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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에서 권한 관리를 위한 키 관리 방법 및 사용자 등록/등록해제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은, 계층적 노드 토폴

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의 키 관리 방법에 있어서, a)각각의 노드마다 공개키/개인키 쌍을 할당함으로써 노드 정보

를 생성하고, 상기 키 쌍을 이용하여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노드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및 b)상기 노드 트리를 이용하

여 콘텐츠 키를 상위 노드로부터 하위 노드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정보는 출발 노드의 공개키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콘텐츠 보호, 바인딩 메커니즘 및 권한해

제 메커니즘이 용이하게 달성가능한 DRM 시스템이 구현 가능하다.

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홈 네트워크의 구성의 일 례를 나타내는 도면.

도 2 및 도 3 는 가장 기본적인 초기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 4 은 본 발명에의 중기 노드 토폴로지는 나타내는 도면.

도 5 는 최종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 6 는 변형된 최종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

도 7 은 두 개의 노드사이의 링크를 나타내는 도면.

도 8 은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 인 경우에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9 는 도 8 의 일례로서 디바이스 dev 가 사용자 user 와 링크를 형성하기 위한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 은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에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 은 도 10 의 일례로서 출발 노드가 사용자 user 이고 도착 노드가 패밀리 family 인 경우에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

는 도면.

도 12 은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흐름도.

도 14 는 디바이스가 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 은 홈 서버가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디바이스 키를 할당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 은 디바이스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흐름도.

도 18 은 패밀리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 은 임시 디바이스가 존재할때의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 은 사용자 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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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는 디바이스 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2 는 홈 서버와 디바이스 사이에서의 인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3 은 두 디바이스 사이의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24a 및 24b 는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5 는 사용자에 의해 개시되는 등록해제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6 은 홈 서버에 의해 개시되는 등록해제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7 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의 권리 보호를 수행하는 블록을 요약한 도면.

도 28 은 시스템 레이어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29 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토콜 스텍을 나타내는 도면.

도 30 는 디바이스 발견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도 31 은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도면.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DRM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의 DRM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계층적인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키 관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사용자 등록 및 등록해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사용자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 등을 통해 정당한 권한을

획득하여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하지 않은 사용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콘텐츠는 보호되어야 한다.

도 1 는 홈 네트워트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콘텐츠 제공자 CP 는 전송 채널을 통하여 홈 네트워크 HN 로 콘텐츠를 전송한다. 홈 네트워크는 홈 서버 HS 및 사용자 기

기 D1,D2,D3를 포함한다.

홈 서버 HS 는 콘텐츠를 전송채널로부터 콘텐츠를 최초로 수신하여 권한 관리의 메커니즘에 따라 콘텐츠를 D1,D2,D3에

서 사용가능하도록 제어한다. 즉 홈 서버 HS 는 사용자 기기 D1,D2,D3 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용자 기기의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 기기 즉 현재 가입된 기기에게만 콘텐츠를 전송한다.

여기서 도메인은 하나의 홈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 기기의 집합을 의미한다. 사용자 기기의 홈 네트워크로의 가입 및 탈퇴

로 인하여 도메인은 항상 변한다. 즉 도메인에 연결된 사용자 기기는 항상 변한다. 따라서 탈퇴한 사용자 기기는 더 이상

콘텐츠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콘텐츠는 콘텐츠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고, 콘텐츠 키는 공통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후, 사용자 기기 D1,D2,D3 로 각각

전송된다. 공통 키는 현재 홈 네트워크에 가입된 사용자 기기 만이 획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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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자로하여금 콘텐츠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는 콘텐츠 키로 암호

화되고, 콘텐츠 키는 정당한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배포된다.

한편, 최근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하나의 사용자가 하나이상의 사용자 기기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간에

콘텐츠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한번의 비용결제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기기에 대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

기를 바란다. 하지만 콘텐츠가 기기사이에서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자유스럽게 이동가능하면, 권한 없는 사용자가 콘텐츠

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홈 네트워크 기술에서는 권한 있는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내의 사용자 기기간에

는 콘텐츠의 이동을 허용하면서, 권한 없는 사용자는 콘텐츠를 획득할 수 없거나 획득한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미연방 통신 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2005년 7월부터 미국내의 디지털 방송으로 방

송되는 고화질 HD 급 콘텐츠에 대하여 1비트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 BF)를 첨가하고, 해당 콘텐츠의 브

로드캐스트 플래그가 1 인 경우에는, 콘텐츠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즉 권한 없는 사용자의 사용이 방지되도록 하는 기술을

디지털 방송 구현 기술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홈 서버와 사용자 기기사이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

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에서의 콘텐츠의 좀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권한 관리를 달성하고자하며, 이를 위한 키 관리 방법 및

사용자 등록/등록해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의 키 관리 방법에 있어서,

a)각각의 노드마다 공개키/개인키 쌍을 할당함으로써 노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키 쌍을 이용하여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

로써 노드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및 b)상기 노드 트리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상위 노드로부터 하위 노드로 안전하게 전

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정보는 출발 노드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출발 노드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디바이스 노드이고, 상기 링크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

노드의 기밀성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고, 상기 기밀성 공개키에 대응하는 기밀

성 개인키는 상기 디바이스만이 소유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상기 출발 노드는 상기 디바이스 노드가 아니고, 상기 링크 정보는 상기 출발 노드의 공유성 공개키를 이용하

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상기 공개키/개인키 쌍은 대칭키로 대체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상기 b)단계는, b1)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는 단계; b2)상기 암호화된 콘텐츠 키를 상

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권한해제 키는 권한해제된 디바이스는 획득할 수 없는 디바이스

키 중에서 선택되며, 상기 디바이스 키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에 의해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할당된 키이다.

또한 여기서, c)상기 권한해제 키 및 암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여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d)상기 디바이스는 자신의 디바이스 키로부터 추출한 권한해제 키 및 복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도메인 키는 상기 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상기 암호화 도메인 키는 사용자의 공유성 공개키이며, 상기 d)단계는, d1)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

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화 도메인 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d2)상기 복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콘

텐츠 키를 복호화함으로서 상기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암호화 도메인 키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이며, 상기 d)단계는, d1)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함으로써, 상기 콘텐츠를 상기 디바이스에 바인딩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636228

- 4 -



또한 본 발명은,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에 의한 도

메인 생성 요청에 응답하여 노드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b)도메인 키를 생성하는 단계; c)상기 노드 트리의 각 개체마다 부

여된 공개키/개인키 쌍 및 상기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각 노드사이의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d)상기 도메인 키 및

링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새로운 디바이스

의 물리적 연결을 탐지하거나, 참가하고자하는 디바이스로부터 참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상기 디바이스로부

터 수신한 디바이스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메인 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새로운 디바이스로부터 사용자 노드로의 링크에

대한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c)상기 링크 정보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a)사용자가 홈

서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홈 서버에게 디바이스의 등록해제를 요청하는 단계; b)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

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상기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정보를 삭제하고, 상기

디바이스의 탈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도메인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도메인 정보를 잔여 디

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정보는, 링크정보, 도메인에 관한 정보인 도메인 상세 정보 및 도메인

자신에게 속한 구성원에 관한 정보인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a)권한해제 정

보의 갱신에 의해 도메인으로부터 제거되어야하는 디바이스를 발견하는 단계; b)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도

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및 c)상기 도메인 정보를 구성원인

디바이스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에서의 "해야한다(must), 하지 말아야 한다(must not). ~하는 것이 필요하다(REQUIRED), ~할 것이다(SHALL), ~

하지 말아야 한다(SHALL NOT), ~추천한다(RECOMMENDED), ~선택적으로(OPTIONAL)" 는 RFC2119 에 정의된 의

미에 따른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홈 네트워크 - 콘텐츠의 권한 관리를 수행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기기들의 집합. 하나의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는 여러개

의 도메인을 창설가능하다. 도메인 관리는 도메인을 단위로 수행된다. "홈" 은 반드시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을 포함한 권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범위를 포함한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도메인- 콘텐츠 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창설한 콘텐츠 관리의 단위. 하나의 도메인에는 하나의 도메인 키가 할당되며, 노드

트리를 이용하여 도메인 구조가 설명된다.

도메인 키- 도메인에 속한 디바이스만이 콘텐츠 키를 획득할 수 있도록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키이다.

기기(apparatus) - 도메인을 이루는 모든 하드웨어를 의미하며, 각각의 기기는 하나의 노드에 대응된다. 모든 기기는 권한

해제 알고리즘을 위한 디바이스 키를 가진다. 디바이스 키는 기기의 제조시에 기기내에 내장된다. 홈 네트워크내의 기기는

홈 서버와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홈 서버 - 홈 네트워크에서, 도메인 생성 및 재설정등의 도메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도메인 메니저가 설치된 기기를 말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며 도메인 관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입력을 수신한다.

디바이스(device) - 홈 네트워크에서, 콘텐츠의 사용을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콘텐츠의 사용이란 콘텐츠의 재생, 편집,

복사등 콘텐츠의 권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개체(entity) - 홈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사용에 대해 의미있는 주체를 말한다. 개체는 바인딩의 대상, 도메인의 주체, 콘텐

츠 사용의 주체가 되며, 패밀리, 사용자 그룹, 사용자, 디바이스 도메인,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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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개인키- 공개키 암호화 구조(Public Key Structure, PKI)에서 사용되는 키를 말한다.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에게

할당되며, 공개키는 제 3자에 의해 획득가능한 반면, 개인키는 그 키를 할당받은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만이 소유가능하다.

만약 어떠한 정보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었다면, 이러한 정보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결과물을 복호화함으

로써 획득가능하다. 본 발명에서는 두 개의 공개키/개인키 쌍이 사용된다. 하나는 공유성 공개키/개인키 쌍이고, 다른 하나

는 기밀성 공개키/개인키 쌍이다. 이 둘은 각기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이름이 달리 부여된 것일 뿐 공개키/개인키로

서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도 2 내지 6를 참조하여 노드 토폴로지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노드" 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각각의 노드는 콘텐츠가 바인딩되는 개체(entity)에 대응된다.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는 이러한 노드 개념을 이용하여 키 관리를 수행하고, 이러한 키 관리를 통해 도메인 관리를 수행한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노드로 이루어진 노드 구조 즉 노드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섹션은 본 발명이 채용하는 다양한 노드 포톨로지를 보여준다. 노드 토폴로지는 노드 트리를 이용하여 설명된다. 노드

트리는 계층적으로 구성된 최상위 노드, 중간 노드 및 하위 노드를 포함하고, 다른 계층에 속한 노드는 서로 링크된다. 노

드는 노드 정보를 포함하고, 링크는 링크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 바인딩 규칙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바인딩함으로써 권한 관리에 관한 규정

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콘텐츠 사용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

든 경우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회 복사 가능이라는 복사 제어 정보 (copy control information, CCI)의 케이블 콘텐

츠 경우에, 콘텐츠는 하나의 사용자에 바인딩되어서는 안된다. 본 발명에서, 콘텐츠는 하나의 사용자 혹은 하나의 디바이

스에 바인딩될 수 있다. 그러나 디바이스 바인딩은 사용자 바인딩이 규정에 위배될 때에만 수행된다.

하나의 도메인에 참가하는 개체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용자이고 다른 하나는 디바이스이다. 각각의 개체는 집단화된

노드를 구성하고, 두 개의 노드는 서로 화살표에 의해 표현되는 링크에 의해 연결된다. 콘텐츠 바인딩은 실선 요소로 표시

된다. 만약 콘텐츠가 사용자에 바인딩되었다면, 콘텐츠 및 사용자 노드가 실선 라인 요소로 연결되고, 반면에, 만약 콘텐츠

가 디바이스에 바인딩외었다면, 콘텐츠와 디바이스 노드는 실선 라인 요소에 의해 연결된다. 사용자 노드와 링크된 디바이

스 노드를 가진 사용자 노드를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도메인에 참가할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는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이것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사용자는 그의 콘텐츠를 그의 도메인내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에서 사용가능하다.

도 2 및 도 3 는 가장 기본적인 초기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 및 3에서, 노드 토폴로지는 초기 단계에서 하나의 도메인에 참가하는 개체를 포함하고, 허락된 사용자 노드는 오직 하

나이다.

도 2에서,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이 경우, 콘텐츠는 도메인내의 임의의 저장 디바이스에 저장가능하고, 그 도

메인내의 어떤 임의의 디바이스에 의해서 사용가능하다. 특별히 도 2 은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바인딩되었음을 나타낸다.

도 3 는 콘텐츠가 디바이스에 바인딩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사용자 바인딩의 경우와 상이하게, 콘텐츠는 그 콘텐츠가 저장

되는 디바이스에 바인딩된다. 디바이스 바인딩의 요구는 콘텐츠가 저장될 때 복사 제어 정보가 일회 복사 가능(copy

once)인 콘텐츠에게 적용된다. 만약 콘텐츠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바인딩되면, 콘텐츠의 재생에 대한 허락은 이러한 컴플

라이언스 규칙(compliance rule)을 만족시키도록 구성된 디바이스에서만 내려져야한다.

도 4 은 본 발명에의 중기 노드 토폴로지는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은 사용자 노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노드 토폴로지로 확장가능하다.

도 4에서, 사용자 노드들의 가장 상위에는 하나의 패밀리 노드가 존재한다. 하나의 디바이스는 하나이상의 사용자 노드에

링크 가능하다. 이는 하나의 디바이스는 하나이상의 도메인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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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바인딩되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콘텐츠는 패밀리를 구성하는 사용자들의 일부분으로 구

성된 사용자 집합에 바인딩될 수도 있다. 즉 콘텐츠는 하나의 패밀리에 바인딩되거나 그 패밀리에 속한 사용자들의 집합에

바인딩가능하다. 콘텐츠가 바인딩되는 장소에 따라, 콘텐츠는 패밀리 노드 혹은 사용자 노드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의해 사

용가능하다.

도 5 는 최종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낸다.

도 5에서, 도 2 내지 4과 상이하게, 디바이스 도메인 개념과 임시 디바이스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디바이스를 하나의 사용자에 직접 링크시키는 대신에, 디바이스들은 사용자의 디바이스 도메인 노드에 연결된다. 하나의

디바이스는 하나이상의 디바이스 도메인에 링크가능하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링크 가능한 디바이스 도메인의 수는 제한가

능하다. 하나의 디바이스 도메인에 링크된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임시로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그의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

해 그의 도메인에 링크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사용하길 원하면, 그 사용자는 그 디바이스를 그 사용자의 사용자 토큰을 사

용하여 사용자의 디바이스 도메인에 임시로 포함시키기만 하면된다. 이것은 사용자 토큰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도메인사

이를 링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용자 토큰은 사용자의 진정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사용자 식별자와 패스워드의 조합, 스마트카드등을 이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도 6 는 변형된 최종 노드 토폴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와 상이하게, 도 6 는 디바이스 도메인이 연합된 모습을 나타낸다. 디바이스 도메인의 연합이란, 하나의 콘텐츠가 사용

자 바인딩되었을 때, 그 사용자에게 속한 둘이상의 디바이스 도메인에서 해당 콘텐츠를 사용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디바이스 도메인들이 연합되면, 해당 콘텐츠는 사용자바인딩되었더라도 둘이상의 디바이스 도메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사용자는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이상의 디바이스 도메인을 가질 수 있고, 이 때 하나의 사용자가 가질수 있는 디바

이스 도메인의 수는 제한가능하다. 이 경우,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 도메인들이 서로 연합(federate)되지 않는한, 사용자 바

인딩된 콘텐츠는 사용불가능하다. 그러나, 연합(federation)이 수행되면,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는 그 사용자의 다른 도

메인내의 디바이스에서 사용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권한 관리 방법에 의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또는 하드웨어적 규정 사항(provision)을 설명한

다.

먼저, 암호화와 관련된 규정 사항을 설명한다.

첫째, 모든 디바이스는 자신의 고유한 공개키 및 개인키 쌍 (PUB_conf_dev, PRIV_conf_dev)를 가져야한다. 이 키들은

디바이스의 제조시에 디바이스내에 내장되며 이후 절대 변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홈 서버는 디바이스의 공개

키 PUB_conf_dev를 디바이스로부터 획득가능하다. 선택적으로,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비밀키 (SEC_

conf)를 추가로 가질 수 있다.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암호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권한해제(revocation) 검사를 위한 디바이스 키들을 가져야한다.

셋째, 예를 들면 DTCP 와 같이,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는 권한 기관(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디바이스 인증서 cert 을 가

져야한다. 다른 디바이스의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 권한 기관(authority)의 공개키 PUB_auth 는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

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개체의 신분의 진정성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미들웨어와 관련된 규정 사항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권한 관리 시스템의 구현은 UPNP와 같은 현재 존재하는 미들웨어 표준에 의존하지 않는다. 본 발명에 따

른 권한 관리 시스템의 구현은 자체의 미들웨어 스택(stack)를 정의한다. 이것은 이후에서 더 자세히 기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규정 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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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권한 관리 시스템 구현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독립적이다.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이더넷, USB,

IEEE1394, 블루투스, IrDA 및 UWB 와같은 종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다. 유일한 제약 사항(constraint)

는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양-방향(bi-directional) 통신을 지원하여야한다는 점이다.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이하의 구

성 요소들을 가져야 한다.

첫째, 디바이스는 클록 카운터를 가져야 한다.

다른 디바이스들을 인증하기 위해, 모든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인접성(proximity) 검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접성 검

사의 구현은 디바이스사이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 상이하다. 본 발명에 따른 권한 관리 시스템 구현 스펙

에 있어서는, RTT(라운드 트립 타임, Round Trip Time)이 인접성 검사를 위해 사용된다. RTT 는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유동성 딜레이(current delay)를 측정한 값이다. RTT 는 어떠한 원거리 호스트로부터 바운싱-오프(bounce-off)된 패킷

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생성되기 때문에, 클록 카운터가 RTT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기타 구현하고자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어떠한 도메인 디바이스들은 구현-종속 구성요소

(Implementation-dependent component)를 가질 수 있다. 어떠한 구성요소가 추가될 지는 각각의 구현예에 따라 상이하

다.

이하에서는 도 7 내지 19 를 참조하여 키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권한 관리를 위해서는 도메인 관리가 필수적이고, 도메인 관리를 위해서는 키 관리가 필수적이다. 홈 서

버내의 도메인 메니저 및 디바이스는 키 관리를 수행한다. 이하에서는 키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노드마다 할당된 키들을 먼저 설명하고, 링크 생성과 관련된 키들이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콘텐츠 키

들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이하의 모든 설명에서 E(x,y)라는 표현은 키 x 를 이용하여

y 를 암호화하는 동작 혹은 암호화의 결과물을 나타낸다.

먼저, 노드마다 할당된 키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의 노드는 보통 하나의 사용자, 하나의 디바이스 또는 하나의 그룹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룹은 사용자 그룹인 경우에

는 패밀리, 디바이스의 그룹인 경우에는 디바이스 도메인으로 정의된다. 하나의 도메인에 존재하는 각각의 노드(사용자 노

드, 디바이스 노드, 패밀리 노드, 디바이스 도메인 노드...)는 기밀성(confidentiality) 공개키 쌍 PUB_conf/PRIV_conf 을

가진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하나의 노드는 기밀성(confidentiality) 대칭키 쌍 SEC_conf을 가진다.

다음으로, 도메인 키에 대해 설명한다.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는 도메인 관리를 위해 각종 키 예를 들면 공유성 공개키 PUB_shar,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

또는 선택적으로 공유성 비밀키 SEC_shar 을 생성한다. PRIV_shar 또는 SEC_shar 는 도메인 키로 사용된다. 도메인 키

갱신에 관한 설명은 이후에 상세히 설명된다.

마직막으로, 링크 생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키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링크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된 상태 혹은 두 개의 노드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링크 생성은 동시에 두 개의 노드가 본 발명

에 따른 권한 관리 방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각 노드에 대응되는 개체가 이러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 때 생성되거나 주고 받는 정보를 링크 정보라고 정의한다.

링크 정보는 첫째, 콘텐츠 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거나, 둘째, 디바이스 노드에 도메인 키를 운반하는데도 사용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 권한 관리의 세부 사항이 정해진다.

도 7 은 두 개의 노드사이의 링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링크의 생성은 두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첫 번째 경우는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 노드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출발 노드

가 디바이스 노드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사용자 노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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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 노드인 경우

이 경우에, 링크 정보 LI 는 출발 노드('from' node)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to' node)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거나, 출발 노드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공유성 대칭키 SEC_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된다. 이하 수학식 1 과 같다.

[수학식 1]

LI = E(PUB_conf_from, PRIV_shar_to) 혹은

LI = E(PUB_conf_from, SEC_shar_to)

여기서 EDK 는 암호화된 도메인 키를 의미하고, 링크 정보에 포함된다. 물론, 링크 정보 LI 는 실시예에 따라 위의 두 암호

화된 키 E(PUB_conf_from, PRIV_shar_to), E(PUB_conf_from, SEC_shar_to)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다.

2.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 노드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 링크 정보 LI 는 출발 노드의 공유성 공개키 PUB_shar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 PRIV_

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거나, 출발 노드의 공유성 공개키 PUB_shar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공유성 대

칭키 SEC_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된다. 이하 수학식 2 와 같다.

[수학식 2]

LI = E(PUB_shar_from, PRIV_shar_to) 혹은

LI = E(PUB_shar_from, SEC_shar_to)

여기서 EDK 는 암호화된 도메인 키를 의미하고, 링크 정보에 포함된다. 물론 링크 정보 LI 는 위의 두 암호화된 키 E

(PUB_shar_from, PRIV_shar_to), E(PUB_shar_from, SEC_shar_to)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한다.

도 8 은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 인 경우에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인 경우이므로, 수학식 1 이 적용된다.

단계 810에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from를 홈 서버, 구체적으로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

에게 전송한다.

단계 820에서, 홈 서버는 단계 810에서 수신한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공유

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링크 정보 LI를 생성한다. 즉 수학식 3 과 같다.

[수학식 3]

LI = E(PUB_conf_from, PRIV_shar_to)

단계 83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에게 링크 정보 LI를 전송한다.

단계 840에서, 디바이스는 자신의 기밀성 비밀키 PRIV_conf_from를 이용하여 링크 정보 LI를 복호화함으로써 도착 노드

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획득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는 도착 노드의 공유성 비밀키 SEC_shar_to 로 대체가능하다.

도 9 는 도 8 의 일례로서 디바이스 dev 가 사용자 user 와 링크를 형성하기 위한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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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910에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dev를 홈 서버, 구체적으로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

에게 전송한다.

단계 920에서, 홈 서버는 단계 910에서 수신한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dev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에 대응

하는 사용자 User 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user)를 암호화함으로써 링크 정보 LI를 생성한다. 수학식 4 과 같다.

[수학식 4]

LI = E(PUB_conf_dev, PRIV_shar_user)

단계 93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에게 링크 정보 LI를 전송한다.

단계 940에서, 디바이스는 자신의 기밀성 비밀키 PRIV_conf_dev를 이용하여 링크 정보 LI를 복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user를 획득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공유성 개인키는 사용자의 공유성 비밀키 SEC_shar_user 로 대체가능하다.

도 10 은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에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이므로, 수학식 2 이 적용된다.

단계 1010에서, 홈 서버는 출발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의 공유성 공개키 PUB_shar_from 및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획득한다. 여기서 출발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는 디바이스 도메인, 사용자, 사용자 그룹중 어느 하나이고,

도착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는 각각 사용자, 사용자 그룹 및 패밀리 중 어느 하나이다.

단계 1020에서, 홈 서버는 출발노드에 대응하는 개체의 공유성 공개키 PUB_shar_from 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암호화함으로써 링크 정보 LI를 생성한다. 즉 수학식 5 과 같다.

[수학식 5]

LI = E(PUB_shar_from, PRIV_shar_to)

단계 1030에서, 홈 서버는 출발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에 링크 정보 LI를 전송한다.

단계 1040에서, 출발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는 자신의 공유성 비밀키 PRIV_shar_from를 이용하여 링크 정보 LI를 복호화

함으로써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to 를 획득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도착 노드의 공유성 개인키는 도착 노드의 공유성 비밀키 SEC_shar_to 로 대체가능하다.

도 11 은 도 10 의 일례로서 출발 노드가 사용자 user 이고 도착 노드가 패밀리 family 인 경우에 링크 생성 방법을 나타내

는 도면이다.

출발 노드가 디바이스가 아닌 경우이므로, 수학식 2 가 적용된다.

단계 1110에서, 사용자 user 는 사용자의 공유성 공개키 PUB_shar_user를 홈 서버에게 등록한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홈

서버를 구매한 직후 홈 서버를 초기화할 때 수행가능하다.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은 권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 홈 서버로 전

송하는것도 가능하다.

단계 1120에서, 홈 서버는 단계 1110의 사용자의 공개성 공개키 PUB_shar_user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에 대응하는 패밀

리 family 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family)를 암호화함으로써 링크 정보 LI를 생성한다. 수학식 6 과 같다.

[수학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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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E(PUB_shar_user, PRIV_shar_family)

단계 113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에게 링크 정보 LI를 전송한다.

단계 1140에서, 디바이스는 자신의 기밀성 비밀키 PRIV_conf_dev를 이용하여 링크 정보 LI를 복호화함으로써 패밀리의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_family를 획득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패밀리의 공유성 개인키는 패밀리의 공유성 비밀키 SEC_shar_family 로 대체가능하다.

도 12 은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콘텐츠 Content 는 콘텐츠 키 cK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콘텐츠 키는 먼저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를 이용하여 그

리고 공개성 사용자 공개키 PUB_shar_user를 이용하여 두 번 암호화된다. 즉 암호화된 콘텐츠 키는 ECK = E(PUB_

shar_user, E(Revocation_key, cK))의 형태를 가진다.

먼저, 콘텐츠 키가 권한해제 키에 의해 암호화됨으로써, 콘텐츠는 사용자의 도메인에서 권한해제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의

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 노드에 링크된 디바이스는 링크 정보 및 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추출함으로

써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도메인 키로서 공개성 사용자 비밀키 PRIV_shar_user 대신에 공개성 사용자 대칭키 SEC_shar_user 도 사

용가능하다.

다음으로, 콘텐츠 키가 공개성 사용자 키 즉 도메인 키에 의해 암호화됨으로써 도메인내의 구성원으로 인정된 디바이스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흐름도이다.

이하는 사용자 User 에게 콘텐츠 Content를 바인딩하기 위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낸다.

단계 1310에서, 홈 서버는, 구체적으로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는, 콘텐츠 Content 마다 콘텐츠 키 cK를 생성하고, 콘

텐츠 키 cK를 이용하여 콘텐츠 Content를 암호화함으로써 암호화된 콘텐츠 EC를 생성한다. 콘텐츠 키 cK는 난수 생성 등

을 통해 생성가능하다.

단계 1320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 cK를 암호화함으로써 제 1 암호화된 콘텐

츠 키 ECK를 생성하고,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를 이용하여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암호화함으로써 제 2 암호화

된 콘텐츠 키 EECK를 생성한다. 이는 수학식 7 과 같다.

[수학식 7]

EECK = E(edK, ECK) = E(edK, E(Revocation_key, cK))

여기서 사용자 바인딩을 위해,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로서는 사용자의 공개키 PUB_shar_user 가 사용된다.

또한 권한해제 키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화를 이용하여 각각의 디바이스 키 중에서 권한해제시키고자하는 디바이스는 보유

하지 않은 디바이스 키 중에서 선택됨으로써 결정된다.

단계 1330에서, 홈 서버는 암호화된 콘텐츠 EC 및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 를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단계 1340에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PRIV_conf_dev 및 링크 정보 LI 를 이용하여 복호화 도메인 키

ddK 를 획득한다. 이는 수학식 8를 통해 수행된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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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 = D(PRIV_conf_dev, LI) = D(PRIV_conf_dev, E(PUB_conf_dev, PRIV_shar_user) = PRIV_shar_user

여기서 링크 정보 LI = E(PUB_conf_dev, PRIV_shar_user)이며, 링크 생성시에 디바이스에 의해 획득된다. 이러한 링크

정보 LI 의 정의는 수학식 1 에 기초한다. 링크 생성은 디바이스를 홈 서버에 등록(registration)할 때 수행될 수 있다.

단계 1350에서, 디바이스는 복호화 도메인 키 ddK 및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를 이용하여 단계 730에서 수신한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한다.

즉 디바이스는 단계 1340에서 생성한 복호화 도메인 키 ddK = PRIV_shar_user를 이용하여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를 복호화함으로써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 = E(Revocation_key, cK)를 생성하고, 권한해제 키 Revocation_

key 를 이용하여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한다. 이는 수학식 9를 통해 수행

된다.

[수학식 9]

cK = D(Revocation_key, D(ddK, EECK) = D(Revocation_key, D(ddK, E(edK, ECK)))= D(Revocation_key, ECK) = D

(Revocation_key, E(Revocation_key, cK)) = cK

여기서,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는 권한해제되지 않은 디바이스만이 획득가능하며, 디바이스에게 권한해제키를 할

당하는 방법은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에 의해 디바이스 키를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할당하고, 이후에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디바이스에 전송할 때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권한해제 키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바이스에게 전송

함으로써 구현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도 14 에서 상술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및 복호화 도메인 키 ddK = 사용자의 공유성 비밀키 SEC_shar_user 이다. 즉

변형된 실시예에서는 대칭키가 사용된다.

단계 1360에서, 디바이스는 단계 1350에서 획득한 콘텐츠 cK를 이용하여 단계 1330에서 수신한 암호화된 콘텐츠 EC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Content를 획득한다.

이 실시예에서, 링크 정보 LI 는 사용자 User 에게 링크된 디바이스만이 획득가능하므로 결국 콘텐츠 Content 는 사용자

User 에게 링크된 디바이스만이 사용가능하다. 결국 콘텐트 Content 는 사용자 User 에게 바인딩된다.

도 14 는 디바이스가 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1410에서, 권한 기관(authority)은,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에 따라 각각의 기기마다 디바이스 키를 할당한다. 도 15에

디바이스 키를 할당하는 일례를 도시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기는 제조시에 도 15의 디바이스 키 할당 방법에 의해 할당

된 디바이스 키를 기기내에 내장한채 출시된다. 홈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기 역시 디바이스 키가 할당된다.

도 15 은 홈 서버가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디바이스 키를 할당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 에서, 각각의 노드는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노드 N0 는 최상위 노드이며, 노드 N1,N2 는 중간 노드, 노드

N3,N4,N5,N6 은 하위 노드이다. 각각의 노드 N0,N1,N2,...,N6 에는 디바이스 키 DK0,DK1,DK2,...,DK6 이 각각 할당된

다. 또한 하위 노드 N3,N4,N5,N6 에는 각각의 디바이스 Dev1,Dev2,Dev3,Dev4 가 할당된다.

그 후 각각의 기기 Dev1,Dev2,Dev3,Dev4 에는 상위의 모든 노드에 할당된 디바이스 키들이 할당된다. 예를 들면 기기

Dev1 는 DK0,DK1,DK3을 가지고, 기기 Dev4 는 DK0,DK2,DK6을 가진다. 이러한 디바이스 키들은 권한 기관에 의해 할

당되어 각각의 기기내부에 내장된체 출시된다.

다시 도 14를 참조한다.

단계 1420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된 디바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 키, 즉 권한해제 키, 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

cK를 암호화한 후 디바이스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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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서버는 홈 서버내에 권한해제된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권한해제 정보 RI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홈

서버의 제조시에 권한 해제 정보가 내장된채 출시된다.

권한해제 정보 RI 는 갱신가능하다. 권한해제 정보의 갱신은 홈 서버에 접속되는 디바이스로부터 새로운 권한해제 정보를

획득하거나, 홈 서버에서 인입되는 광디스크로부터 새로운 권한해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위해, 권한해제

되어야 할 기기가 발견될 때마다, 권한 기관은 제조사로 하여금 발견 이후 출시되는 디바이스 및 광디스크에 최신의 권한

해제 정보를 내장시켜서 소비자에게 배포하게 하여야 한다.

도 15에서 디바이스 Dev4 가 권한해제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경우에,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 는 이하 수학식

10 과 같이 구성된다.

[수학식 10]

ECK = ECK1||ECK2 = E(DK1,cK)||E(DK5,cK)

여기서, ECK1,ECK2 는 암호된 콘텐츠 키 블록이다.

권한해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례로서, 권한해제 정보 RI 는 권한해제되지 않는 디바이스 키를 특정하는

노드 번호로 표현가능하다.

예를 들면, 도 15에서 디바이스 dev4를 권한해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도 15에서 디바이스 dev 4 가 권한해제되었음을

나타내는 권한해제 정보는 권한해제 정보 RI = (1,5) 이다. 이 경우 홈 서버는 디바이스 키 DK1,DK5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 cK를 암호화한다.

단계 1430에서, 각각의 디바이스는 자신이 가진 모든 디바이스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키 블록 ECK1,2의 복호화

를 시도한다. 만약 하나이상의 블록에 대하여 복호화가 성공한다면, 그 디바이스는 콘텐츠 키 cK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Dev1, Dev2 는 디바이스 키 DK1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바이스 키 DK1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

텐츠 키 블록 ECK1을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할 수 있고, Dev3 는 디바이스 키 DK5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

바이스 키 DK5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키 블록 ECK2을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할 수 있지만, Dev4 는

디바이스 키 DK1, DK5 중 어느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암호화된 콘텐츠 키 블록 ECK1 및 ECK2 을 모두 복호화할 수

없고 그 결과 콘텐츠 키 cK를 획득할 수 없다.

이제 도메인 키의 갱신에 대해 설명한다.

특정 디바이스가 도메인을 탈퇴하면, 탈퇴하는 디바이스가 그 도메인에 반입되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메인 키가 갱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의 탈퇴후, 콘텐츠 키를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다시 암호

화하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링크 정보를 다시 생성한다.

도 16 은 디바이스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콘텐츠 Content 는 콘텐츠 키 cK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콘텐츠 키는 권한해제 키 및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를 이용

하여 암호화된다(즉 E(PUB_conf_dev, E(Revocation_key,cK))). 선택적으로, 만약 디바이스가 기밀성 대칭키 SEC_

conf_dev를 가진다면,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dev 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대칭키 SEC_conf_dev 로 대체

가능하다.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내는 시간흐름도이다.

이하는 디바이스 dev 에게 콘텐츠 Content를 바인딩하기 위한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낸다.

단계 1710에서, 홈 서버는, 구체적으로 홈 서버내의 도메인 메니저는, 콘텐츠 Content 마다 콘텐츠 키 cK 를 생성하고, 콘

텐츠 키 cK 를 이용하여 콘텐츠 Content를 암호화함으로써 암호화된 콘텐츠 EC 를 생성한다. 콘텐츠 키 cK는 난수 생성

등을 통해 생성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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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720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 cK를 암호화함으로써 제 1 암호화된 콘텐

츠 키 ECK를 생성하고,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를 이용하여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암호화함으로써 제 2 암호화

된 콘텐츠 키 EECK를 생성한다. 이는 수학식 11 과 같다.

[수학식 11]

EECK = E(edK, ECK) = E(edK, E(Revocation_key, cK))

여기서 디바이스 바인딩을 위해,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로서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dev 가 사용된다.

또한 권한해제 키는 브로드캐스트 암호화를 이용하여 각각의 디바이스 키 중에서 권한해제시키고자하는 디바이스는 보유

하지 않은 디바이스 키 중에서 선택됨으로써 결정된다.

단계 1730에서, 홈 서버는 암호화된 콘텐츠 EC 및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 를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단계 1740에서, 디바이스는 복호화 도메인 키 ddK 및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를 이용하여 단계 1730에서 수신한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한다.

즉 디바이스는 자신이 소유한 복호화 도메인 키 ddK = PRIV_conf_dev를 이용하여 제 2 암호화된 콘텐츠 키 EECK를 복

호화함으로써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 = E(Revocation_key, cK)를 생성하고,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를 이

용하여 제 1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키 cK를 획득한다. 이는 수학식 12를 통해 수행된다.

[수학식 12]

cK = D(Revocation_key, D(ddK, EECK) = D(Revocation_key, D(ddK, E(edK, ECK)))= D(Revocation_key, ECK) = D

(Revocation_key, E(Revocation_key, cK)) = cK

도 13 및 14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한해제 키 Revocation_key 는 권한해제되지 않은 디바이스만이 획득가능하며, 디바

이스에게 권한해제키를 할당하는 방법은 브로드캐스트 암호화에 의해 디바이스 키를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할당하고, 이후

에 암호화된 콘텐츠 키 ECK를 디바이스에 전송할 때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권한해제 키를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함으로써 구현가능하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및 복호화 도메인 키 ddK = 디바이스의 기밀성 비밀키 SEC_conf_dev 이다.

즉 변형된 실시예에서는 대칭키가 사용된다.

단계 1750에서, 디바이스는 단계 1740에서 획득한 콘텐츠 키 cK를 이용하여 단계 1730에서 수신한 암호화된 콘텐츠 EC

를 복호화함으로써 콘텐츠 Content를 획득한다.

이 실시예에서, 디바이스의 개인키 PRIV_conf_dev 는 디바이스 dev 만이 가지고있으므로, 결국 콘텐츠 Content 는 디바

이스 dev 만이 사용가능하다. 결국 콘텐트 Content 는 디바이스 dev 에게 바인딩된다.

도 18 은 패밀리 바인딩된 콘텐츠를 가지는 도메인에서의 키 관리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경우는 하나의 사용자 바인딩의 콘텐츠의 경우의 키 관리 방법을 확장한 형태이므로, 사용자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와 동일하다.

도 19 은 임시 디바이스가 존재할때의 키 관리 방법을 나타낸다.

특정 디바이스를 임시로 사용하고자 하면, 본 발명에 따른 권한 관리 시스템은 디바이스 바인딩된 콘텐츠에 대한 키 관리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때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 PUB_conf_Tempdev 가 암호화 도메인 키 edK 로서 사용된다. 즉

콘텐츠 키 cK 는 E(PUB_conf_Tempdev, E(Revocation_key,cK)) 로 암호화된다.

이하에서는 도 20 내지 도 26를 참조하여 등록 및 등록해제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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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도메인을 생성하고 재설정(reset)하기위한 사용자 등록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도메인에 디바이스

가 참가하기 위한 디바이스 등록 과정이다. 이하에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성요소는 도메인 메니저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메니저는 홈 서버내에 구현된다.

예를 들면 STB,PVR,PC 등과 같은 디바이스는 도메인 메니저를 포함할 수 있고, 도메인 메니저는 도 6 내지 10 에 나타난

바와 같은 키 관리 시스템에 따른 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키들을 생성한다. 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 20 은 사용자 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사용자 등록은 도메인 재설정(reset domain) 혹은 도메인 생성(create domain) 기능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기능은 도

메인 메니저로 하여금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노드 키를 생성하도록 한다. 특정 디바이스를 위한 디바이스 노드는

이러한 사용자 노드에 대한 링크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도메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하의 단계에서, 예를 들면, STB 가 홈 서버로 사용된다. 이 STB 내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도메인 메니저가

구현될 수 있다. 도메인 메니저는 도메인을 재설정하거나 생성할도록 요청된다. 그 후에 이하의 과정이 발생한다.

단계 2010에서, 사용자는 홈 서버 에게 하나의 도메인을 재설정(혹은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홈 서버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메뉴를 통해서 수행가능하다.

선택적으로, 홈 서버는 사용자에게 도메인 재설정 및 생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이하의 단계 2012 및

2014를 포함한다.

단계 2012에서, 홈 서버 는 팝업 윈도우를 이용하여 사용자 확인을 위해 예를 들면 " 정말 도메인을 재설정하기 원하십니

까?" 와 같은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단계 2014에서, 사용자는 "예" 로 답한다(예를 들면, 리모트 컨트롤러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단계 2020에서, 홈 서버는 노드 트리를 생성한다. 노드 트리의 토폴로지, 노드의 수 등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노드 트

리를 생성하는 과정은 이하의 단계 2022 내지 2024 를 포함한다.

단계 2022에서, 홈 서버는 토폴로지를 결정한다. 토폴로지는 초기 토폴로지, 중기 토폴로지 및 최종 토폴로지 중에서 사용

자에 의해 선택된다.

단계 2024에서, 홈 서버는 노드 정보를 생성하여 각각의 노드에 할당한다. 즉 홈 서버는 각 노드의 이름, 각가의 노드에 대

응하는 개체(디바이스, 사용자 그룹, 사용자)의 개체 정보등을 결정한다.

단계 2026에서, 홈 서버는 각각의 노드(즉 개체)에 공개키/개인키 쌍을 할당한다. 혹은 선택적으로, 홈 서버는 각각의 노드

에 비밀키를 할당한다.

단계 2030에서, 홈 서버는 도메인내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도메인 키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도메인 생성의 경

우에는,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도메인 재설정의 경우에는, 이전에 존재했던 도메인 키를 삭제하거나 혹은 도메인

버전을 상이하게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한다. 도메인 키의 생성은 난수 및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초하

여 생성가능하다. 도메인 키는 하나의 노드 트리마다 생성된다.

단계 2040에서, 홈 서버는 각 개체마다 부여된 공개키/개인키 쌍 및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각 노드사이의 링크 정보를 생

성한다. 선택적으로, 홈 서버는 각 개체마다 부여된 비밀키 및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각 노드사이의 링크 정보를 생성한다.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 즉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은 노드 토폴로지에 따라 상이하고, 도 7 내지 11 에서 설명한 바와 같

다.

단계 2050에서, 홈 서버는 도메인에 관련된 정보, 즉 도메인 정보를 안전하게(securely) 홈 서버내에 저장한다. 도메인 정

보는 예를 들면 노드 정보, 링크 정보, 도메인 키, 도메인 키의 버전 및 도메인 이름 등을 포함한다. "안전하게" 는 홈 서버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등록특허 10-0636228

- 15 -



도 21 는 디바이스 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특정 도메인에 참가하기를 원하면, 디바이스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디바이스 등록 과정은 디바이스 인

증 과정과 디바이스 등록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 과정을 포함한다. 디바이스는 홈 서버내에 노드 트리에 디바이스를 등록

함으로써 도메인 키 및 콘텐츠 키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기 토폴로지에서 등록된 디바이스는, 노드 트리내에서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디바이스 노드로부터 사용자 노

드로의 링크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그 도메인내의 콘텐트를 공유하기 위한 도메인 키를 획득하고, 링크 정보 및 도메인 키

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할 수 있다. 도메인 키 및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과정은 도 13 내지 19에서 설명하였다.

디바이스 인증 과정은 인접성 제어 검사 및 권한해제 검사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인접성 제어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도메인 메니저는 그 디바이스를 도메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정보(예를 들면 그 디바이스의 디바이

스 식별자, 디바이스의 공개키 등)을 수집한다. 그 후 도메인 메니저는 그 디바이스가 권한해제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권한해제되지 않았으면, 도메인 메니저는 그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디바이스와 도메인 메니저 자신과

의 링크를 생성하고, 콘텐츠 공유를 위해 도메인 키와 링크 정보를 그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디바이스

는 링크 정보 및 도메인 키를 획득하고, 그 특정 도메인의 구성원이 된다.

디바이스의 등록과정은 이하의 단계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 2110에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물리적 연결에 의해 홈 서버가 새로운 디바이스의 존재를 탐지하거나, 참가하고자하는

디바이스로부터 참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홈 서버는 등록 과정을 개시한다.

선택적으로, 단계2110은 이하 단계2112 내지 2124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2112에서, 홈 서버는 사용자 확인을 위해 팝업 윈도우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탐지되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도메인에 추가하겠습니까?" 와 같은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단계 2124에서, 사용자는 "예"로 답한다(예를 들면 리모트 콘트롤러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단계 212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에게 디바이스 정보를 요청한다. 디바이스 정보는 디바이스 공개키 및 디바이스 식별

자를 포함한다.

단계 2130에서, 홈 서버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메인 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새로운 디바이스로부터

사용자 노드로의 링크에 대한 링크정보를 생성한다.

단계 2140에서, 홈 서버는 링크 정보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이하에서는 디바이스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인증(authetication)이 요구되는 경우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홈 서버와 디바이스 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이다.

여기서에서 인증은 디바이스의 신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서

권한있는 디바이스인지를지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본 발명에서의 인증은 인접성 검사, 권한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혹은 구성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판단한다. 신분의 진정성에 관한 확인은 권한기관의 인증서에 의해 당연히 확

인가능하며 이는 종래 기술과 동일하게 본 발명에 적용가능하며, 이하에서 신분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정은 생략한다.

도 22 는 홈 서버와 디바이스 사이에서의 인증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2210에서, 만약 어떤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참가하길 원하면, 홈 서버는 그 디바이스에 대한 인접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이하의 단계 2212 내지 2214를 포함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단계 222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2230

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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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212에서, 홈 서버는 테스트 패킷을 디바이스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디바이스와 홈 서버사이의 타임투리브 시간

(Time-To-Live Time, TTL)을 측정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타임투리브 시간은 라운드 트립 시간(Round Trip Time,

RTT)으로 대체가능하다.

단계 2214에서, 홈 서버는 미리결정된 인접성 임계값과 단계 2212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함으로써 인접성 검사 통과 여부

를 결정한다. 만약 소정의 임계값보다 적은 값이라면 인접성 검사가 통과된다. 인접성 임계값은 허용가능한 콘텐츠의 배포

범위 예를 들면 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콘텐츠의 무한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인접성 검사의

주 목적이므로, 임계값의 결정 범위는 인증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리적 거리를 아파트 단지

정도로 한정하기만하면 무한적 배포를 금지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로의 한정은 임계값을 RTT=7ms 정도로 선택함으로써

충분힌 달성가능하다.

단계 2220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 정보 RI 및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디바이스 식별 정보 (Device Identification

Information, DII) 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를 원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권한해제 검사를 수행한다.

디바이스 식별 정보 DII 는 디바이스 식별자 (Device Identifier, DI) 또는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Device Key Identifier,

DKI) 중 어느하나로 표현가능하다.

디바이스 식별 정보가 디바이스 식별자인 경우에는, 권한해제 정보는 권한해제된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식별자의 리스트

즉 권한해제 리스트 (Certified Revocation List, CRL)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홈 서버는 참가하고자하는 디바이스로부

터 디바이스 식별자를 수신하고, 수신한 디바이스 식별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해제 리스트 CRL 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함으

로써 권한해제 검사를 수행한다.

디바이스 식별 정보가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인 경우에는, 권한 해제 검사는 HBES 와 같은 브로드캐스트 암호화 방법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키 배포 방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 경우에 권한해제 검사 과정은 이하의 단계 2222 내지

2224 를 포함한다.

단계 2222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로부터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 DKI를 수신한다.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 DKI 는 디바이

스가 가지는 디바이스 키를 식별하는 정보이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 키 식별정보는 디바이스 키 번호 혹은 디바이스 키 자

신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 15의 경우, 디바이스 dev4 의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 DKI 는 '6' 혹은 'DK6' 이다.

단계 2224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 정보 RI 와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 DKI 를 이용하여 권한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위의 도 15 와 같이 디바이스 키가 배포된 경우, 현재 홈 서버에 내장된 권한해제 정보 RI = (1,5) 인 경우에, 현

재 디바이스 dev4 의 권한해제 여부를 검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홈 서버는,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가 도 15의 노드 1 및 5 하위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키를 식별하는 정보이다면 권한해제되지 않은 디바이스라고 결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권한해제된 디바이스라고 결정한다.

즉, 홈 서버는, 도 15 와 같은 디바이스 키 배포 구조를 참조하여, 노드 1 및 5의 하위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 키를 특정하는

디바이스 키 식별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하는 디바이스 만을 권한해제되지 않는 디바이스로 인정한다.

권한해제 검사가 성공이면 단계 223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2240 으로 진행한다.

단계 223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의 인증을 인증 성공으로 간주한다.

단계 224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의 인증을 인증 실패로 간주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도 23 은 두 디바이스 사이의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두 개의 디바이스(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이미 참가한 상태로 가정한다. 소스 디바이스는 도메인 바

인딩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이고, 싱크 디바이스는 콘텐츠를 사용하길 원하고 소스 디바이스에게 콘텐츠를 요

청하는 디바이스이다.

등록특허 10-0636228

- 17 -



소스 디바이스 및 싱크 디바이스는 콘텐츠 전송이 수행되기 전에 서로를 인증하여야 한다. 이는 이하의 인접성 검사, 권한

해제 검사 및 도메인 구성원 검사에 의해 수행된다. 제 1 디바이스가 제 2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과정은 이하의 단계 2310

내지 2330을 포함한다.

단계 2310에서, 제 1 디바이스는 제 2 디바이스에 대하여 인접성 검사를 수행한다. 이는 도 22의 단계 2210 과 동일한 원

리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 2320에서, 제 1 디바이스는 제 2 디바이스에 대하여 권한해제 검사를 수행한다. 이는 도 22의 단계 2220 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 수행된다. 다만 이때, 제 1 디바이스는 권한해제 정보를 가져야 한다. 권한해제 정보는 홈 서버 혹은 권한 기관

으로부터 획득가능하다.

단계 2330에서, 제 1 디바이스는 제 2 디바이스가 자신과 동일한 도메인에 속한 구성원인지를 검사한다. 이것은 제 2 디바

이스가 가진 도메인 키가 자신이 가진 도메인 키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수행된다.

이하에서는 디바이스를 등록 및 등록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24a 및 24b 는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사용자는 등록 과정을 통해 그의 도메인에 디바이스를 참가시킬 수 있다. 이하의 단계는 상세한 등록 과정을 설명한다

단계 2410에서, 홈 서버와 디바이스 1 가 물리적으로 연결되고, 홈 서버는 디바이스 1 을 발견한다.

단계 2420에서, 홈 서버는 사용자 확인을 수행한다. 이 단계는 선택적이다. 단계 2420 은 단계2422 내지 2424를 포함한

다.

단계 2422에서, 홈 서버는 예를 들면, " 디바이스 1을 당신의 도메인에 참가시키길 원하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

게 보여준다.

단계 2424에서, 사용자가 "예"를 응답하면, 등록과정은 계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 과정은 중지된다.

단계 2430에서, 홈 서버는 홈 서버와 디바이스1 사이의 인접성 검사를 수행한다. 인접성 검사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인접성

검사가 통과되면 등록과정은 계속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등록 과정은 중지된다.

단계 2440에서, 홈 서버 및 디바이스 1 은 서로에 대해 권한해제 검사를 수행한다. 단계 2440은 이하의 단계2442 내지

2446를 포함한다.

단계 2442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 1 의 인증서를 수신한다. 인증서는 디바이스 1 의 디바이스 식별자, 디바이스 1 의 기

밀성 공개키 및 권한 기관(authority)에 의한 서명을 포함한다.

단계 2444에서, 홈 서버는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 및 권한해제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권한해제 검사

는 전술한 바와 같다. 디바이스 식별자의 진정성은 권한 기관의 서명에 의해 보장된다.

단계 2446에서, 디바이스는 홈 서버에 대해 단계 2442 내지 2444를 반복함으로써 홈 서버에 대한 권한해제 검사를 수행

한다.

만약 디바이스 1 혹은 홈 서버중 어느 하나가 권한해제된 것으로 판명되면, 등록과정은 종료한다.

단계 2450에서, 만약 양쪽 모두가 권한해제되지 않았으면, 각각은 권한해제 정보를 비교하고 필요하다면 권한해제 정보를

갱신한다. 권한해제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2452에서, 권한해제 정보의 버전을 비교한다. 권한해제 정보의 버전은 권한해제 정보내에 내장가능하다.

단계 2454에서, 버전이 최신인 권한해제 정보를 이용하여 종래의 권한해제 정보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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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실시예에서, 권한해제 정보의 갱신은 현재 도메인에 이미 참가중인 디바이스의 등록해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대

해서는 도 25 및 26에서 다시 설명한다.

단계 246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 1을 위한 링크 정보를 생성한다.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다. 예를 들면, 사용자 노드와 디바이스 노드사이의 링크를 위한 링크 정보는

디바이스 1의 기밀성 공개키(혹은 공유성 대칭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공유성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된 암호화된

도메인 키 즉 E(PUB_conf_dev1, PRIV_shar_user) 혹은 E(PUB_conf_dev1, SEC_shar_user)를 포함한다.

변형된 실시예에서, 디바이스 1의 기밀성 공개키는 공유성 대칭키로 대체가능하다.

단계 2470에서, 홈 서버는 홈 서버내의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고, 도메인 정보를 자신의 모든 구성원 디바이스들에게 전송

한다.

도메인 정보는 링크정보, 도메인 상세 정보 및 도메인 자신에게 속한 구성원에 관한 정보인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다.

도메인 상세 정보는 노드 트리, 도메인 이름, 도메인 버전, 도메인 키를 포함한다. 여기서 노드 트리는 도메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즉 노드사이의 링크 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구성원 정보는 패밀리 정보, 사용자그룹 정보,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정보의 유형으로 나뉘고, 구성원에 대응하는 개체의

개체 식별자, 공개키(혹은 대칭키)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구성원이 사용자 및 디바이스인 경우, 즉 초기 토폴로지의 경우

에, 구성원정보는 사용자 정보 및 디바이스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나이, 사용자의 기밀성 공개키/개인키(혹은 대칭키) 및 디바이스의 공유성 공개키/개

인키(혹은 대칭키) 등을 포함한다.

디바이스 정보는 디바이스 식별자, 디바이스의 공개키(혹은 대칭키)를 포함한다. 디바이스의 개인키는 디바이스만이 소유

가능하다.

도 25 및 26은 디바이스를 등록해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등록 해제(deregistration) 두가지 경우에 의해 개시된다. 하나는 사용자가 등록해제를 개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홈

서버가 도메인 관리 행위중에 자동으로 개시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기기를 등록해제하는 경

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권한해제 정보가 갱신된 후 디바이스가 권한해제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이다.

도 25 는 사용자에 의해 개시되는 등록해제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2510에서, 사용자가 홈 서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홈 서버에게 디바이스 1 의 등록해제를 요청한다.

단계 2520에서, 홈 서버는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한다.

단계 2530에서, 홈 서버는 디바이스 1 의 디바이스 정보를 삭제하고, 도메인 디바이스 1 의 탈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정

보를 수정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한다.

단계 2540에서, 홈 서버는 갱신된 도메인 정보를 모든 잔여 디바이스들에게 전송한다.

단계 2550에서, 잔여 디바이스는 단계 2540에서 수신한 도메인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내에 저장된 도메인 정보를 갱

신하고, 각각의 콘텐츠 마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한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과정을 새로운 단게 2540에서 수

신한 도메인 정보내의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재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도 26 은 홈 서버에 의해 개시되는 등록해제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단계 2610에서, 홈 서버는 권한해제 정보의 갱신에 의해 도메인으로부터 제거되어야하는 디바이스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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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620에서, 홈 서버는 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한다.

단계 2630에서, 홈 서버는 도메인 정보를 구성원인 디바이스들에게 전송한다.

단계 2640에서, 모든 디바이스는 단계 2630에서 수신한 도메인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내에 저장된 도메인 정보를 갱

신하고, 각각의 콘텐츠 마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한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과정을 새로운 단게 2630에서 수

신한 도메인 정보내의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재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의해 구현가능한 보안 구조(Security Architecture)를 제공한다.

보안 구조는 다양한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는 블록을 제공한다. 보안상의 위협은 콘텐츠에 대한 권한없

는 엑세스, 불법적인 복사 및 가치있는 콘텐츠의 재배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블록들은 홈 서버 및 디바이스내에 내장된

다.

도 27 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본 블록을 요약한 도면이다.

먼저, 권리 객체 생성부(2710) 및 암호화/복호화부(2720)의 역할은 권한없는 엑세스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고 콘텐츠가

사용 규칙하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 객체 생성부(2710)는 CCI/BF 및 사용자 입력에 근거하여 권리 객체를 생성한다.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은 권리

객체없이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권리 객체는 사용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인 사용 규칙 정보 UR 및 콘텐츠가 누구에게 바인딩되었으며 어디에 바인딩되었는

지를 나타내는 바인딩 정보 BI 를 포함한다. 권리 객체는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유일하게 연결된다. 권리 객체는

또한 라이센스라고도 불리운다.

권리 객체는 XML 문서의 형태로 생성가능하며, 이진 객체내에 인코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암호화/복호화부(2720)는 홈 서버 및 디바이스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암호화 및 복호화 동작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암호화/복호화부(2720)는 콘텐츠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고, 권한해제 키,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콘

텐츠 키를 암호화 및 복호화한다.

인증부(2730)는 인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식별성의 진정성을 인증한다. 인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은 인증 정보 즉 권한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및 공개키/개인키 쌍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인증은 권한 여부를 보장하는 기본

적인 메커니즘이다.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 호환되는 모든 기기는 암호화와 관련된 데이터 예를 들면 공개키/개인

키, 인증서 및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 소스 디바이스는, 권리 객체 및 콘텐츠(어떠한 형태로든)를 운반하기 전에, 이러한 인

증 정보 혹은 인증정보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지 디바이스를 인증한다.

권한해제부(2740)는 권한해제 정보 및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디바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 디바이스의 권한해제 여

부를 판단하고, 권한해제 정보를 갱신한다.

권한해제부(2740)는 만약 개인키 혹은 비밀키가 침해되면,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은 권한해제된 임의의 객체가 권리

객체 및 콘텐츠에 엑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권한해제부(2740)는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에 호환되는 디바이스

로하여금 권한해제 정보에 관한 최신성을 유지하게 하고,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의 호환 디바이스사이의 권한해제

정보들이 동기화되도록 한다.

도메인 관리부(2750)는 도메인의 생성,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일반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도 8 내지 11 의 링크

생성, 도 12 내지 19 의 키 관리 및 도 20 내지 26의 등록/등록해제를 수행한다. 도메인은 권한없는 개체가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의 객체에 엑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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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성 검사부(2760)는 상대방 디바이스의 인접성 존재여부를 검사한다. 인접성 검사는 디바이스 등록시에 수행된다. 도

메인 개념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불법적인 배포를 방지하는데 부족하다. 홉-카운트(hop-count) 또는 콘텐츠 전송 기

간에 관한 제한 없이, 도메인내의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임의로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제한을위한 인

접성 검사가 필요하다. 인접성 검사는 라운드 트립 타임(RTT) 및 타임-투-리브(TTL)을 측정함으로써 수행된다.

이하에서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사용된 메커니즘을 간략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을 지원하는 모든 디바이스에게는 고유한 식별자(UID) 및 공개키/개인키 쌍(PUB_conf/

PRIV_conf), 인증서 CERT 및 비밀키 SEC_conf 가 할당되고, 이것은 권한 기관에 의해 생성된다.

개인키 PRIV_conf 및 비밀키 SEC_conf 는 디바이스내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공개되지 않는다.

인증서 CERT 는 본 발명에 의한 DRM 시스템의 호환 디바이스내에 저장되고 인증 과정시에 사용된다. 또한, 디바이스는

시나리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또다른 제한 사항 및 키들을 저장할 수 있다.

하나의 도메인에 존재하는 모든 디바이스에는 공개키/개인키 쌍 혹은 선택적으로 비밀키인 도메인 키가 배포된다. 도메인

키 배포는 등록 혹은 등록해제시에 안전하게 진행된다.

콘텐츠 키는 공유성 공개키 PUB_shar 에 의해 암호화되고 권리 객체에 연결된다. 디바이스가 도메인으로부터 제거될 때,

도메인 구성은 갱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잔여 디바이스들에게는 새로운 도메인 키가 주어져야 한다.

콘텐츠는 안전하지 않게 판명된 디바이스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콘텐츠 키가 권한해제 키에 의해 암호화

되면, 오직 안전한 디바이스들만이 권한해제키에 의해 암호화된 콘텐츠 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권한해제 정보의 최신성을 보장하는 갱신가능성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최신의 권한해제 정보

는 권한 기관에 의해 생성되고, 콘텐츠와 함께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본 발명의 DRM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는 콘텐츠 키에 의해 안전하게 암호화된 객체이다. 또한 암호화된 콘텐츠는

소정의 포맷 및 저장 매체에 패키징되며, 이 포맷 및 저장 매체는 별도의 스펙에서 정의된다. 불법적인 디바이스가 콘텐츠

에 엑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보호한다.

인증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도메인 메니저와 디바이스사이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에서 발생한

다. 전자의 경우, 인증 과정은 인증서, 권한해제 검사 및 인접성 검사에 기초한다. 후자의 경우, 인증과정은 인접성 검사만

을 필요로 한다.

도메인 메니저는 도메인 키, 공유성 공개키/개인키 (PUB_shar/PRIV_shar) , 혹은 선택적으로 공유성 비밀키(SEC_shar)

를 생성한다. 도메인 메니저는 기밀성 공개키 PUB_conf를 이용하여 공유성 개인키 PRIV_shar를 암호화함으로써 도메인

키 ( = PRIV_shar)를 그 도메인에 속한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보안 구조는 권한해제 메커니즘으로 브로드캐스트 암호화기법에 기초한 HBES 를 사용한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화기법은 권한해제 트리를 구성하는데, 권한해제 트리는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들의 집합들이 리프 노드에 할당된 나

무 형태의 구조도이다.

이하에서는 디바이스의 연결에 대해 설명한다.

도 28 은 시스템 레이어에서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부분에서는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홈 서버와 디바이스 혹은 디바이스사이의 연결 아키텍쳐를 설명한다. 이 연결 아키텍

쳐는, 네트워킹된 디바이스들간의 제어 정보 및 데이터 전송뿐 아니라, 유니버셜한 식별화, 편리한 디스크립션 및 디바이

스의 발견 MrPS 의 편의성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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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와 동일하게,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의 연결 아키텍쳐는, 운영 체제 혹은 하드웨어 제조사에 관계없이 TCP/IP,

USB 및 IEEE1394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의 광대한 범위에 있어서 디바이스의 자동 발견을 지원하도

록 설계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에 무관한 연결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

키텍쳐는 특정 메시지 포맷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는 도 13

의 프로토콜 스텍을 포함한다.

도 29 은 본 발명에 따른 프로토콜 스텍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9 에서, 각각의 레이어로부터의 메시지는 이 스펙에 정의된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에 특정된 프로토콜에 호스

팅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로부터의 메시지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 엑세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포맷팅

된다. 그 후 그 메시지는 네트워 혹은 그 상위 레이어(트랜스포트 레이어 혹은 세션 레이어)에서 정의된 특정 프로토콜에

의해 포맷팅된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은 고유한 객체 네이밍(Unique Object Naming) 서비스이다. 이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 객체 네이밍 프로토콜(UONP, Unique Object Naming Protocol)이 제공된다.

디바이스가 홈 네트워크에 처음으로 연결되면, 각각의 디바이스는 고유한 디바이스 이름(UON, Unique Object Name)을

가져야 한다 만약 홈 네트워크가 관리되면, 즉 UONP 서버가 동작가능하면, 디바이스는 고유 객체 이름 UON을 사용하여

야하고, 이 고유 객체 이름은 UONP 서버에 의해 할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디바이스는 고유 객체 이름을 생성하는

UONP 클라이언트를 가져야 한다. UPnP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킹의 경우에는, 고유 객체 이름 UON 은 예를 들면 IP 주

소일 수 있다.

임의의 디바이스가 관리가능한 홈 네트워크에 추가되면,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의 디바이스 발견 프로토콜

(Device Discovery Protocol, DDP)는 그 디바이스로 하여금 그 홈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 연결 제어기(Device

Connectivity Controller, DCC)에게 그 디바이스의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광고하도록 한다. 이에 추가하여, DDP 는

DCC 로하여금 홈 네트워크내의 디바이스를 검색하도록 한다. 이 두가지 트랜젝션 모두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중의 하나는

발견 메시지(discovery message)이다. 발견 메시지는 디바이스 유형, 디바이스 고유 객체 이름 UON 및 디바이스 수신

능력(capability)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연결 아키텍쳐는 발견 메시지 이외에 디바이스 디스크립션도 필요한데, 이는 발견 메시지는 디바이스에 관

하 정보 및 디바이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DCC 는 DCC가 수행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수 있기 위해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을 보아야 한다. 디스크립션 메시지는 디바이스 상세 정보, 가능한 서비스 및 디바이

스 능력에 관한 리스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및 RSA 암호화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

다.

이러한 연결 아키텍쳐에 따라 필요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요구 사항은 짧은 디스크립션을 포함한다.

1) R.001 : 고유함(Uniqueness)

각각의 디바이스는 고유한 디바이스 식별자를 가져야한다. 이것은 디바이스 연결의 기본 가정이다.

2) R.002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독립성

각각의 디바이스는 TCP/IP, USB 및 IEEE1394 와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관계없이 다른 디바이스에게 제어 신호

및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R.003 : XML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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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능한 네트워크내의 각각의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발견 동작 및 디스크립션 전송 동작중에 XML 직렬화 문법(XML

serialization syntax)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상세 스펙을 설명한다.

첫 번째 개체의 고유함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고유함(Uniqueness)는 MDCA의 기본 가정이다. 고유 객체 네이밍 서비스를 통해, 디바이스는 고유 객체 이름을 획득한

다. 고유 객체 네이밍 서비스는 DCC 로 하여금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를 발견가능하게 하고 그 서비스들 및 디바이스

능력을 기술가능하게 한다.

만약 UONP 서버가 네트워크에서 동작가능하면, 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각각의 디바이스에게는 그의 고유 객체 이름이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전에 자신의 고유의 고유 객체 이름을 생성한다.

좀더 상세한 동작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UONP 서버가 동작가능한지 검색한다. 만약 동작가능하다면, 디바이스는 그의 UON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

다면, 그자신의 고유한 UON을 생성한다.

단계 2) UON을 결정한다. 디바이스는 UON을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단계 3) 생성된 UON이 고유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단계 2에서 생성된 UON은 이미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중인지가 검

증되어야 한다. 만약 사용중이라면, 새로운 UON 이 생성되고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

단계 4) UONP 서버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자신이 UON을 직접 생성한 디바이스는 주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UONP 서버의 능력을 검사하여야 한다.

도 30 는 디바이스 발견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다음으로, 디바이스 발견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다.

발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CC 및 디바이스는 네트워크내에 동작가능한 디바이스의 존재를 검출하거나 인지할 수 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추가되면, 새로운 디바이스는 발견 메시지를 동시에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모든 디바이스

에 전송한다. 모든 다른 디바이스는 발견 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발견 메시지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DCC 가, 디바이스를 검색하기 위해, 그 디바이스의 출현을 인지하는 발견 메시지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할

수 있다.

발견 프로토콜은 이하의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1) 광 고 : 새로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참가하면, 그 디바이스는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발견 프로토콜(Device

Discovery Protocol)을 이용하여 다른 모든 디바이스들에게 그의 출현을 광고하고 특정한다. 그러면, 다른 디바이스들은

새로운 디바이스의 추가를 인지한다.

(2) 룩-업 : DCC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참가하면, 현재 동작가능한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

이스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DDP를 통해, DCC 는 다른 디바이스가 룩업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을 이용하여 동작

가능한 디바이스를 인지한다.

도 31 은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를 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 존재하는 디바이스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관한 정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즉, 발견 프로토콜을 이용하더라도, 현재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유형 및 UON 과 같은 디바이스 상

세 정보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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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바이스의 능력에 관해 좀 더 알기 위해, 혹은 그 디바이스와 통신하기 위해, 해당 디바이스는 다른 디바이스의 이전

에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그 디바이스의 능력 및 디스크립션을 조사하여야한다.

서비스 디스크립션은, 디지털/아날로그, 저장 가능성 등과같은 서비스의 렌더링 가능성 이외에도, TCP/IP, USB 및

IEEE1394 와 같은 연결 서비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능력 디스크립션은, 연결없는 스트리밍, 비밀키 암호화/복호화방법,

공개키 암호화/복호화방법 등을 포함한다.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의 동작은 이하의 4 단계로 나뉜다.

(1)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획득한다 : MDCC 가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을 인지하기 원하면, MDCC는 발견 메시지에 기초하

여 서비스-디스크립션-획득 메시지를 해당 디바이스에 전송한다.

(2) 서비스 디스크립션에 응답한다 : 디바이스가 서비스-디스크립션-획득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한 디바이스는 그에 대

해 응답한다.

(3) 능력 디스크립션을 획득한다 : MDCC 가 해당 디바이스가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기

원하면, MDCC는 능력-디스크립션-획득 메시지를 해당 디바이스에 전송한다.

(4) 능력 디스크립션에 응답한다 : 해당 디바이스가 능력-디스크립션-획득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에 응답한다.

도 32는 본 발명에 따른 DRM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하 '앨리스'가 콘텐츠가 자신에게 브로드캐스트된 후,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일 례를 설

명한다. 콘텐츠는 지역 채널을 통해 인입되고 그녀의 디바이스는 전술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애리스가 DTV 를가지고 있고 새로운 STB를 구매하였다고 가정하라. STB 는 지역 방송의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콘텐

츠를 그녀의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공유하기 위해, 그녀는 사용자 노드를 STB 에 생성하여야 한다. 사용자 노드는 "앨리스

집" 이라는 이름에 의해 그녀의 도메인을 나타낸다. 도 32의 예에서는 오직 하나의 사용자 노드를 가정함에 유의하라.

사용자 노드가 생성되면, 공개키/개인키 쌍 PUB_conf_user/PRIV_conf_user 가 생성되어 앨리스에게 할당된다. 그 후 그

녀는 그녀의 새로운 도메인인 "앨리스 집"을 생성할 수 있다. 또다른 공개키/개인키 쌍 PUB_shar_user/PRIV_shar_user

가 생성되어 특정 도메인에 할당된다. 추가적으로, 비밀키 SEC_shar_user 가 동일한 도메인에 생성될 수 도 있다.

도메인은 개인키(혹은 비밀키)에 의해 특정화된다. 콘텐츠가 사용자 노드에 바인딩되면, 아무런 디바이스도 도메인 키

PRIV_shar_user 없이는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없다.

그 후, 그녀는 키 쌍 PUB_conf_user/PRIV_conf_user 을 이용하여 STB 디바이스 노드를 그녀의 도메인에 등록한다. 현

재 그녀의 도메인은 초기에 비어있는 상태이다. STB 가 등록되고 나면, 그녀는 DTV를 그녀의 도메인에 등록하고자 한다.

우선, 도메인 메니저는 DTV 가 합법적인 기기인지 검사하는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도메인 메니저는 두 디바이스 사이의 인접성을 검사하고, 권한해제 여부를 검증한다. 가장 최근의 디바이스

는 가장 최근의 권한해제 정보를 가진다. 인증 과정중에, 만약 두 개의 디바이스가 서로다른 버전의 권한해제 정보를 가진

다면, 오래된 권한해제 정보는 새로운 권한해제 정보로 대체된다. 인접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권한해제 검사가 수행

됨에 유의하라. 그렇지 않다면, 인증 과정은 종료되고, 등록은 거절된다.

인증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홈 서버는 도메인 키 PRIV_shar_user 를 DTV로 전송한다. 이 때 도메인 키는 암호화

된 상태 E(PUB_conf_user, PRIV_shar_user)로 전송된다. 이 단계는 사용자 노드와 DTV 디바이스 노드사이에 링크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콘텐츠는 콘텐츠 키 cK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콘텐츠 키는 도메인 키로 암호화되어 E(PUB_shar_user, cK)로 된다. 그

러므로, 만약 디바이스가 도메인의 합법적인 구성원이라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공개성 개인키 PRIV_shar_user를 이용

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제 콘텐츠는 그녀의 도메인에 속한 디바이스 노드 사이에서 공유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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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메인 구성을 살펴보자. 앨리스가 새로운 디바이스 PDA 를 구매하여 PDA를 그녀의 도메인에 추가하길 원하면, 새

로운 도메인 구성은 간단하다. 만약 인증 과정이 디바이스 등록을 허락하면, 도메인 메니저는 PDA 에게 도메인 키 PRIV_

shar_user를 전송한다.

이제 그녀의 PDA 가 고장나서 PDA를 그녀의 도메인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새로운 키 쌍 PUB_

shar_user_new/PRIV_shar_user_new 가 생성되고, 키 PUB_shar_user_new 가 도메인 키로 할당된다. 이 도메인 키는

남아 있는 3개의 디바이스에게만 배포된다. 그러므로, 콘텐츠 키는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고 그 결과 E

(PUB_shar_user_new, cK)의 형태로 된다.

만약 콘텐츠가 디바이스 바인딩되면, 해당 디바이스의 개인키 PRIV_conf_STB 없이는 다른 디바이스는 아무도 콘텐츠 키

를 획득할 수 없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키 관리 방법, 사용자 등록 및 등록해제 방법, 디바이스 등록해제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

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

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키 관리 방법, 사용자 등록 및 등록해제 방법, 디바이스 등록해제 방법를 구현한다. 상

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의 개념을 이용하여 키관리, 사용자 등록/등록해제, 권한해제등

을 구현하기 때문에, 콘텐츠 보호, 바인딩 메커니즘 및 권한해제 메커니즘이 용이하게 달성가능한 DRM 시스템이 구현 가

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암호화 도메인 키를 사용자의 공개키 및 대칭키 중에서 선택가능함으로써 다양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칭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암호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시스템 구현에 적당하며, 공개키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한 시스템 구현에 용이하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등록해제 방법에 따르면, 권한해제 정보 갱신으로 인해, 홈 서버는 디바이스를 권한해제 가능

하므로, 효율적이고 빠른 권한해제가 달성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의 키 관리 방법에 있어서,

a)각각의 노드마다 공개키/개인키 쌍을 할당함으로써 노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키 쌍을 이용하여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

로써 노드 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및

b)상기 노드 트리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상위 노드로부터 하위 노드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링크 정보는 출발 노드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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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출발 노드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에 대응하는 디바이스 노드이고, 상기 링크 정보는 상기

디바이스 노드의 기밀성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고, 상기 기밀성 공개키에 대응

하는 기밀성 개인키는 상기 디바이스만이 소유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출발 노드는 상기 디바이스 노드가 아니고, 상기 링크 정보는 상기 출발 노드의 공유성 공개키를 이

용하여 도착 노드의 개인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개키/개인키 쌍은 대칭키로 대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b1)권한해제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는 단계;

b2)상기 암호화된 콘텐츠 키를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권한해제 키는 권한해제된 디바이스는 획득할 수 없는 디바이스 키 중에서 선택되며, 상기 디바이스 키는 브로드캐스

트 암호화에 의해 각각의 디바이스에게 할당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c)상기 권한해제 키 및 암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여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d)상기 디바이스는 자신의 디바이스 키로부터 추출한 권한해제 키 및 복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 키를 획득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복호화 도메인 키는 상기 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도메인 키는 사용자의 공유성 공개키이며,

상기 d)단계는

d1)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화 도메인 키를 획득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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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상기 복호화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 키를 복호화함으로서 상기 콘텐츠 키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d1)단계는 이하 수학식

ddK = D(PRIV_conf_dev, LI)

= D(PRIV_conf_dev, E(PUB_conf_dev, PRIV_shar_user)

= PRIV_shar_user

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여기서 PRIV_conf_dev 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LI 는 링크 정보, PRIV_shar_user 는 사용

자의 공유성 개인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d2)단계는 이하 수학식

cK = D(Revocation_key, D(PRIV_shar_user, EECK)

= D(Revocation_key, D(PRIV_shar_user, E(PUB_shar_user, ECK)))

= D(Revocation_key, ECK)

= D(Revocation_key, E(Revocation_key, cK)) = cK

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여기서 LI 는 링크 정보, PRIV_shar_user/PUB_shar_user 는 사용자의 공유성 개인키/공개키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도메인 키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공개키이며,

상기 d)단계는,

d1)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 및 상기 링크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 키를 획득함으로써, 상기 콘텐츠를 상기 디바이스에

바인딩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d1)단계는 이하 수학식

cK = D(Revocation_key, D(PRIV_conf_dev, EECK)

= D(Revocation_key, D(PRIV_conf_dev, E(PUB_conf_dev, 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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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vocation_key, ECK)

= D(Revocation_key, E(Revocation_key, cK)) = cK

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여기서 PRIV_conf_dev/PUB_conf_dev 는 디바이스의 기밀성 개인키/공개키, LI 는 링크 정보,

PRIV_shar_user 는 사용자의 공유성 개인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사용자에 의한 도메인 생성 요청에 응답하여 노드트리를 생성하는 단계;

b)도메인 키를 생성하는 단계;

c)상기 노드 트리의 각 개체마다 부여된 공개키/개인키 쌍 및 상기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각 노드사이의 링크 정보를 생성

하는 단계; 및

d)상기 도메인 키 및 링크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노드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단계;

a2)노드 정보를 생성하여 각각의 노드에 할당하는 단계; 및

a3)상기 노드에 공개키/개인키 쌍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정보는 각 노드의 이름, 각각의 노드에 대응하는 개체(디바이스, 사용자 그룹, 사용자)의 개

체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a3)단계 대신에,

a4)상기 노드에 비밀키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a)새로운 디바이스의 물리적 연결을 탐지하거나, 참가하고자하는 디바이스로부터 참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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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디바이스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도메인 키를 암호화함으로써, 새로운 디바이스로부터 사용

자 노드로의 링크에 대한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c)상기 링크 정보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a)사용자가 홈 서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홈 서버에게 디바이스의 등록해제를 요청하는 단계;

b)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상기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정보를 삭제하고, 상기 디바이스의 탈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도메인 정보를 수정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고, 상기 도메인 정보를 잔여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정보는, 링크정보, 도메인에 관한 정보인 도메인 상세 정보 및 도메인 자신에게 속한 구성원에 관한 정보인 구

성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d)잔여 디바이스가 상기 도메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잔여 디바이스내에 저장된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고, 각각의 콘텐츠

마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계층적 노드 토폴로지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a)권한해제 정보의 갱신에 의해 도메인으로부터 제거되어야하는 디바이스를 발견하는 단계;

b)새로운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새로운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링크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도메인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및

c)상기 도메인 정보를 구성원인 디바이스들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새로운 디바이스로부터 새로운 권한해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

a2)상기 권한해제 정보를 종래의 권한해제정보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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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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