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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안 장치상에서 뷰잉가능한 콘텐츠의 보안 제공 시스템,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안적으로 뷰잉하는 시스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재생

기는 수상 위원회의 회원에게 영화와 같은 보안 콘텐츠의 보안 스크리닝/프리뷰잉을 제공한다. 콘텐츠 키는 콘텐츠 스트림

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데 이용된다. 콘텐츠 키는 스크리너 키로 암호화된다. 암호화된 콘텐츠 키는 보안

콘텐츠 내로 내장된다. 스크리너 키는 보안 재생기에 부여되는 공개/개인키 쌍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보안 콘텐츠는

DVD, 고화질 DVD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배포된다. 보안 재생기는 매체, 스크리너 키, 및 스크리너 식별자를 수신한다.

스크리너 신원 및 스크리너 키는 보안 재생기 가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보안 뷰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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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텐츠 스트림을 보안으로 재생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a) 처리기와, 여기서 상기 처리기는:

(1) 콘텐츠 키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며;

(2) 스크리너 키(screener key)를 사용하여 상기 콘텐츠 키를 암호화하며; 그리고

(3) 공개키를 사용하여 상기 스크리너 키를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하며; 그리고

(b)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 및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를 수신하도록 된 재생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

기 재생기는:

(1) 상기 공개키와 연관된 개인키를 사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를 복호화하며, 여기서, 상기 공개키 및 개인키는

상기 재생기에 고유(unique)하게 되도록 상기 재생기에 부여되며;

(2) 상기 스크리너 키를 사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 키를 복호화하며; 그리고

(3) 상기 콘텐츠 키를 사용하여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을 복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기는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에 액세스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기는 (a) 인증 모듈을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 모듈은:

(1) 사용자 신원을 수신하며;

(2) 상기 수신 사용자 신원을 인증하며;

(3) 상기 사용자 신원과 연관된 허가를 결정하며; 그리고

(4) 만일 상기 사용자 신원이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에 액세스하도록 허가된 경우에,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가 검

색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는 스마트 카드, PCMCIA 카드, 메모리 스틱, DVD, CD, 테이프, 및 플로피 디

스크 중 적어도 하나 상에 상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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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내부 프레임(I-프레임), 포워드 예측된 프레임(P-프레임), 및 양방향 예측된 프레임(B-프레임)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를 암호화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다른 부

분을 암호화하기 위해 다른 콘텐츠 키를 이용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

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복수의 콘텐츠 키를 순환하는 것을 포

함하며, 여기서 이들 각각은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다른 부분을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도록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

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시스템.

청구항 8.

콘텐츠를 보안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스크리너 키를 수신하도록 된 (a) 로더와, 여기서, 상기 스크리너 키는 상기

장치에 고유하게 되도록 상기 장치에 부여된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그리고

상기 로더에 결합된 (b) 복호화 엔진을 포함하며, 상기 복호화 엔진은:

(1)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하며;

(2) 상기 스크리너 키를 검색하기 위해 상기 로더를 이용하며;

(3) 상기 공개키와 연관된 개인키를 사용하여 상기 스크리너 키를 복호화하며, 여기서, 상기 개인키는 상기 장치에 속하며;

그리고

(4) 콘텐츠 키를 복호화하기 위해 상기 스크리너 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되며, 여기서 상기 콘텐

츠 키는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을 복호화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로더는:

(a) 상기 복호화 엔진으로부터 상기 스크리너 키에 액세스를 위한 요구를 수신하며;

(b) 인증 모듈로부터 액세스를 제공하는 허가를 요구하며; 그리고

(c) 만일 허가가 수신된 경우에,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를 상기 복호화 엔진에 제공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

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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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로더는 스크리너 키 모듈상에 다른 스크리너 키를 저장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

안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너 키 모듈은 스마트 카드, PCMCIA 카드, 메모리 스틱, DVD, CD, 테이프, 및 플로피 디스

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와 연관된 상기 개인키 및 공개키는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 레벨 4 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무자격 동작을 모니터링하여, 만일 무자격 동작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무자격 동작에 응답을 제공하도

록 된 간섭 중개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무자격 동작에 응답은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의 소거, 동작으로부터 상기 장치

를 로킹(locking), 상기 개인키의 소거, 상기 스크리너 키의 소거, 및 상기 무자격 동작의 보고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의 보안 재생 장치.

청구항 15.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콘텐츠 키를 사용하여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단계와;

(b) 상기 콘텐츠 키를 포함하는 키 패키지를 발생하는 단계와;

(c) 스크리너 키를 사용하여 상기 키 패키지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d) 상기 재생기에 고유하게 되도록 상기 재생기에 부여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스크리너 키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그

리고

(e) 상기 암호화된 키 패키지를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 내로 내장(embedd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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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내장된 키 패키지를 포함하는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을 콘텐츠 매체상으로 복제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매체는 DVD, 고화질 DVD,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VCD), 슈퍼 VCD(SVCD), 슈퍼 오디오

CD(SACD), 동적 디지털 사운드(DDS) 매체, 판독/기록 DVD, 및 CD-레코더(CD-R)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키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RSA,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IDEA), 및 데이터 암

호화 표준(DES)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패키지는 상기 콘텐츠 키와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동기 정보와 상기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패키지는 상기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콘텐츠 식별

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스크리너 키 모듈에 상기 암호화된 스크리너 키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스크리너

키 모듈은 상기 재생기로부터 제거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2.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너 키 모듈은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 액세스 제

약, 및 충족 권리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3.

제 15항에 있어서,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단계는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내

부 프레임(I-프레임), 포워드 예측 프레임(P-프레임), 및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의

암호화를 위해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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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너 키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RSA,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IDEA), 스킵잭,

RC4, 및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5.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단계는 상기 콘텐츠 스트림을 콘텐츠 유닛

으로 분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생기에서 사용되는 보안 콘텐츠 생성 방법.

청구항 26.

콘텐츠 스트림을 보안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콘텐츠 스트림을 수신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은 적어도 하나의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

닛을 포함하며;

(b) 키 패키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키 패키지는 스크리너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c) 상기 스크리너 키를 검색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검색된 스크리너 키는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d) 상기 공개키와 연관된 개인키를 사용하여 상기 검색된 스크리너 키를 복호화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개인키는 콘텐

츠 스트림 재생기에 고유하게 되도록 상기 콘텐츠 스트림 재생기에 부여되며;

(e) 상기 복호화된 스크리너 키를 사용하여 상기 키 패키지를 복호화하는 단계와; 그리고

(f) 상기 복호화된 콘텐츠 키를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을 복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된 콘텐츠 유닛을 압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압축된 콘텐츠 유닛을 압축해제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방법.

청구항 29.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너 키를 검색하는 단계는 상기 스크리너 키를 검색할 허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방법.

청구항 30.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은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내부 프레임(I-프레임),

포워드 예측 프레임(P-프레임), 및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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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리너 키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RSA,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IDEA), 스킵잭,

RC4, 및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스트림의 보안 재생 방법.

청구항 32.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판독가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구조는:

콘텐츠 스트림으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을 포함하는 제 1 데이터 필드와;

키 패키지를 포함하는 제 2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키 패키지는 적어도 하나의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

츠 유닛를 복호화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 및 상기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하며, 상기 적

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는 스크리너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상기 스크리너 키는 타겟 재생기에 고유하게 되도록 상기

타겟 재생기에 부여된 공개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

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패키지는 상기 콘텐츠 스트림과 연관된 액세스 제약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콘

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데이터 필드는 적어도 두 콘텐츠 유닛 사이에 산재되는(interpersed)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

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6.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키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RSA, 국제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IDEA), 및 데이터 암

호화 표준(DES)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키 패키지는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와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 사이의 관계를 표

시하는 동기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

능 매체.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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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으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은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내부 프레임(I-프레임),

포워드 예측 프레임(P-프레임), 및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 중 적어도 하나의 적어도 일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스트림은 복수의 콘텐츠 유닛을 더 포함하며, 적어도 하나의 상기 콘텐츠 유닛은 다른 길이

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콘텐츠에서 사용을 위한 데이터 구조가 엔코딩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보안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안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는 오늘날 잠재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가장 급속하게 채택된 소비 가전 제품이다. 흥미롭게도,

DVD 포맷이 소비자와 오락 산업에서 혁신적이며 매력적인 이유로서, 이것이 잠재적으로 불법 복제되기 쉽다는 데에 있

다. DVD는 영화가 DVD상에서 레코딩되고 재생될 때마다 완벽하게 재생가능한 디지털 포맷으로 영화를 저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가정에서 수정과 같은 투명함과 고품질의 오디오를 갖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부가적으로, 영화

들이 디지털로 저장된다는 사실은, 또한 영화 제작사 등이 실제로 무한한 개수의 DVD 영화의 본질적으로 완벽한 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품질과 재생의 용이성은, 영화 제작사들이 예를 들어, 수천 개의 초판 영화의 초기 복제물을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

미의 회원들에게 송출하는 것을 매우 편리하게 하였다. 이들 DVD는 전형적으로 오스카(Oscar) 및 다른 산업 수상

(industry award)에 투표한 자들에게만 뷰잉된다. 하지만, 많은 DVD는 권한 없는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DVD

를 복제하고 이를 온라인과 외국 시장에 배포한 불법 판매자에게 디지털 청사진(blueprint)이 되었다. 많은 영화들은 이후

에, 극장에 배포 직후 및 종종 그 이전에 해적판 DVD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영화를 배포하기 위해 DVD와 같은 고품질

디지털 매체를 계속 사용함이 바람직하므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하이레벨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유감스럽게도, 불법 복제는 고품질로 되며, 그 결과로서 영화사 등이 종종 수백만 달러를 손실하게 된다. 게다가, 오락

산업에서 다른 많은 콘텐츠 소유자들은 이러한 콘텐츠 보호가 이용가능할 때까지, 마지못해 DVD상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등의 관점에서 본 발명이 완성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예의 하기의 상세한 설명은, 본원의 일부를 형성하며,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예시적 실시예

에 의해 도시되는 첨부도면을 참조로 한다. 각 실시예는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이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

세히 설명되며, 본 발명의 사상 또는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실시예가 사용가능하며, 다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은 제한적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며,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통해 기재되는 하기의 용어는,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서로 함축적으로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

용어 "결합" 및 "연결"은 연결된 것들 간의 직접 연결, 또는 하나 이상의 수동 또는 능동 중개 장치 또는 소자를 통한 간접

연결을 포함한다.

용어 "스크리너(screener)"는 뷰잉/스크리닝되며, 또는 사용자, 수상 위원회의 회원 등이 즐기는 매체 콘텐츠 등을 포함한

다. 용어 "스크리너"는 또한 DVD, 고화질 형태 DVD 등과 같은 콘텐츠 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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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하나"의 의미는 복수 표현을 포함한다. "내부(in)"의 의미는 "내부(in)" 및 "상부(on)"를 포함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본 발명은 선택된 사용자에 의해 보안 재생기 상에서 뷰잉가능한 보안 콘텐츠를 보안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시스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 재생기는 DVD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DVD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 발명은 고화질 DVD 등과 같은 고품질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매체상에 보안 콘텐츠를 보안으로 제공하고 뷰잉하도록 됨을 인식해야 한다.

실시예

예시적 환경

도 1은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 동작 환경(100)을 도시하는 기능 블록도이다. 동작 환경(100)은 단지 적합한 동

작 환경의 일 예이며, 본 발명의 이용 범위 및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공지 환경 및 구성이 본 발명의 범주

또는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동작 환경(100)은 콘텐츠 소유자(102), 처리기(104), 분배자(106), 스크리너 키 모듈(들)(108)

(1 내지 N), 콘텐츠 매체(112)(1 내지 N), 및 사용자(들)(114)(1 내지 N)를 포함한다. 처리기(104)는 콘텐츠 소유자(102)

및 분배자(106)와 통신중이다. 분배자(106)는 또한 스크리너 키 모듈(들)(108)(1 내지 N) 및 콘텐츠 매체(112)(1 내지 N)

와 통신중이다. 사용자(들)(114)(1 내지 N)는 또한 스크리너 키 모듈(들)(108)(1 내지 N) 및 콘텐츠 매체(112)(1 내지 N)

와 통신중이다.

콘텐츠 소유자(102)는 사용자(들)(114)에게 배포될 수 있는 매체 콘텐츠의 생산자, 개발자, 및 소유자를 포함한다. 종종 스

크리너로서 지칭되는 이러한 콘텐츠는 모션 픽처, 영화,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콘텐츠 소유자(102)에 의해 소유된

콘텐츠는 단지 비디오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 또는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오디오 서비스만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는 오디오, 비디오, 정지 화상(still image), 텍스트, 그래픽, 및 사용자(들)(114)에게 지향되는 다

른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한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처리기(104)는 콘텐츠 소유자(102)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며, 이 콘텐츠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보안하고, 보안 콘

텐츠를 분배자(106)에 제공하는데, 이는 하기에서 도 5와 연관되어 더 상세히 설명된다. 하지만, 요약하면, 처리기(104)는

복호화를 위한 콘텐츠 키, 콘텐츠 식별자, 액세스 제약, 권리, 자격 등과 같은 선택 정보를 생성하고 수신 콘텐츠의 스트림

에 내장(embedding)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선택된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키 패키지(미도시)에 패키징되는데, 여기서 이

들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스크리너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각 콘텐츠 키는 적어도 하나의 스크리너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일 실시예에서, 콘텐츠 식별자는 보통문으로(in the clear) 남게 된다.

스크리너 키(들)은 RSA 알고리즘,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 국제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IDEA), 스킵잭(Skipjack), RC4,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등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임의의 다양한 암호화/복호화 대칭키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스크리너 키(들)은 키 패키지의 암호화/복호화를 위해 256비트 AES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하지만, 스크리너 키(들)은 대칭키 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대칭 키 메커니즘도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또

는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처리기(104)는 콘텐츠 소유자(102), 신뢰된 제 3자 등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스크리

너 키(들) 및 콘텐츠 키(들)을 얻을 수 있다. 처리기(104)는 또한 자체로서 스크리너 키(들) 및/또는 콘텐츠 키(들)를 발생

할 수 있다. 게다가, 스크리너 키들은 키 저장소(미도시) 내에 상주할 수 있다. 각 스크리너 키는 특정 콘텐츠와 연관된 콘

텐츠 식별자에 의해 키 저장소에서 색인(index)될 수 있다. 키 저장소는 사용자, 콘텐츠, 타겟 보안 재생기, 임의의 사용자,

콘텐츠, 및 타겟 보안 재생기의 조합 등과 연관된 액세스 제약, 권리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분배자(106)는 콘텐츠 소유자(102)로부터 보안 콘텐츠를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얻는 사업자,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분

배자(106)는 하나 이상의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분배자(106)는 콘텐츠 매체(112)를

이용하여 사용자(들)(114), 다른 분배자들에 대한 후속적인 판매, 배포 및 라이센스 등을 위해 보안 콘텐츠를 재패키지

(repackage)하고, 저장하며 스케쥴할 수 있다.

분배자(106)는 DVD, 고화질 DVD,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VCD), 슈퍼 VCD(SVCD), 슈퍼 오디오 CD(SACD) 등을 포함하

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매체(112)상으로 보안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다. 예컨대, 보안 콘텐츠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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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디지털 사운드(DDS) 콘텐츠 매체상에 복제되어 배포될 수 있다. 게다가, 분배자(1060는 또한 판독/기록 DVD, CD-레

코더(CD-R),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매체상에 보안 콘텐츠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분배자(106)는 DVD 및 CD

콘텐츠 매체 기술상에 보안 콘텐츠의 복제 및 배포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임의의 기타 콘텐츠 매체 기술이 본 발

명의 범주 또는 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분배자(106)는 하나 이상의 키 패키지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스크리너 키를 수신할 수 있다. 분배자(106)는 또한 사용자가

보안 콘텐츠에 액세스 허가를 갖는 것임을 표시하는 다양한, 신뢰된 소스로부터 허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

가 허가를 갖는 경우에, 분배자(106)는 수신 스크리너 키(들)를 스크리너 키 모듈(108) 내로 패키징할 수 있다. 분배자

(106)는 또한 스크리너 키 모듈(108)내에서, 보안 콘텐츠와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 충족 권리, 액세스 제약, 타겟 보안 재

생기와 연관된 속성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분배자(106)는 스크리너 키 모듈(108)내에서, 보안 콘텐츠가 선택된 지리

적 영역 내에서 재생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속성을 포함한다.

분배자(106)는 타겟 보안 재생기와 연관된 공개키로 스크리너 키(들), 및 스크리너 키 모듈(108) 상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더 암호화할 수 있다.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개키는 디피-헬만(Diffie-Hellman), RSA, 머클-헬만(Merkle-Hellman),

PGP, X.509 등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비대칭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분배자(106)는 스크리너 키(들)를 암호화하기 위해 타겟 보안 재생기와 연관된 2048-비트 RSA 비대칭

(공개/개인)키를 이용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타겟 보안 재생기와 연관된 공개/개인 키 쌍은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 레

벨 4 장치에서 발생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보안 레벨이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개/개인 키 쌍

을 발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임의의 이벤트에서,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개키는 신뢰된 제 3자, 네트워크,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분배자(106)에게 이용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타겟 보안 재생기의 개인/공개키는 타겟 보안 재생기에 부여되어 있으며, 따

라서 타겟 보안 재생기에 고유한 것이 된다. 타겟 보안 재생기는 타겟 보안 재생기의 개인키의 제거를 방지하도록 구성된

다. 이 동작은 타겟 보안 재생기의 개인키를 타겟 보안 재생기에 더 결속시킨다.

분배자(106)는 스마트 카드, PCMCIA 카드, 메모리 스틱, 네트워크를 통해, DVD, CD,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및 유사의

착탈가능한 메커니즘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스크리너 키 모듈(108)을 사

용자(들)(114)에 배포할 수 있다. 스크리너 키 모듈(108)은 또한 사용자(들)(114)에 메일(mail)될 수 있다.

사용자(들)(114)는 최종사용자, 콘텐츠 소비자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들)(114)는 평론을 위해 콘텐츠(스크리너)를 수신하

는 수상 위원회의 회원 등을 더 포함한다. 사용자(들)(114)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텔레비전 어플라이언스, 이동 디바이

스, PDA, 퍼스널 컴퓨터, 쥬크박스 등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

(114)는, 콘텐츠를 상기 장치에 보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하기에서 도 2와 연관되어 더 상세히 설명될 보안 재생기를 더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들)(114)는 콘텐츠 소유자(102)로부터 직접, 또는 마켓 스트림(market stream)을 따라 임의 지점에서(예를 들어,

분배자(106)로부터) 콘텐츠 매체(112)를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사용자(들)(114)는 다중 콘텐츠 소유자(102), 분배자

(106) 등을 통해 콘텐츠 매체(112)를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들)(114)는 콘텐츠 소유자(102), 분배자(106) 등으로부터 스

크리너 키 모듈(들)(108)을 더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들)(114)는 또한 하기에서 도 2와 연관하여 설명된 바와같이 보안

콘텐츠에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 인증 및 허가를 제공하는 식별 모듈을 수신한다. 사용자(들)(114)는 콘텐츠 매체(112) 상

에 보안 콘텐츠를 뷰잉하기 위해 스크리너 키 모듈(들)(108) 및 식별 모듈을 이용할 수 있다.

도 2는 보안 콘텐츠의 뷰잉을 가능하게 하는 예시적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요약하면, 보안 재생기(200)는 도 1의 콘

텐츠 매체(112) 및 스크리너 키 모듈(108), 및 식별 모듈을 수신하고, 콘텐츠 매체(112) 상에 보안 콘텐츠의 뷰잉을 가능

하게 하도록 된다. 이와 같이, 보안 재생기(200)는 텔레비젼 어플라이언스, 디지털 레코더, 셋-톱 박스, 셀룰러 폰, 이동 디

바이스, PDA, 퍼스널 컴퓨터, 쥬크박스, 하이브리드 인터넷-음악-재생기/홈-스테레오-콤포넌트-시스템 등 내에서, 또는

이들에 결합되어 사용자(들)(114)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보안 재생기(200)는 도시된 것보다 더 많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도시된 것만으로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예시적 실시예를 개시하는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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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보안 재생기(200)는 매체 드라이브(202),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 복호화 엔진(206), 압축

기/압축해제기(CODEC)(208), 키 저장/관리자(210), 스크리너 키 모듈(108), 키 로더(214), 식별 모듈(216), 인증 모듈

(218), 간섭 중개자(tamper agent)(220), 및 (선택적) 아날로그 복제 보호 장치(222)를 포함한다. 도 1의 것과 유사한 번

호의 요소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은 매체 드라이브(202) 및 암호화 엔진(206)과 통신중이다. 복호화 엔진(206)은 또한

CODEC(208) 및 키 저장/관리자(210)와 통신중이다. CODEC(208)은 선택적 반복제 보호 장치(222)와 통신중이다. 키 저

장/관리자(210)는 키 로더(214)와 통신중이다. 키 로더(214)는 스크리너 키 모듈(108) 및 인증 모듈(218)과 통신중이다.

인증 모듈(218)은 또한 신원 모듈(216)과 통신중이다. 간섭 중개자(220)는 복호화 엔진(206), CODEC(208), 키 저장/관

리자(210),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 인증 모듈(218), 및 키 로더(214)와 통신중이다.

매체 드라이브(202)는 도 1의 콘텐츠 매체(112)를 수신하도록 된 가상의 모든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 장

치는 DVD 드라이브, 고화질 DVD 드라이브, 슈퍼 비디오 CD(SVCD) 드라이브, VCD 드라이브, 슈퍼 오디오 CD(SACD)

드라이브, 및 다른 콘텐츠 매체 장치를 포함한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매체 드라이브(202)는 또한 동적

디지털 사운드(DDS) 드라이브일 수 있다. 게다가, 매체 드라이브(202)는 또한 DVD/RW 드라이브 등과 같은 것을 통하여

기록 성능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매체 드라이브(202) 및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은 DVD 및 CD 기술에 국한되

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임의의 기타 콘텐츠 매체 기술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은 매체 드라이브(202)로부터 지원되는 콘텐츠 매체로부터 보안 콘텐츠를 받아서 이를 복호

화 엔진(206)에 제공하기 위해 매체 드라이브(202)와 연관되어 동작한다. 게다가,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 및 매체

드라이브(202)는 콘텐츠 매체가 소거되며, 파괴되며, 다시 기록되게 하는 등의 성능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체 재

생기 서브시스템(204)은 소정의 수의 뷰잉(예를 들어, 한 번의 뷰잉), 무허가 활동(unauthorized activity)의 표시 등등 이

후에, 콘텐츠 매체 상에 보안 콘텐츠의 소거, 파괴, 무력화(disablement) 등을 가능하게 한다.

CODEC(208)은 압축 콘텐츠를 수신하여 이를 사용자가 만끽할 수 있는 포맷으로 압축해제하도록 된 모든 다양한 압축/압

축해제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CODEC(208)은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 연합 사진 전문가 그룹(JPEG), 웨

이브릿, 및 수신 콘텐츠의 압축 및 압축해제를 위한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키 로더(214)는 스크리너 키 모듈(108)로부터 스크리너 키를 검색(retrieving)하는 요구를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키 로

더(214)는 사용자가 스크리너 키를 검색할 충분한 허가를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구를 평가할 수 있다. 키 로더(214)는

인증 모듈(218)로부터 이런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키 로더(214)는 인증 모듈(218)에 허가를 위한 자신의 요구로서 콘텐

츠 식별자, 또는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키 로더(214)는 하나 이상의 스크리너 키, 및 다른 정보를 스크

리너 키 모듈(108)상으로 로딩하는 요구를 수신할 수 있다. 다시, 키 로더(214)는 인증 모듈(218)로부터 이런 동작을 위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인증 모듈(218)은 사용자를 인증하여 스크리너 키 모듈(108)에 허가받은 액세스를 제공한다. 인증 모듈(218)은 키 로더

(214)로부터 스크리너 키 모듈(108)상에 있는 스크리너 키에 액세스하는 요구를 수신할 수 있다. 인증 모듈(218)은 또한

스크리너 키 모듈(108)상에 정보를 저장하는 요구를 수신한다. 임의의 이벤트에서, 인증 모듈(218)은 스크리너 키 모듈

(108)에 액세스를 위해 사용자의 신원 및 관련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식별 모듈(216)을 이용한다.

식별 모듈(216)은 사용자의 신원, 콘텐츠 식별자, 사용자 등과 연관된 권리 및 자격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별 모듈

(216)은 생체인식, 스마트 카드, 사용자 이름/패스워드, 터치-패드 코드 엔트리(touch-pad code entry) 등을 포함하는(그

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전개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식별 모듈(216)은 실질적으로 보

안 재생기(200)의 임의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임의의 보안 콘텐츠에 인증하게 한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스크리너 키, 보안 재생기(200)의 공개/개인키,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암호화/복호화 키를 저장

하고 관리하도록 된다. 관련 정보는 스크리너 키, 사용자, 콘텐츠, 스크리너 키, 사용자, 및 콘텐츠의 임의의 조합 등 중 적

어도 하나와 연관된 자격, 권리 등을 포함한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보안 방식으로 키,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

도록 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플랫(flat)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스크리너 키 및 관련 정보를 색인

하기 위해 콘텐츠 식별자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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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저장/관리자(210)는 전형적으로, 복호화 엔진(206)이 이들에게 스크리너 키의 복호화/암호화를 요구할 때까지 보안으

로 보안 재생기(200)의 개인/공개키를 보유한다. 하지만, 키 저장/관리자(210)는 보안 재생기의 개인키가 보안 재생기

(200) 내에서 사용을 초과하여 이용될 수 없음을 보증한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복호화 엔진(206)이 이들에게 암호화된 콘텐츠의 복호화를 요구할 때까지 수신된 스크리너 키를

보안으로 저장한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키 로더(214)에 요구함으로써 스크리너 키 모듈(108)로부터 스크리너 키를 검

색할 수 있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또한, 스크리너 키가 검색되었을 때에, 키 로더(214)에게 스크리너 키 모듈(108)을

활성해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관련 보안 콘텐츠의 소정의 수의 뷰잉, 무자격 활동 등과 같은 이

벤트에 기초하여 키 로더(214)에게 스크리너 키 모듈(108)상의 스크리너 키를 소거하거나, 또는 무력화하게 하도록 더 지

시할 수 있다.

키 저장/관리자(210)는 또한 스크리너 키 모듈(108)상으로 로딩될 스크리너 키를 암호화하기 위해 보안 재생기(200)의 공

개키를 이용할 수 있다.

복호화 엔진(206)은 매체 재생기 서브시스템(204)으로부터 콘텐츠 유닛 스트림을 수신한다.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유닛을

수신하자마자, 복호화 엔진(206)은 콘텐츠 유닛이 암호화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콘텐츠 유닛이 암호화된 경우에, 복호화

엔진(206)은 콘텐츠 스트림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키 패키지를 추출한다. 복호화 엔진(206)은 키 패키지를 복호화하여, 차

례로,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과 연관된 하나 이상의 콘텐츠 키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키 저장/관리자(210)로부터

스크리너 키를 요구한다. 복호화 엔진(206)은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을 복호화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콘텐츠 키를 이용한

다. 복호화 엔진(206)은 복호화 콘텐츠 유닛을 CODEC(208)에 더 제공한다.

(선택적) 반복제 보호 장치(222)는 압축해제된 콘텐츠를 디스크램블러 장치에 제공하기 이전에 스크램블링하며, 더팅

(dirtying)하고, 그리고 이와달리 암호화 등을 함으로써 압축해제 콘텐츠의 추가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같이, 반복

제 보호 장치(222)는 보안 재생기(200)를 벗어난 이후에도 콘텐츠의 보호 레벨을 가능하게 한다.

간섭 중개자(200)는 보안 재생기(200)에서 요소를 모니터링하여, 자체로서 보안 재생기(200)를 포함하는 임의의 요소가

무자격 활동으로 간섭받는지, 또는 이와달리 관련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서, 간섭 검출 & 응답 보

호 장치(200)는 적어도 FIPS 보안 레벨 3에서 동작한다.

간섭 중개자(220)는 자신의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보안 콘텐츠의 소거 또는 이와달

리 무력화, 보안 재생기(200)의 동작을 로킹(locking), 보안 재생기의 공개/개인키, 스크리너 키, 콘텐츠 키 등의 소거, 및

검출된 무자격 활동의 보고를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3은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스트림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콘텐츠 스트림(300)은 적합한 콘텐츠 스트림

의 유일한 일 실시예이며, 본 발명의 사용 범위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공지의 구조 및 구성

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같이, 콘텐츠 유닛 스트림(300)은 콘텐츠 유닛(301, 303 내지 306)을 포함한다. 비록 단지 하나의 키

패키지(302)만이 도시되었지만은, 콘텐츠 스트림(300)이 실질적으로 임의의 수의 키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음이 주목된

다.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는 동화상 전문가 그룹(MPEG)

포맷을 이용하여 포맷될 수 있다.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MPEG 콘텐츠 유닛에 국한되지 않으며, JPEG 포

맷, MP3 포맷 등을 포함하는 다른 콘텐츠 포맷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MPEG 포맷은

본원에서 예로서, 그리고 도시의 편의를 위해 이용된다.

요약하면, MPEG은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압축 표준이다. MPEG은 비디오 방송 콘텐츠의 텔레비젼 품질

전송을 위한 압축 지원을 제공한다. 게다가, MPEG은 압축 오디오, 제어, 및 심지어 사용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

MPEG 콘텐츠 스트림은 패킷화된 기본 흐름(PES)을 포함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기본 스트림(ES) 액세스 유닛의 진정수

(integral number)의 고정(또는 가변 크기) 블록 또는 프레임을 포함한다. ES는 전형적으로 MPEG 콘텐츠 스트림의 기본

요소이며, 디지털 제어 데이터,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비디오, 및 다른 디지털 콘텐츠(동기 또는 비동기)를 포함한다. 실질

적으로 동일시간 기반으로 관련된, 밀하게 결합된 PES 패킷 그룹은 MPEG 프로그램 스트림(PS)을 포함한다. 각 PES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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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개별 시간 기반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콘텐츠 스트림을 결합하는 범용 통로를 형성하는, MPEG 전

송 스트림(TS)으로서 알려진 고정-크기 전송 패킷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MPEG 프레임은 내부-프레임(I-프

레임), 포워드 예측된 프레임(P-프레임), 및 양방향 예측 프레임(B-프레임)을 포함한다.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 각각은 다양한 조건에 기초하여 데이터 유닛내로 분할된 콘텐츠 스트림 부분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디지털 데이터 ES, 및 콘텐

츠 스트림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기본 스트림의 임의의 조합의 일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비디오 ES의 10초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게다가,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콘텐츠 스트림의

콘텐츠와 동일 길이, 밀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콘텐츠 유닛(301, 및 303 내지 306)은 하나 이상의 콘텐츠 키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암호화된다. 즉, 콘텐츠 유닛(301 및

303)이 암호화되는 동안에, 콘텐츠 유닛(304 내지 306)은 보통문으로 남겨진다. 추가적으로, 암호화는 비디오 기본 스트

림(ES), 오디오 ES, 디지털 데이터 ES 중 적어도 일부, 및 콘텐츠 스트림(300)을 포함하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기본 스

트림의 임의의 조합 및 임의의 일부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선택적 암호화는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 및

P,B 및 I 프레임의 임의의 조합의 적어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키 패키지(302)는 콘텐츠 유닛을 암호화하는데 이용되는 하나 이상의 콘텐츠 키, 및 콘텐츠 스트림(300)과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한다. 키 패키지(302)는 또한 콘텐츠 스트림(300)과 연관된 액세스 제약, 자격 등을 포함한다. 키 패키지

(302)는 어느 콘텐츠 키가 콘텐츠 스트림(300)의 어느 콘텐츠 유닛(301, 302 내지 306)과 연관되는지를 표시하는 동기 정

보를 더 포함한다.

키 패키지(302)는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개/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

개/개인키는 FIPS 레벨 4 장치에서 발생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낮은 보안 레벨이 타겟 보안 재생

기의 공개/개인키를 발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키 패키지(302)는 보통문으로 남겨지며, 단지 콘텐츠 키

(들)만이 타겟 보안 재생기의 공개/개인키로 암호화된다.

전반적 동작

본 발명의 특정 양상의 동작은 도 4 내지 6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4는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뷰잉하는 종단 과정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과정(400)은 예를 들

어 도 1의 동작 환경(100) 내에서 동작한다.

과정(400)은 시작 블록 이후에 블록(402)에서 시작된다. 블록(402)은 하기의 도 5와 관련되어 더 상세히 설명된다. 하지

만, 요약하면, 블록(402)에서 콘텐츠 스트림 내의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유닛을 선택적으로 암호화함으로써 보안 콘텐츠

가 생성된다. 선택적 콘텐츠 유닛은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부가 정보를 함께 갖는 이용된 콘텐

츠 키(들)는 더 암호화되어 콘텐츠 스트림 내에 내장될 수 있다. 수정된 콘텐츠 스트림은 도 1의 콘텐츠 매체(112)와 같은

콘텐츠 매체에 이송된다.

처리는 블록(404)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콘텐츠 매체 및 키 패키지는 도 1의 사용자(들)와 같은 사용자에 배포된다. 콘텐

츠 매체는 메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배포된다. 스크리너 키는 메모리 스틱, 스마트 카드, DVD, 디

스크,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스크리너 키 모듈은 콘텐츠 매체를 위해 이용되는 것과 다른 배포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에

게 배포된다. 스크리너 키 모듈은 예를 들어, 상술된 하드 매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에 의해, 메일로, 및 다른

다양한 배포 메커니즘에 의해 배포된다.

처리는 블록(406)으로 진행하며, 이는 도 6과 연관되어 하기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요약하면, 하지만, 블록(406)에서,

스크리너 키 모듈과 함께 보안 재생기, 및 신원 모듈이 콘텐츠 매체 상에 위치된 콘텐츠 스트림을 복호화하고 뷰잉하는데

이용된다. 블록(406)의 동작을 종료하자마자, 처리는 다른 동작을 처리하기 위해 복귀된다.

도 5는 보안 콘텐츠를 발생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과정(500)은 예를 들어 도 1의 동작

환경 내에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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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500)은 시작 블록 이후에 블록(502)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콘텐츠 유닛 스트림이 생성된다. 콘텐츠 소유자, 생산자

등은 도 3과 연관되어 상술된 바와같이 다양한 조건에 기초하여 콘텐츠 스트림을 데이터 유닛으로 세분함으로써 콘텐츠

유닛의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다.

처리는 블록(504)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가 발생된다. 콘텐츠 키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AES),

RSA, RCA, IDEA, DES, RC2, RC5, 스킵잭, 및 임의의 다른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포함하는(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

는) 임의의 수의 암호화/복호화 대칭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발생된다. 게다가,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은 적합한 경우에 사이

퍼 블록 체이닝 모드(cipher block chaining mode), 사이퍼 피드백 모드, CBC 사이퍼 텍스트 스틸링(CTS), CFB, OFB,

카운터 모드, 및/또는 임의의 다른 블록 모드를 이용한다. 일 실시예에서, 콘텐츠 키는 적어도 128비트 AES 암호화/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생된다. 하지만, 콘텐츠 키 발생은 대칭키 메커니즘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대칭 키 메커니즘이 또

한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이용된다.

처리는 블록(506)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가 콘텐츠 스트림에서 콘텐츠 유닛을 선택적으로 암호화

하는데 이용된다. 선택적 암호화는 암호화를 위해 콘텐츠 스트림에서 무작위로 콘텐츠 유닛을 선택하는 것, 콘텐츠 스트림

에서 매 N번째 콘텐츠 유닛을 선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선택적 암호화는 또한적어도 일부의 비디오 기본 스트림(ES),

오디오 ES, 디지털 데이터 ES, 및 콘텐츠 유닛에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기본 스트림의 임의의 조합과 같은 적어도 일부

의 콘텐츠 유닛을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적 암호화는 I-프레임, P-프레임, B-프레임, 및 콘텐츠 유닛

의 P, B 및 I 프레임의 임의의 조합과 같은 콘텐츠 유닛의 프레임을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게다가, 선택적 암호화는 선택된 콘택트 유닛을 암호화하기 위해 이용된 콘텐츠 키를 바꾸는 것을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콘텐츠 키 세트는 콘텐츠 유닛을 암호화하기 위해 매 10초와 같은 단위로 순환된다.

처리는 블록(508)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스크리너 키 모듈이 생성된다. 스크리너 키 모듈은 콘텐츠 및 스크리너 키와 연관

된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한다. 스크리너 키 모듈은 또한 콘텐츠와 연관된 자격, 권리 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스크리너 키

는 타겟 보안 재생기에 부여되는 공개/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처리는 블록(510)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키 패키지가 생성된다. 키 패키지는 도 3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상술된 바와같이

적어도 하나의 콘텐츠 키, 콘텐츠와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 액세스 제약, 자격 등을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

의 콘텐츠 키는 스크리너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키 패키지가 암호화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콘텐

츠와 연관된 콘텐츠 식별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처리는 블록(512)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키 패키지는 콘텐츠 유닛 스트림에 내장된다. 처리는 블록(514)으로 진행되며, 여

기서 수정된 콘텐츠 유닛은 DVD, 고화질 DVD 등과 같은 콘텐츠 매체에 기록된다. 블록(514)을 종료하자마자, 처리는 다

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복귀된다.

도 5의 여러 블록들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절차, 절차들의 조합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블록(506)은 블록(504) 이전에, 또는 이와 조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도 6A 내지 6B는 보안 콘텐츠를 뷰잉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과정(600)은 예를 들어

도 2의 보안 재생기(200) 내에서 동작한다.

처리(600)는 시작 블록 이후에 블록(602)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콘텐츠 유닛은 콘텐츠 매체로부터 판독된다. 처리는 결정

블록(604)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판독 콘텐츠 유닛이 암호화되었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판독 콘텐츠 유닛이 암호화된 것

으로 결정된다면, 처리는 블록(610)으로 분기하며; 이와 다른 경우에, 처리는 블록(606)으로 분기한다.

블록(610)에서, 키 패키지는 콘텐츠 매체상의 콘텐츠 스트림으로부터 추출된다. 처리는 블록(614)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콘텐츠 식별자가 키 패키지로부터 추출된다. 일 실시예에서, 콘텐츠 식별자는 이미 "보통문"이다. 처리는 블록(616)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콘텐츠 식별자는 보안 콘텐츠와 연관된 스크리너 키를 위치시키는 색인으로서 이용된다.

처리는 결정 블록(618)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콘텐츠 식별자와 연관된 스크리너 키가 기존 스크리너 키의 기존 데이터베

이스, 파일, 디렉토리 등에 위치되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스크리너 키가 위치되지 않는다면, 처리는 블록(620)으로 분기하

며; 이와 다른 경우에, 처리는 결정 블록(626)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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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620)에서, 스크리너 키 모듈에 액세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을 얻는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요구는 사용

자 이름/패스워드, 생체인식 엔트리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 일 실시예에서, 요구는 사용자가 식별 키를 포함하는 스마트 카

드를 삽입하도록 요구한다. 처리는 결정 블록(622)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수신 신원이 유효 여부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

일 수신 신원이 유효하다면, 처리는 블록(624)으로 분기하여; 이와 다른 경우에, 처리는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복귀된

다. 일 실시예에서, 이 다른 동작은 사용자가 유효 신원에 재입력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콘텐츠 매체를 소거하는 것, 콘

텐츠 매체의 액세스로부터 사용자를 로킹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블록(624)에서, 유효 사용자 신원은 스크리너 키 모듈 상에 위치된 스크리너 키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이용된다. 처

리는 결정 블록(626)으로 진행한다.

결정 블록(626)에서, 유효 사용자가 콘텐츠 유닛에 적합한 액세스 권리, 자격 등의 보유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그러하다

면, 처리는 블록(628)으로 분기하며; 이와 다른 경우에, 처리는 상술된 바와같이 결정 블록(622)에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

기 위해 복귀한다.

블록(628)에서, 스크리너 키는 타겟 보안 재생기에 부여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호화된다. 처리는 블록(630)으로 진행하

며, 여기서 복호화된 스크리너 키는 콘텐츠 키를 복호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복호화된 스크리너 키는 키 패

키지를 복호화하고 콘텐츠 키를 추출하기 위해 이용된다. 처리는 블록(622)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복호화된 콘텐츠 키는

암호화된 콘텐츠 유닛을 복호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처리는 블록(606)으로 진행한다.

블록(606)에서, CODEC은 현재 콘텐츠 유닛을 압축해제하는데 이용된다. 처리는 이후에 블록(608)으로 진행하며, 여기서

압축해제된 콘텐츠는 사용자의 즐거움을 위해 텔레비젼 등과 같은 장치에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블록(608)에서 압축

해제된 콘텐츠는 더 복제 보호된다. 따라서, 압축해제된 콘텐츠는 압축해제된 콘텐츠를 포워딩하기 이전에 선택적 반복제

보호 장치를 통과하게 된다. 블록(608)에서 동작을 종료하자마자, 과정은 다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복귀된다.

흐름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블록의 조합이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명령은 머신을 발생하기 위해 처리기에 제공되며, 이에 따라 처리기 상에서 실행되는 명령은 흐름도의 블록 또는 블록들에

서 특정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은 처리기에 의해 수행될 일련의 선택적 단

계를 발생시켜 컴퓨터 구현 과정을 발생하기 위해 처리기에 의해 실행되며, 이에 따라 처리기 상에서 실행되는 명령은 흐

름도 블록 또는 블록들에서 특정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흐름도의 블록은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조합, 특정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의 조합, 및 특정 동작

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 수단을 지원한다. 흐름도의 각 블록, 및 흐름도의 각 블록의 조합이 특정 동작 또는 단계,

또는 특정 목적 하드웨어의 조합 및 컴퓨터 명령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음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명세서, 예, 및 데이터는 본 발명의 전체 제조 설명 및 구성의 이용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많은 실시예가 본 발명의 사

상과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구현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비-제한적인, 비-배타적인 실시예가 하기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도면에서, 동일 참조 번호는 달리 특정

하지 않는 한 여러 도면에 대해 동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다음의 첨부도면과 연관되어 읽혀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본 발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예시적 환경을 도시한다.

도 2는 보안 콘텐츠의 뷰잉을 가능하게 하는 예시적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스트림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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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보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뷰잉하기 위한 종단 과정(end-to-end process)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

도이다.

도 5는 보안 콘텐츠를 발생하는 과정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A 내지 6B는 본 발명에 따라 보안 콘텐츠의 뷰잉 과정의 일 실시예를 전반적으로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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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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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749947

- 18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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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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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등록특허 10-0749947

- 21 -



도면6B

등록특허 10-0749947

- 2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A
	도면6B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8
 발명의 상세한 설명 8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
  실시예 15
도면 15
 도면1 16
 도면2 17
 도면3 18
 도면4 19
 도면5 20
 도면6A 21
 도면6B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