로컬 암호

의 메터 정보(/metainfo/file-name1-LC))를 스트림 제어부(203A, 203B)에 통지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의 암호 처리를 행하고, 홈 서버(101)와 텔레비전(102) 사이에서 인증 처리를 행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라이브러리의 네트워크 인증·암호 라이브러리를 기동한다. 홈 서버(101) 측에서는, 인증 처리를 행하기 위한 TCP/IP의 커

넥션 설정 요구를 접수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준비로서, TCP/IP의 통신을 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의 논리

적인 인터페이스인 소켓을 오픈하고, 텔레비전(102)측의 IP 어드레스, 수신 어드레스, 포트 번호를 소켓에 바인드하고, 인

증 요구를 대기한다. 텔레비전(102)측에서는, 인증 처리를 행하기 위한 소켓을 오픈하고, 홈 서버(101)에 대하여 인증 요

구를 송신한다. 이 인증시에 이용하는 기기 대응의 증명서는, 기기에 미리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인증·암호 라이브러리

로부터 자동적으로 참조된다. 홈 서버(101)와 텔레비전(102) 사이의 인증 페이즈에서, 콘텐츠 전송 시에 이용하는 암호 키

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값인 시드가 규정된다. 이 시드로 규정되어 있는 연산자로부터 암호 키를 생성한다. 네트워크 인증·

암호 라이브러리는, 그 시드를 스트림 처리부(202)에 통지한다. 라이브러리 처리의 종료를 받은 콘텐츠 관리부(203)는 처

리 제휴부(201)에 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 완료를 통지한다.

텔레비전의 처리 제휴부(202A)는, 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 완료 보고를 받아(611A), 홈 서버(101)에 콘텐츠 송신 요구

를 송신한다(61A∼612C). 또한,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를 setup-complete로 한다.

홈 서버(101)의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B)의 처리 제휴부(202B)가, 저작권 보호 시큐러티 설정 완료(611B)와 텔레비

전(102)으로부터 콘텐츠 송신 요구(612C)를 접수한 후, 스트림 제어부(203B)에 대하여, 콘텐츠 송신 개시를 지시한다

(612D). 또한,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를 setup-complete로 한다.

이상의 수순에 의해, 홈 서버(101)의 HDD(100) 상의 콘텐츠가 텔레비전(102)에 의해 재생할 수 있다(618).

스트림 처리부(209)는, 스트림 제어부(204)의 요구에 의해, 콘텐츠 파일의 처리를 행하기 위해, 처리의 흐름(스트림)을 작

성한다. 예를 들면, HDD로부터 판독한 콘텐츠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HDD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판독

하는 모듈, 판독한 콘텐츠 파일의 씨크 정보를 판독하는 모듈, 콘텐츠 파일을 구성하는 복수 패킷에 포함되는 재생 타이밍

정보인 카운터값을 참조하여, 네트워크에 송신하는 복수 패킷의 조(組)로 분할을 행하는 모듈, 콘텐츠 파일의 로컬 암호를

복호하고, 네트워크 전송 대응으로 암호화를 행하기 위해, 암호 처리 드라이버에 콘텐츠 파일의 정보를 건네주는 모듈, 네

트워크에 패킷으로서 콘텐츠 파일을 전송하는 모듈을 하나의 스트림으로서 연결하여, 제휴 처리부(202)로부터 스트림 제

어(204)를 통하여 얻는 재생하는 콘텐츠 파일, 씨크 정보, 로컬 암호 정보를 관련 모듈의 초기값으로서 갖는다. 또한, 저작

권 보호 라이브러리로부터 얻는 암호 키의 시드 정보를 관련 모듈의 초기값으로서 갖는다. 이 공급된 초기값에 기초하여,

각 모듈은 콘텐츠 제어부(204)로부터의 콘텐츠 송신 개시를 받아, 기동되어, 콘텐츠 파일을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텔레비전(102)측의 리모콘 조작에 의한 콘텐츠 전송 중지(614A)를 접수한 어플리케이션(212)은, 콘텐츠 전송 중지 요구

(Terminate : 614A)를 콘텐츠 액세스 제어부(200A)에 통지한다. 처리 제휴부(202A)에서는, 이 요구(614A)를 받아,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913)가 setup-complete인 제어 대상의 스트림 상태를 나타내는 엔트리를 검색하고,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따른 단계 1의 처리로서, 네트워크 제어부(205A)를 통하여, 홈 서버(101)의 콘텐츠 액

세스 제어부(200B)에 종료를 통지한다(614B∼614D). 스테이트(913)를 stop1로 한다.

홈 서버(101)에서, 콘텐츠 전송 중지 요구를 받은 처리 제휴부(202B)는 상태 관리 테이블의 스테이트(913)가 setup-

complete인 제어 대상의 스트림 상태를 나타내는 엔트리를 검색하고,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따른

단계 1의 처리로서, 스트림 제어부(203B)에 대하여, 스트림 종료(616B)를 통지하는 것에 의해, 스트림 제어부(203B)에

의해 스트림 처리를 종료한다. 처리 제휴부(202B)는 스테이트(913)를 stop0으로 한다.

처리 제휴부(202B)는, 스트림 제어부로부터의 스트림 처리의 종료(617B)를 받아,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

(924)에 따른 단계 2의 처리로서, 텔레비전(102)측에 콘텐츠 전송 중지 완료(615A∼615C)를 통지한다. 그 후, 상태 관리

테이블을 클리어한다.

콘텐츠 전송 중지 완료(615C)를 받은, 텔레비전(102)의 처리 제휴부(202A)는, 대응하는 상태 관리 테이블(913)의 엔트리

를 검색하여, 제휴 처리 룰 테이블(920)의 처리 룰(924)에 따른 단계 2의 처리로써, 스트림 제어부(203A)에 대하여, 스트

림 종료(616A)를 통지함으로써, 스트림 제어부(203A)에 의해 스트림 처리를 종료한다. 그 후, 상태 관리 테이블을 클리어

한다.

등록특허 10-0661426

- 12 -



이상으로부터, 본 실시예에 따르면, 콘텐츠를 갖는 기기에서, 콘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에 따른, 콘텐츠

이용을 허가하는 것에 의해,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의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정보, 액세스 레벨, 이용 상태, 이용 요구원으로부터 콘텐츠의 이용 가부를 판단하는 것

에 의해, 저작권 보호에 준한 콘텐츠 이용 실현 가능하고, 로컬 HDD 혹은 네트워크로 접속되어 있는 리모트 HDD인지를

어플리케이션이 인식하지 않고,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콘텐츠의 타입에 따라, 네트워크 전송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의 이용 요구가 있었던 경우에, 요구원의 정보와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에 기초하여 액세스 가부를 행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경우, 콘텐츠의 포맷에 대응한 콘텐츠의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콘텐츠 이용과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이용을 동일

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실시 형태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실시 형태를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실시 형태를 실장하는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실시 형태에서 이용하는 콘텐츠 관리 정보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어플리케이션 I/F 라이브러리의 일례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재생 시의 처리 흐름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콘텐츠 이용 가부 판단 처리의 처리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콘텐츠 파일 전송 방식의 선택 기준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실시 형태에서의 처리 제휴부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실시 형태에서의 제휴 처리 룰 테이블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3 : 콘텐츠 관리부

205 : 네트워크 제어부

206 : 파일 전송부

207 : 콘텐츠 관리 DB

400 : 콘텐츠 관리 정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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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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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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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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