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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 및 콘텐츠 전송 방법

(57) 요약

유선 또는 무선 LAN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전송을 행할 때에 부정한 복사의 작성을 억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도모함과 함

께, 콘텐츠 전송이 개인의 사용 범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한다.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는, 콘텐츠의 전송 전

에 상호 인증을 행한다. 이 인증 시에, 인증 요구 혹은 인증 응답의 송신에 대한 수신 확인의 도달까지의 시간을 계측하고,

이 값이 일정한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암호화한 콘텐츠 전송을 행함과 함께,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

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재차 콘텐츠 전송 시에는 상기 시간 계측을 행하지 않고 암호화한 콘텐츠 전송을 행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기 시간 계측을 행하고, 상기 등록 정보를 현상의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한 내용이 되도록 동적으로 관리한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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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텐츠 송신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수신 장치에 콘텐츠를 송신할 때에,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를 수취

하여 그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의 판정을 행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 요구를 발행하는 인증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인증 요구 혹은 시간 확인 요구를 송신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기까지의 시간

을 계측하는 타이머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기기 정보 관리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

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실행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 내용을 제어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2.

콘텐츠 송신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수단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수신 장치로 송신할 콘텐츠를 상기 네트워크 통신 수단에 공급하는 송신 콘텐츠

생성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를 수취하여 그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의 판정을 행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 요구를 발행하는 인증 수단과,

상기 인증 수단에서 인증 처리를 실행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키 정보에 의해 상기 콘텐

츠 수신 장치로 송신할 콘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행하는 암호화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인증 요구 혹은 시간 확인 요구를 송신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기까지의 시간

을 계측하는 타이머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기기 정보 관리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

드레스 정보와 장치 제조 시에 미리 기억시키고 있는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

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실행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 내용을 제어하

는 콘텐츠 송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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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 콘텐츠 수신 요구를 수신했을 때,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와,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가 일치한 경우,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행하지 않고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의 콘텐츠 송출을 행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실행하고, 상

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할 때,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삭제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소정의 시간마다 혹은 소정의 콘텐츠 패킷수마다, 상

기 타이머 수단을 이용하여 시간의 계측을 행하고,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

한 내용을 갱신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전원 투입시에, 시스템 기동 시 또는 네트워크 접속 시에,

상기 타이머 수단을 이용하여 시간의 계측을 행하고,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

록한 내용을 갱신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콘텐츠 송신 목적지인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의 예약 실행 시나 콘텐츠의

내용이 변화했을 때에, 상기 타이머 수단을 이용하여 시간의 계측을 행하고,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기

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한 내용을 갱신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청구항 8.

콘텐츠 수신 장치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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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수신하는 콘텐츠를 상기 네트워크 통신 수단으로부터 수취하는

콘텐츠 수신 처리 수단과,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인증 요구를 발행하여 전송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의

판정을 행하는 인증 수단과,

상기 인증 수단에서 인증 처리를 실행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키 정보에 의해 상기 콘텐

츠 송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콘텐츠의 복호화 처리를 행하는 복호화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상기 응답까지의 시

간을 계측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의 상기 시간 확인 요구의 송신을 요

구하는 콘텐츠 수신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해당 응답까지의 시

간을 계측하고, 해당 계측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자신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등록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대하여 시간 확인 요구의 송신을 요구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간 확인 요구

에 대하여 응답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해당 응답까지의 시간을 계측하고, 해당 계측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된 내

용이 갱신되는 콘텐츠 수신 장치.

청구항 10.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수신 장치에 콘텐츠를 송신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의 콘텐츠 전송 방법으로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콘텐츠를 송신할 때에,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를 수취하여 그 인증 요구에 대

한 인증의 판정을 행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 요구를 발행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인증 요구 혹은 시간 확인 요구를 송신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기까지의 시간

을 계측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단계와,

상기 기기 정보를 등록, 관리할 때, 상기 시간을 계측하는 단계에서의 측정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콘

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와,

상기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상기 시간을 계측하는 단계를 실행하고, 상기 계측한 측정 결과

에 따라 상기 등록 내용을 제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콘텐츠 전송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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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수신하는 데 있어서, 전송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송신 장치, 수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퍼스널 컴퓨터(이하 PC라고 적음)의 연산 속도나 기억 용량 등 처리 능력의 발전에 수반하여, PC에 내장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하 HDD라고 적음)도 대용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 이용되는 등급의

PC에서도 HDD를 이용하여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이것을 PC의 디스플레이로 시청을 행하는 등의 사용 방법이

가능해져 왔다. 또한 그 한편으로는 대용량 HDD의 저가격화에 의해, 가정용 녹화 장치로서도 HDD를 내장하여 이것에 영

상 음성 정보를 디지털 기록하는 HDD 녹화 장치가 등장하고 있어, 디스크를 녹화 매체로서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기 편

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콘텐츠 등의 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AV 기기에 도입되어 있는 복사 프로텍트 방법의 일례로서 예를 들면

IEEE1394 버스 상에서의 복사 프로텍트 방법을 정한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DTCP) 방식이 있다(비

특허 문헌 1(Hitachi, Ltd. 외, 5C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White Paper)에 기재).

그리고, 장치 간, 혹은 네트워크 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복사 프로텍트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몇몇이 개시되어 있

다. 예를 들면, 특허 문헌 1(일본 특개 2000-287192호 공보)이나 특허 문헌 2(일본 특개 2001-358706호 공보)에 개시되

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은 HDD를 이용한 녹화 장치나 PC 등에서는 영상 음성 정보는 장치 내에 고정된 HDD에 녹화되어 있기 때

문에, 주택 내의 다른 방에서 녹화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치 자체를 운반할 수밖에 없어, VTR 등 교환

가능한 매체를 이용하는 녹화 재생 장치를 복수 구비하여 행할 수 있는, 매체 레벨에서의 영상 음성 정보의 운반은 실현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녹화 장치에 유선 혹은 무선 LAN(Local Area Network)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

른 PC 혹은 수신 장치로 송신함으로써, 주택 내 어디에서나 녹화된 영상 음성 정보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가정용 녹화 장치에 유선 혹은 무선 LAN(Local Area Network)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PC 혹은 수신 장치로 송신하여, 주택 내 어디에서나 녹화된 영상 음성 정보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종래에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영상 음성 정보(이하 콘텐츠로서 설명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배려되어 있지 않아, HDD에 녹화

되어 있는 영상 음성 정보는 LAN을 통하여 수신한 다른 PC에서 또 HDD에 보존할 수 있으므로, 취급할 수 있는 영상 음성

정보는 복사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Copy free」의 콘텐츠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녹화된 콘텐츠를 상기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임의의 장치로부터 다른 장치로 전송하여 기

록을 행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의 데이터 품질의 열화가 적어, 송신측의 장치에 있는 콘텐츠와 동일한 품질의 복사(복제)를

수신측에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영상 및 음성 데이터(이하 콘텐츠라고 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용 범위를 일탈한 콘텐츠의 부정한 복사 작성을 방지할 수 있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AV 기기 사이에

서 콘텐츠를 송신할 때에는, 콘텐츠 송신 장치측에서 암호화를 행하고, 콘텐츠 수신 장치측과의 사이에서 복호화를 위한

정보의 공유화를 행함으로써, 송신 목적지인 콘텐츠 수신 장치 이외의 기기에 의해서 콘텐츠가 올바르게 수신되어 복호되

지 않도록 하여, 무제한 복사의 작성을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트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복사 프로텍트 방법의 일례로서 디지털 AV 기기에 도입되어 있는 것에는, 예를 들면 비특허 문헌 1에 기재되어 있

는 DTCP 방식이 있다. DTCP 방식으로서는 콘텐츠를 「Copy free」 「Copy one generation」 「No more copies」

「Copy never」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녹화 장치에서는 「Copy free」 「Copy one generation」의 콘텐츠만을 기록하

고, 「Copy one generation」의 콘텐츠는 한번 기록한 후에는 「No more copies」로서 취급하고, 버스 상에서는

「Copy free」의 콘텐츠를 제외하여 송신측에서 암호화 처리를 실시하여 전송을 행함으로써, 무제한 콘텐츠의 복사가 행

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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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혹은 무선의 LAN에 의한 콘텐츠 전송에서도, DTCP 방식과 마찬가지 방식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복사 프로텍

트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몇몇 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허 문헌 1은, 네트워크 상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복사

프로텍트 방식에 DTCP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고, 특허 문헌 2에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암호화하여 통신하는 장치 사이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콘텐츠를 유선 혹은 무선 LAN을 통하여 전송할 때에는, 송신측과 수신측이 동일한 주택 내에 있는지의 여

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배신(配信)(distributing)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송신측은 프로바이더의

사이트에 있고, 수신측은 일반 가정 등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PC의 HDD나 HDD를 내장한 녹화 장치에서 콘텐츠를 녹화하고, 여기에서 주택 내의 다른 장치에 LAN을 통한 전

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기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도, 주택 내의 LAN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되는 다른 주택 내에 놓여 있는 수신 장치에서 콘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고, 더욱이 그 범위는 인터넷에 접속되

어 있으면 세계 모든 장소로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상기한 바와 같은 기술로 복사 프로텍트를 행하고자 해도, 녹화 장치의 사용자가 이 녹화 장

치를 인터넷으로부터 액세스 가능한 상태로 함으로써, 상기한 복사 프로텍트를 구비한 수신 장치이면 자유롭게 콘텐츠를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어, 본래의 저작권 보호의 목적인 개인적 이용 범위를 크게 일탈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주택 내의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 시에,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정당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을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 콘텐

츠 혹은 정보 송신 장치, 수신 장치 및 콘텐츠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의 송신을 행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네트워

크를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수단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수신 장치로

송신할 콘텐츠를 상기 네트워크 통신 수단에 공급하는 송신 콘텐츠 생성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

구를 수취하여 그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의 판정을 행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자신의 인증 요구를 발행

하는 인증 수단과, 그 인증 수단에서 인증 처리를 실행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 정보를 생성하고, 그 키 정보에

의해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 송신할 콘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행하는 암호화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의 인증 요

구 혹은 시간 확인 요구를 송신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기까지의 시간을 필요에 따라 계측하거나, 혹은 상기 콘

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대한 응답의 송신에 대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의 수신 확인의 도달까지의 시

간을 필요에 따라 계측하는 타이머 수단(시간 계측 수단)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 및 관리, 체크하는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제조

시에 미리 기억시키고 있는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의 등록을 제어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타이머 수단에서, 그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

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부터 콘텐츠 수신 요구를 수신했을 때,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에 등록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와,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비교하여 이들이 일치한 경

우,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행하지 않고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로의 콘텐츠 송출을 행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관한 등록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기 정보를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임의의 타이밍에서 상기 타이머 수단에 따른 시간의 계측을 행하고, 상기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수신하는 콘텐츠 수신 장치에서, 네트워

크를 통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수단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송신 장치로

부터 수신하는 콘텐츠를 상기 네트워크 통신 수단으로부터 수취하는 콘텐츠 수신 처리 수단과,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인증 요구를 발행하여 전송함과 함께,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의 판정을 행하는 인증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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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인증 수단에서 인증 처리를 실행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키 정보를 생성하고, 그 키 정보에 의해 상기 콘텐

츠 송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콘텐츠의 암호 복호화 처리를 행하는 복호화 수단과,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의 인증 요구의

송신 혹은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대한 응답의 송신에 대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의 수신 확

인의 도달까지의 시간을 계측하는 타이머 수단, 혹은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대하여 시간 확인 요구의 송신을 요구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

록, 관리하는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기 정보 관리 수단은, 상기 타이머 수단의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콘

텐츠 송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제조 시에 미리 기억시키고 있는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의 등록을 제어하도록 한

다.

또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관한 등록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기 정보를 등록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임의의 타이밍에서 상기 타이머 수단에 의한 시간의 계측을 행하고, 상기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또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상기 응답까지

의 시간을 계측하고, 그 계측 결과가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자신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상

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등록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시간 확인 요구의 송신을 요구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시

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고,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에서 상기 응답까지의 시간을 계측하고, 그 계측 결과에 따라 상기

등록된 내용이 갱신되도록 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는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기 전에, 서로의 인증을 행하고 이 인증

시에, 인증 요구 혹은 인증 응답의 송신에 대한 수신 확인의 도달까지의 시간을 계측하고, 이 값이 일정한 상한값을 초과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유화한 키 데이터에 의해서 암호화된 콘텐츠의 전송을 행함과 함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

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여, 재차 콘텐츠 전송 시에는 상기 시간 계측을 행하지 않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송하도록 한다. 또

한, 정기적으로 혹은 임의의 타이밍에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네트워크에 미

접속 장치나 사용 빈도가 낮은 장치가 등록된 그대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의해, 주택 내의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 시에,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

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부당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을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주택 내의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 송신 장치, 수신 장치 및 콘텐츠 전송의 신뢰성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실시예 1>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인 콘텐츠 송신 장치(100) 및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서로 LAN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다.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서, 참조 부호 101은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콘텐츠를 송출하는 콘텐츠 송신 회로, 참조 부호 102는 콘텐츠 송신 회로(101)가 출력하는 콘텐

츠를 암호화하는 암호화 회로, 참조 부호 103은 암호화 회로(102)의 출력 및 인증 회로(104)의 입출력을 LAN을 통하여

다른 장치와 교환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 참조 부호 104는 LAN 상에 접속되는 다른 장치와의 사이에서 정보를 교

환하여 장치 간의 상호 인증을 행하는 인증 회로, 참조 부호 105는 인증 회로(104)에서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참조 부호 106은 인증 회로(104)의 정보에 기초하여 암호화 회로(102)에서 콘텐츠 암호화를 위해 필요

한 키 정보를 생성하는 키 생성 회로, 참조 부호 107은 인증 회로(104)가 발생하는 인증 요구 등의 정보를 다른 장치로 송

신하고나서 그 정보에 대한 수신 확인이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회로, 참조 부호 108은 인증 회로(104)

에서 인증한 다른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기 정보 등록 회로로, 콘텐츠 송신 회로(101)로부터 송

신되는 콘텐츠에는 그 취급 방법을 나타내는 「Copy free」 「Copy one generation」 「No more copies」 「Copy

never」의 식별 코드를 첨부하여 콘텐츠 수신 장치로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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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신 장치(200)에서, 참조 부호 201은 LAN을 통하여 보내져 온 콘텐츠를 수신하는 콘텐츠 수신 회로, 참조 부호

202는 콘텐츠 송신 회로(100)의 암호화 회로(102)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203)로부터 수취하여

복호화하여 콘텐츠 수신 회로(201)로 출력하는 복호화 회로, 참조 부호 203은 다른 장치와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호화 회로(202)로의 입력 및 인증 회로(204)의 입출력을 교환하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 참조 부호 204는 다른 장치

와의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여 장치 간의 상호 인증을 행하는 인증 회로, 참조 부호 205는 인증 회로(204)에서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불휘발성 메모리, 참조 부호 206은 인증 회로(204)가 출력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복호화 회로

(202)에서의 콘텐츠 복호화를 위해 필요한 키를 생성하는 키 생성 회로, 참조 부호 207은 인증 회로(204)로부터 다른 장치

에 인증 요구 등의 정보를 송신하고나서 상기 정보에 대한 수신 확인이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회로, 참

조 부호 208은 인증 회로(204)에서 인증한 다른 장치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기 정보 등록 회로로 이

루어지고, 수신한 콘텐츠는 그 콘텐츠와 함께 송신되는 「Copy free」 「Copy one generation」 「No more copies」

「Copy never」의 식별 코드에 따라 처리되고, 「Copy free」 「Copy one generation」의 콘텐츠 기록 매체로의 기록

이 가능하고, 「Copy one generation」의 콘텐츠를 기록한 경우에는 그 이후 상기 콘텐츠는 「No more copies」로서 취

급한다.

도 2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 및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포함하는 주택 내 LAN의 구성예를 도시한 것이다. 1대의 콘텐

츠 송신 장치(100)와 2대의 콘텐츠 수신 장치(200a, 200b)는 유선 LAN의 케이블에 의해 네트워크 허브 장치(300)에 각

각 접속되고, 네트워크 허브 장치(300)는 라우터(400)에 접속된다. 라우터(400)는 모뎀이나 광전 변환기 등을 통하여 인

터넷으로 접속된다.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 및 콘텐츠 수신 장치(200a, 200b), 라우터(400)는 각각 LAN 상에서 자

신을 식별하는 IP 어드레스를 소유한다. 또한 각각의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의 인터페이스부에는 48 비트의 MAC

(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가 미리 제조 시에 공급되어 있다. 각 장치로의 IP 어드레스의 설정은, 종래로부터 네트

워크에서의 어드레스의 자동 설정에 널리 채용되어 있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에 의해, 예를 들

면 라우터(400)를 DHCP 서버로서 동작시키고, 여기에서 각 장치의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도록 하면 된다. 또,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이트리스(stateless) 자동 설정이라고 불리는 방법에 의해 라우

터(400)의 IP 어드레스의 상위 64 비트와 MAC 어드레스로부터 각 장치가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3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유지하는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예를 들면,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접속된 경우의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

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의 등록 방법의 일례를 설명한다. 참조 부호 1081은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어드레스 정

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취득하는 기기 정보 취득부, 참조 부호 1082는 상기 기기 정보 취득부(1081)에서 취득한 콘

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해두는 기기 정보 등록부, 참조 부호 1083은 콘텐

츠 수신 장치의 등록이나 기기 정보 등록부(1082)에 등록된 기기 정보로부터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인증하는 기기 정

보 관리부이다. 기기 정보 취득부(1081)에서,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향하여, 예를 들면 기기 정보 등록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브라우저를 이용한 등록용 Web 페이지를 송신한다. 상기 기기 정보 등록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등록용 Web 페이지를

수신한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기기 정보 등록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등록용 Web 페이지의 지시 내용에 따라서, 자동적

으로 또는 사용자에 의한 등록 항목의 입력에 의해, 자신의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콘텐츠 송신 장치

(100)에 등록한다. 여기서, 상기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는, 예를 들면 특정한 인증 기관에 의해 생성되고 콘텐츠 수신 장치

(200)의 불휘발성 메모리(205)에 보존되어 있는 공개키이다. 상기 공개키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제조 시에 미리 불

휘발성 메모리(205)에 기억되어 있는 공개키이기 때문에, 장치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도 4는 기기 정보 등록부(1082)

에 등록되는 기기 정보의 일례이다.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로서 IP 어드레스와 MAC 어드레스를, 장치 고

유 정보로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불휘발성 메모리(205)에 보존되어 있는 공개키를 등록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인증할 때에, 상기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에 등록되

어 있는 기기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장치 고유 정보로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속되는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의 콘텐츠 전송에 복

사 프로텍트 방법을 정한 DTCP를 이용할 때에, 서로를 인증할 때에 사용하는 공개키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특히 공

개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치를 특정 가능한 고유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본 실시예 1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였지만,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콘텐츠 송신 장치(100)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기 설명한 바와 같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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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대하여 이하 설명한다.

본 실시 형태의 특징은,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 시에,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

텍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정당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이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 콘텐츠 송

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5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의한 콘텐츠 송수신 시의 수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좌측이

콘텐츠 송신 장치(100)를, 우측이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나타내고, 양자 간의 정보의 송수신의 타이밍과 방향을 화살표

에 의해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측에서부터 인증 요구를 작성한다. 인증 요구에는 상기한 장치 고유의 공개키와, 그 공개키

에 대한 증서를 첨부하여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 보낸다. 인증 요구를 수취하고 그 수신 확인을 콘텐츠 수신 장치(200)

로 보내면,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자신으로부터의 인증 요구를 작성하고, 콘텐츠 수신 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증

기관이 발행한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고유의 공개키와 그 증서를 첨부하여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 보내고, 타이머 회

로(107)를 스타트시켜, 인증 요구에 대한 수신 확인이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수신되기까지의 시간 T1을 측정한다.

타이머 회로(107)에서의 계측값이 소정의 값(T)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즉 T1<T일 때,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개인적

이용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장치인 것을 인증(이하, 시간 인증이라고 함)한다.

이 때,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측에서부터 인증 요구를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 송신할 때, 타이머 회로(207)를 스타

트시켜,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의 수신 확인이 수신되기까지의 시간 T2를 측정함으로써, 시간 인증을 행할 수도 있

다. 이상과 같이 하여 상호 인증에 성공하면 서로 공통의 인증키가 생성되어 공유된다. 상기 인증키의 생성에는 주지의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 인증키의 공유가 완료되면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교환키와 난수를 생성하고, 교환키

와 난수를 각각 인증키에 의해 암호화하여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 보낸다.

또, 도 5에서는 교환키와 난수를 별도로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 송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보내도록 해도 된다.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서는 인증키를 이용하여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송신된 교

환키를 복호하고, 마찬가지로 수신하여 복호한 난수와 함께 보유한다. 계속해서 콘텐츠 송신 장치(100) 및 콘텐츠 수신 장

치(200) 각각은 교환키와 난수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계산 알고리즘에 따라 공통키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공

통키에 의해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송신하고,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서는 복호화된 콘텐츠

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 사이에서 인증이 성공한 경우,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콘텐츠 송신 장

치(100)로 콘텐츠 송신 요구가 전송되고, 이것을 계기로 암호화된 콘텐츠의 송신을 행하도록 한다. 필요한 콘텐츠의 송신

이 완료되면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인증키, 교환키, 콘텐츠의 암호화와 복호화에 필요한 공통키를 파기한다. 콘텐츠 수

신 장치(200)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인증키, 교환키, 공통키를 파기하고, 재차 콘텐츠의 수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인

증 요구부터 행하면 되지만,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시간 인증되었을 때, 상기한 바와 같이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

가 등록된다. 이에 의해,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된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상기 공통키를 파기하지 않고서 유지함으로써, 재차 콘텐츠의 수신을

행할 때, 새롭게 인증 요구부터 행할 필요는 없다.

도 6은 상기한 시간 인증에서, 또한 시큐어하며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 사이에서 인증이 성공하고, 서로 공통된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 주택 내 확인 요구를 송신함과 동시에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킨다. 콘텐츠 수신 장치

(200)는,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의 주택 내 확인 요구에 대한 수신 확인을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 송신한 후

에, 주택 내 확인 응답을 송신한다.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주택 내 확인 응답을 수신했을

때까지의 시간 T3을 측정하고, T3이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주택 내에 존재하는 수신 장치로서 인증한다. 이

와 같이,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서 기기 간의 인증을 행하고, 상호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시

간 인증을 행함으로써, 보다 시큐어하고 또한 정확한 시간 인증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 콘텐츠를 송신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특정한 것에 한정되지

는 않고,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 FTP(File Transfe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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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콘텐츠의 전송 시에는 각 전송 프로토콜에서의 페이로드 부분에 공통키를 이용하여 미리 정

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한 콘텐츠를 수용하여 송신하면 된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는 예를 들면 주지의 암호화 기

술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면 된다.

이상의 점에서 본 발명의 제2 실시 형태에서, 콘텐츠 송신 장치는 한번 시간 인증된 콘텐츠 수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콘텐츠 송신 장치가 등록하고, 재차 콘텐츠의 수신을 행할 때, 콘텐츠 수신 장치의 시간 인증을

행하지 않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송신할 수 있어, 콘텐츠의 수신마다 행하였던 시간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실시예 3>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르면, 예를 들면 휴대 단말기에 의해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콘텐츠

시청도 가능해진다.

도 7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시청 시의 구성도이다. 참조 부호 200c는 콘텐츠 송신 장치가 한번 시간 인증한 휴대용 콘텐

츠 수신 장치이다. 본래, 인터넷에 접속된 휴대용 콘텐츠 수신 장치(200c)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의 시간 인증이

T1>T가 되어 인증되지 않고,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송신되는 콘텐츠를 수신할 수 없지만, 본 발명에 따르면, 콘텐

츠 송신 장치(100)는 휴대용 콘텐츠 수신 장치(200c)를 한번 시간 인증하고, 휴대용 콘텐츠 수신 장치(200c)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공개키를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에 등록한다. 이에 따라, 시간 인증이 T1>T가 되는 곳에서도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용 콘텐츠 수신 장치(200c)는 시간 인증을 행하지 않아도 콘텐츠 송신 장치

(100)로부터 송신되는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부터 송신되는 콘텐츠를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것은,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에 등록

되어 있는 장치만 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정당

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을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인증 요구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증 응답을 송신할 때의 TCP 패킷을 송신할 때나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는 TCP 패킷 혹

은 UDP 데이터그램을 저장하여 송신되는 IP 패킷의 생존 시간 TTL(Time To Live)을 1등급 낮은 값으로 하여 송신하고,

인증 요구가 라우터(400)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콘텐츠의 전송이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실시예 4>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4 실시 형태는, 콘텐츠 송신 장치(500)와 콘텐츠 수신 장치(600)에서 무선 LAN을 사용하여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는 것

이다.

도 8은 무선 LAN을 통한 콘텐츠 송수신 장치를 도시하고 있고, LAN과의 접속에 무선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503, 603)

를 이용하여, WEP(Wired Equivalent Privacy) 암호 처리 회로(509, 609)를 구비하고 있다. WEP는 무선 LAN에서의 시

큐리티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지의 암호화 방식으로,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 사이에서 시큐러티 보

호가 이루어진 통신을 사용자 관리 하에서 실현할 수 있다.

도 9는 콘텐츠 송신 장치(500)와 콘텐츠 수신 장치(600)를 이용한 주택 내의 네트워크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도

9에서 데이터 송신 장치(500)와 2대의 데이터 수신 장치(600a, 600b)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700)에 의해 무선 LAN으로

접속된다.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700)는 또한 라우터(400)에 접속되고, 라우터(400)는 도 2에 도시한 라우터(400)와

마찬가지로 하여 인터넷에 접속된다.

도 8에 도시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500)와 콘텐츠 수신 장치(600) 사이에서 상호 인증과 그에 계속되는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회로(504, 604)에 의해 WEP 암호 처리 회로(509, 609)에서 WEP 처리가 실시되어 있는지

의 여부를 체크한다. 그리고 WEP 처리가 사용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 인증과 그에 계속되는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지 않도

록 하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WEP 처리를 기동시키도록 재촉하는 표시를 행하는 등의 필요한 처리를 행하도록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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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하여, 무선 LAN을 이용하여 콘텐츠의 전송을 행할 때는 반드시 WEP 처리가 실시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그 결과,

콘텐츠 송신 장치(500) 및 콘텐츠 수신 장치(600)의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은 곳에서 무선 LAN을 통하여 다른 데이터 수

신 장치가 접속되어 콘텐츠의 부정한 복사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한 점 이외에 관해서는 제1 실시 형태 내지 제3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콘텐츠 송신 장치 및 콘텐츠 수신 장치에 의해

실시되는 콘텐츠 전송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여,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의 작성을 억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행할 수 있어,

그 때에 개인의 이용 범위를 일탈한 콘텐츠의 전송이 행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 예를 들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를 이용한 예에 대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a)는 PDA(800)와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의 인증 시의 접속을 도시하고 있고, (b)는 상기 인증된 PDA(800)를 이용

하여, 주택 밖에서 주택 내의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의 콘텐츠를 시청할 때의 도면을 도시한 것이다. 참조 부호 800

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로부터 배신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PDA를, 참조 부호 900은 주택 내에서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가 배신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예를 들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나 액정 디스플

레이이다.

예를 들면, 구입한 PDA(800)를 주택 내에서 접속하고, 시간 인증을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송신 장치(500) 사이

에서 행하고, 각각의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에서 인증된 경우,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는 PDA(800)의 어드레스

정보와 상기 시간 인증 시에 사용하는 기기 고유 정보인 공통키를 등록하여 기기를 관리함으로써, 종래 주택 밖의 PDA

(800)는 시간 인증에 의해 주택 내의 콘텐츠 수신 장치(100, 500)로부터 배신되는 콘텐츠의 수신이 허가되지 않지만, 본

발명에 의해 한번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에서 시간 인증을 받아 기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내의 콘텐츠

송신 장치(100, 500)로부터 배신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실시예 5>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 5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한 어드레스 정보나 기기 정보의 내

용을 체크하여, 항상 최신 네트워크 구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1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보유하는 기기 정보 등록 수단(108)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기기 정보 취득부(1081), 기기 정보 등록부(1082), 기기 정보 관리부(1083)에 대해서는,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이다.

기기 정보 체크부(1084)는 기기 정보 등록부(1082)에 등록한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

여 시간 인증을 실시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 기기 정보 관리부(1083)에 상기 등록한 정보의 내용을 갱신하도록 지시한

다.

도 12는 상기 기기 정보 등록부(1082)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084)가 상기 정보를 갱신하기 위

한 관리 데이터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술한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상기 등록된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 외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

마다 카운터 설정값(1201)이나 현재의 카운터값(1202) 등의 관리 정보(1200)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도 13과 도 14를 이용하여,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084)가 기기 정보 등록부(1082)에 등록한 정보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과 콘텐츠 수신 장치(200) 사이에서 인증이 성공한 경우에, 콘텐츠 송신 장치(100)측에서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콘텐츠 수신 장치(200)와의 사이에서 인증이 성공한 경우, 콘텐츠 송신 장치(100)

는,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 중에,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

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없는지 검색한다(단계 1300). 그 결과, 일치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인증 중에 상술한 시간 인증을 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단계 1301), 시간 인증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여 시간 인증을 실시한다(단계 1302). 그리고, 시간 인증의 결과를 판정하고(단계 1303), 성공

한 경우에는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한다(단계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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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 내의 기기 정보 체크부(1084)는, 상기 등록한 정보에 관한 관리 정보(1200)를 작성

하고, 카운터 설정값(1201)(CountMax)과 현재의 카운터값(1202)(Count)에 소정의 값(P1)을 설정한다(단계 1305). 그리

고,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켜, 소정의 시간(T4)이 경과할 때마다 이벤트 통지하도록 설정하고(단계 1306), 네

트워크 상의 장치로부터의 통신이나 인증 요구의 대기 상태로 한다(단계 1307).

여기서, 단계 1303에서 시간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시간 인증을 재시도하고, 또 실패한 경우에는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콘텐츠를 송신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단계 1300에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이미 등록 완료된 경우에는, 단계 1305의 처리로 이행한다. 혹은 관

리 정보(1200) 내의 카운터 설정값(1201)(CountMax)과 현재의 카운터값(1202)(Count)을 참조하여, Count<CountMax

에서 상기 타이머 회로(107)가 이미 동작 중인 경우에는 단계 1307의 처리로 이행해도 된다.

또한, 단계 1305에서 카운터 설정값(1201)(CountMax)으로 설정하는 소정의 값(P1)은, 전체 콘텐츠 수신 장치에 공통된

값이어도 콘텐츠 수신 장치마다 달라도 된다.

다음으로 도 14는 상기 단계 1307의 통지 대기 상태에서 소정의 시간(T4)이 경과하여 상기 타이머 회로(107)에 의해 이

벤트 통지가 발생한 경우에, 콘텐츠 송신 장치(100)측에서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시간 T4가 경과하면 상기 타이머 회로(107)는 타이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콘텐츠 송신 장치(100)로 통지한다(단

계 1400). 이것을 받아,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084)는, 현재의 카운터값(1202)(Count)의 값을 감소하고(단계 1401),

Count=0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1402).

그 결과, Count=0이 된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나, 필요하면 인증키, 교환키, 공통키를 파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서는, 재차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여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와의 사이에서 시간 인증을 실시한다(단계 1403). 그리고, 시간 인증의

결과를 판정하고(단계 1404), 성공한 경우에는, 관리 정보(1200) 내의 현재의 카운터값(1202)에 카운터 설정값(1201)의

값을 설정(Count=CountMax)하고(단계 1407),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켜(단계

1408) 요구 대기 상태로 한다(단계 1307). 한편, 단계 1404에서 시간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시간 인증을 재

시도하고, 또 실패한 경우에는,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084)는 상기 기기 정보 관리부(1083)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인증키, 교환키, 공통키도 파기한다(단계 1405). 그리고 마지막

으로 요구 대기 상태로 한다(단계 1307).

한편, 단계 1402에서, Count>0인 경우에는, 재차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켜 소정의 시간(T4)이 경과할 때마다

이벤트 통지하도록 설정하고(단계 1408), 요구 대기 상태로 되돌아간다(단계 1307).

여기서, 상기에서는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후, 상기 기기 정보 체

크부(1084)가 현재의 카운터 설정값(1202)을 감소하는 타이밍으로서, 일정한 시간(T4)을 사용하고, 소정의 시간

(T4×CountMax)이 경과할 때마다 시간 인증을 행하였지만, 콘텐츠를 송신하지 않은 시간(혹은 송신하고 있는 시간)을 계

측하고, 그 누적치가 일정한 시간(T5)에 도달한 경우에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에서는 카운터 설정값을 갱신하는 타이밍으로서 시간(T4/T5)을 이용하였지만,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송신

한 콘텐츠의 소정의 패킷수, 혹은 콘텐츠 송신 시에 행하는 공통키의 소정의 갱신 횟수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후,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시하고, 존재하지 않은 것을 검지한 시점에서, 카운터 설정값(1201), 현

재의 카운터 설정값(1202)을 설정하고,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켜 정기적으로 시간 계측을 행하여 현재의 카운

터 설정값(1202)을 갱신하고,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소정의 시간에 도달하면,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

(108)로부터 상기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필요하면 인증키, 교환키, 공통키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트워크 상에 장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의 감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TCP가 제공하는 킵 얼라

이브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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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084)에 복수의 카운터(CountMax1, Count1, CountMax2, Count2)를 갖게 하고, 시간 인증

을 행하는 타이밍을 복수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재의 카운터 설정값 Count1은 시간(T4)마다 감소하고, 현

재의 카운터 설정값 Count2는 송신 패킷수(P1)마다 감소하고, 어느 한쪽이 소정의 값(CountMax1, CountMax2)에 도달

한 경우에 시간 인증을 행하는 것 등이 상정된다.

여기서, 상기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대하여 기술하였지만, 콘텐츠 송신 장치(500), 콘텐츠 수신 장치(200, 600)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콘텐츠 송신 장치 및 콘텐츠 수신 장치의 기기 정보 체크부(1804)가,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한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간 인증을 행함으로써, 미접속의 장치나 사용 빈도가 낮은 장

치에 관한 등록 정보가 상기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된 바와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적

절한 등록 정보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실시예 6>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술의 실시예 5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기기 정보 체크부(1804)가,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한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간 인증을 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 6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필요 시에 임의의 타이밍에서 시간 인증을 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필요 시에는, 예를 들면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전원이나 네트워크가 차단 혹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 재차 전

원이 투입되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접속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

사이에서 예약 시청이나 예약 녹화 등, 실행 중에 콘텐츠의 전송이 중단하면 안되는 등의 처리를 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도 15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전원이 차단되거나 혹은 스탠바이 상태가 된 후, 재차 전원이 투입된 경우에, 콘텐츠 송

신 장치(100)측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처리 수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최초로,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전원 투입 시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정, 초기화 처리를 행하고(단계 1500), 네트워크 상

에 존재하는 장치의 검출을 행한다(단계 1501). 장치의 검출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UPnP

(Universal Plug and Play), Jini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단

계 1502), 1대 이상의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여 시간 인증을 실시한다(단계 1503). 그리고, 시간 인증의 결과를 판정하고(단계 1504), 성공한 경우

에는,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804)가 관리하는 관리 정보(1200) 내의 현재의 카운터값(1202)에 카운터 설정값(1201)의

값을 설정(Count=CountMax)하고(단계 1505),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킨다(단계

1507).

한편, 단계 1504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시간 인증을 재시도하고, 또 실패한 경우에는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

내의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등록 정보를 삭제한다(단계 1506).

그리고, 등록된 모든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시간 인증이 종료한 경우(단계 1508)에는, 네트워크 상의 장치로부

터의 통신이나 인증 요구의 대기 상태로 한다(단계 1307).

여기서, 단계 1501, 1502에서, 현재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장치와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되어 있는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비교하여,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는 존재하지만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관해서는, 그 시점에서 어드레스 정보와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단계 1505, 1506에서, 시간 인증 성공 후에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키고 있지만, 단계 1508 후에 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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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전원이나 네트워크가 차단 혹은 스탠바이 상태가 되고, 재차 전원이 투입되거나

혹은 네트워크에 접속한 경우에, 등록하고 있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대하여 시간 인증을 행함으로써, 등록 정보를 최

신의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도 16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가 송신하는 콘텐츠를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서 예약 녹화를 행하는 경우에,

콘텐츠 송신 장치(100)측에서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우선,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예약 녹화를 개시하기 전에, 콘텐츠 송신 목적지인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특정하고(단

계 1600),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가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1601). 그 결과, 이미 등록 완료된 경우에는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여 콘텐츠 수신 장

치(200)에 대하여 시간 인증을 행하고(단계 1602), 그 결과를 판정한다(단계 1603). 시간 인증에 성공한 경우에는, 상기

기기 정보 체크부(1804)가 관리하는 관리 정보(1200) 내의 현재의 카운터값(1202)에 카운터 설정값(1201)의 값을 설정

(Count=CountMax)하고(단계 1604),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킨다(단계 1605). 그 후,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콘텐츠 요구를 수신하면 콘텐츠의 송신을 개시한다(단계 1606).

여기서, 단계 1601에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의 인증 요구 대기가 된다(단계 1307). 여기서, 상기 일련의 수순은 예약 시청이나 예약 실행 이외에, 콘텐츠 송신 장치

(100)가 송신 중인 콘텐츠의 종별이 변화한 경우(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의 전환 시나 선국 시, 축적 프로그램의 변경 시

등)에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의 동작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전원

이나 네트워크가 일단 차단된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재차 그 존재를 검지한 경우나 녹화 상태를 검지한 경우 등에도 마

찬가지의 수순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으로부터, 예약 시청이나 예약 녹화 등을 실행하기 전에 콘텐츠 수신 장치(200)와의 사이에서 미리 시간 인증을 행하

고, 현재의 카운터값(1202)(Count)을 카운터 설정값(CountMax)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예약 시청 중이나 예약 녹화 중에

시간 인증이 동작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등록 정보를 삭제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단하는 등의 사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시예 7>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 7에서는, 콘텐츠 송신 장치(100)의 기기 정보 체크부(1804)가 관리하는 카운터값(Count)을 콘텐츠 수

신 장치(200)측에서 임의의 타이밍에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콘텐츠 송신 장치(100)와 콘텐츠 수신 장치(200) 사이에서 시간 인증을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를 도시한 것이다.

좌측이 콘텐츠 송신 장치(100)를, 우측이 콘텐츠 수신 장치(200)를 나타내고 있고, 시간 인증에서의 소정의 값에 대해서는

도 6에 도시한 시간(T3)을 이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 수신 장치(200)로부터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대하여 인증 요구가 발행되면, 일련의 인증 처

리가 개시된다. 그리고, 시간 인증을 실행하여 성공한 경우에,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기기 정보 등록 회로(108)에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어드레스 정보나 장치 고유의 기기 정보를 등록하고, 기기 정보 체크부(1804)는 상술한 바

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카운터값(Count)으로 카운터 설정값(CountMax)을 설정하고,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스타트시

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나 네트워크 상의 다른 장치로부터의 요구 수신 대기 상태가 된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현재의 카운터값 Count=0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기 정보 등록 회

로(108)에 등록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콘텐츠 1의 송신 요구를 작성하여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송

신하면,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상기 콘텐츠 1을 암호화하여 송신한다. 상기 콘텐츠 1의 수신이 완료된 후, 또한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콘텐츠 2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 인증의 실행 요구를 작성하여 상기 콘텐츠 송

신 장치(100)에 송신한다. 상기 요구를 수신한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는, 상기 타이머 회로(107)를 이용하여 시간 인

증을 실행하고, 성공한 경우에는, 상기 현재의 카운터값(Count)을 재차 카운터 설정값(CountMax)으로 설정한다. 그 후,

상기 콘텐츠 수신 장치(200)는 콘텐츠 2의 송신 요구를 작성하여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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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는,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콘텐츠 1의 수신과 콘텐츠 2의 수신 사이에 시간 인증의 실행 요구를 송신하고 있지

만, 정기적으로 혹은/또한 임의의 타이밍(예를 들면, 예약 시청·예약 녹화 전, 전원 투입 시 등)으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대하여 현재의 카운터값(Count)을 조회하여, 상기 카운터값이

소정의 임계값 이하가 되면, 시간 인증의 실행 요구를 송신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에 의해, 콘텐츠 수신 장치(200)가 콘텐츠 송신 장치(100)에 시간 인증의 실행 요구를 송신하고, 시간 인증을 실행함

으로써, 콘텐츠 송신 장치(100)측의 상기 수신 장치(200)에 관한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있어서, 콘텐츠 송신 장치가 콘텐츠 수신 장치를 인증 요구에 대한 인증을 행하고, 콘텐츠 수

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기기의 고유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 시에, 콘텐

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정당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을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 콘텐츠 송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콘텐츠 수신 장치가 콘

텐츠 송신 장치를 인증하여 상기 콘텐츠 송신 장치의 어드레스 정보와 기기의 고유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상기와 마찬가지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대상을 영상 정보 등의 콘텐

츠로 하고, 콘텐츠를 송수신하는 콘텐츠 송신 장치, 수신 장치로서 설명했지만, 영상 정보 등 이외의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며, 이들 정보를 입출력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혹은 적절하게 시간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상기 어드레

스 정보나 기기의 고유 정보 등의 등록 내용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주택 내의 유선 또는 무선의 LAN을 이용한 콘텐츠의 전송 시에, 콘텐츠의 부정한 복제를 방지하는 복사 프로텍

션을 실시할 수 있고, 더욱이 콘텐츠의 정당한 시청이나 복제의 작성을 개인적 이용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는 콘텐츠 송신

장치, 수신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의 유선 LAN을 이용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로 구성되는 유선 LAN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의 상세도.

도 4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에 등록되는 리스트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콘텐츠 수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에서 콘텐츠의 전송을 행하는 수순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콘텐츠 수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에서 시큐어하고 또한 정확한 시간 인증을 행하는 수순을 도

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송수신 시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의 무선 LAN을 이용한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 콘텐츠 수신 장치로 구성되는 무선 LAN의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에서의 PDA를 이용한 경우의 구성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의 상세도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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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의 기기 정보 등록 회로에 등록되는 리스트를 도시하는 도면의 일례.

도 13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에서 인증이 성공한 경우에, 콘텐츠 송신 장치측에서 실행하

는 수순의 일례.

도 14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가 정기적으로 시간 인증을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

도 15는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의 전원을 투입할 때에, 콘텐츠 송신 장치가 시간 인증을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

도 16은 본 발명의 콘텐츠 송신 장치와 콘텐츠 수신 장치 사이에서 예약 시청 혹은 예약 녹화를 실행할 때에, 콘텐츠 송신

장치가 시간 인증을 실행하는 수순의 일례.

도 17은 본 발명의 콘텐츠 수신 장치가 시간 인증을 요구하는 수순의 일례.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콘텐츠 송신 장치

101 : 콘텐츠 송신 회로

102 : 암호화 회로

103, 203 : 네트워크 통신 처리 회로

104, 204 : 인증 회로

105, 205 : 불휘발성 메모리

106, 206 : 키 생성 회로

107, 207 : 타이머 회로

108, 208 : 기기 정보 등록 회로

200, 200a, 200b : 콘텐츠 수신 장치

201 : 콘텐츠 수신 회로

202 : 복호화 회로

300 : 네트워크 허브 장치

400 : 라우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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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753727

- 17 -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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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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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0753727

- 20 -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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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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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등록특허 10-0753727

- 2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의 목적 5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5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5
  발명의 구성 6
  발명의 효과 15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
도면 15
 도면1 17
 도면2 17
 도면3 17
 도면4 17
 도면5 18
 도면6 18
 도면7 19
 도면8 19
 도면9 19
 도면10 20
 도면11 20
 도면12 20
 도면13 21
 도면14 21
 도면15 22
 도면16 22
 도면1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