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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설계 복잡도 및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링크 프로텍션과 내부 프로텍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는,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
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기기와 공유할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
부터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기 위한 링크 프로텍션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공통키는 상기 링크 프로텍
션부에서 생성되어 상기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되며, 이 때 상기 공통키는 암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데이터 재전송 장치는, 방송 신호 및 외부 디지털/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여 디지털
TV와 같은 재생 기기로 전달하는 디지털 셋톱 박스에 구현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DTCP, 링크 프로텍션, 셋톱 박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장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2의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입력 데이터 처리부의 구성예이다.

  도 4는 도 2의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입력 데이터 처리부의 다른 구성예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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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기간의 링크 프로텍션을 수행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링크 프로텍션시의 암
호화에 이용될 키를 재전송 장치의 내부 프로텍션시의 암호화에 이용함으로써 링크 프로텍션과 내부 프로텍션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디지털 VCR 또는 디지털 셋톱 박스와 같은 소오스 기기(Source Device)로부터 디지털 TV와 같은 싱크 기기(Sink
Device)로 재전송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전송 컨텐츠 프로텍션 프로토콜(Digital
Transmission Contents Protection Protocol,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DTCP라고 함)이 기기간의 링크 프로텍션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이용되고 있다.

  DTCP의 기본 구조는 소오스 기기측에서 싱크 기기의 인증을 거쳐 공통의 비밀키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컨텐
츠를 암호화하여 싱크 기기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초기에 싱크 기기로부터 소오스 기기에 컨텐츠 전송 요구가
전달되면, 소오스 기기는 전송해야 할 저작권 정보를 보고 이 정보가 "copy-free"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
인 경우에는 이 컨텐츠의 스트림을 암호화 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여기에 저작권 정보(Encryption Mode Indicatior;
EMI)를 덧붙인 후 IEEE 1394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싱크 기기로 전송한다. 그러면, 싱크 기기는 수신되는 컨
텐츠 스트림의 저작권 정보를 보고 이 정보가 "copy-free"가 아닌 경우에는 이 컨텐츠 스트림이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서 현재로는 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오스 기기로 상호 인증(authentication)을 요구한다. 싱크 기기로부터 소오스 기기
로 상호 인증 요구가 전해지면, 싱크 기기와 소오스 기기는 DTCP와 같은 링크 프로텍션 프로토콜에 규정된 과정에 따라서
상호 인증 과정을 거친다. 상호 인증 과정이 성공하면 소오스 기기와 싱크 기기 사이에 안전한 디지털 암호 채널을 형성하
기 위한 암호/해독키를 서로 교환하고, 반대로 상호 인증 과정이 실패하면 소오스 기기는 싱크 기기가 신뢰할 수 없는 기기
로 판단하고 컨텐츠 스트림의 전송을 중단한다. 이 때, 암호 채널이 형성된 경우, 이 암호 채널을 통해서 소오스 기기는 싱
크 기기로 암호화된 컨텐츠 스트림을 전송한다.

  한편, 소오스 기기와 싱크 기기간의 링크 프로텍션이 DTCP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오스 기기의 입력 모
듈에서 전송 모듈까지의 데이터 흐름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프로텍션이 요구된다. 특히,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기반의 디지털 셋톱 박스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PCI 슬롯을 통해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
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래에는 소오스 기기의 내부 프로텍션을 위해 소오스 기
기의 입력 모듈에서 링크 프로텍션시의 암호화에 이용되는 키와는 다른 키로 컨텐츠 스트림을 암호화하거나, 소오스 기기
의 입력 모듈과 전송 모듈 사이에 전용 버스를 연결하여 물리적으로 내부 프로텍션을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오스 기기의 입력 모듈에서 링크 프로텍션시의 암호화에 이용되는 키와 다른 키로 컨텐츠 스트림을 암호화하
여 내부 프로텍션을 실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오스 기기에서 컨텐츠 스트림에 대한 2중의 암호화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내부 프로텍션시의 암호화 키가 고정된 값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보안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 키를 제
대로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드는 설계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오스 기기의 입력 모듈과 전송 모듈 사이에 전용 버스를 연결하여 물리적으로 컨텐츠 스트림에 대한 접근을 차단
하는 것은, 하드웨어 설계 및 유지가 어렵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소오스 기기와
싱크 기기가 IEEE 1394 버스 또는 USB(Universal Serial Bus)에 의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향후 기기간 무선 통신
을 구현하기 위해 소오스 기기에 LAN 카드와 같은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채택할 경우에는 소오스 기기의 입력 모듈과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물리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부 프로텍션을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설계 복잡도 및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효율적으로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내부 프로텍션
및 링크 프로텍션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 재전송 장치에서 링크 프로텍션 모듈에서 생성된 컨텐츠 키로 입력 모듈의 디지털 컨텐츠
를 암호화함으로써 설계 복잡도와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내부 프로텍션을 구현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기기와 공유할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버스
를 통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기 위한 링크 프로텍션부를 포함하는 데이
터 재전송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공통키는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에서 생성되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되며, 특히 상기 링크 프로텍션
부는 상기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암호화된 공통키를 상기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로부터 수신하여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또한, 상
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공통키를 생성하며,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
는 DTCP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공통키를 생성한다.

  또한,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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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입력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기 위한 코딩부와, 상기 코딩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부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입력 데이터가 디지털 방송 신호인 경우에,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 및 상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의 검출 결과에 따라 디코딩된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입력 데이터가 외부 재생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인 경우에,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를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인코딩부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 및 상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의 검출 결과에 따라 인코딩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포함하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소정의 버스는 PCI 버스이며,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유선 통신 채널 또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암
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국면은,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기 위한 방
법에 있어서, (a) 데이터 입력단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
로 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기기와 공유할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터 재전송단에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버스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전
송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b) 단계는 상기 공통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며, 상기 (a) 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공통키를 상기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데이터 재전송단으로부터 수신하여 복호화하
고 상기 복호화된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공통키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생성되며, 상기 공통키는
DTCP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암호화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소정의 버스는 PCI 버스이며,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는 유선 통신 채널 또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국면은,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
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소정의 기기와의 기기 인증을 통해 공통키를
생성하는 링크 프로텍션부와,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이용하여 상기 AV 스트림 정보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AV 스트림 정보 재전송 장치를 제공한다.

  이 때,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기기 인증을 통해 생성된 상기 공통키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부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국면은,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
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소정의 기기와의 기기 인증을 통해 공통
키를 생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이용하여 상기 AV 스트림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AV 스트
림 정보 재전송 방법을 제공한다.

  이 때, 상기 (b) 단계는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
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장치로서의 디지털 셋톱 박스(10)가 디지털 VCR(12) 및 DVD 플레이
어(14)로부터 디지털 신호 및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안테나(18)를 통해 아날로그/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유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디지털 TV(16)로 재전송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방송 신호와 외부 입력 신호를 디지털 TV와 같은 디스플레이 재생 장치가 직접 수신하지 않고 디지
털 셋톱 박스에서 일괄적으로 수신하여 소정의 처리를 거친 신호를 디지털 TV로 재전송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 2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장치(20)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터 재전송 장치(20)는 위성 방송, 케
이블 방송 및 공중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DVD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재생 신
호를 입력받아 소정의 처리를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처리된 신호를 암호화하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와, 디지털 TV와
같은 싱크 기기를 인증하고 싱크 기기와 공통키를 교환하며 공통키를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하는 링크 프로텍션
부(25)와, 입력 데이터 처리부(23)와 링크 프로텍션부(25)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중재하는 제어부(27)를 포함한다. 또한,
데이터 재전송 장치(20)의 각 부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PCI 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재전송 장치(20)는 AV 스트
림을 재전송하는 경우에 AV 스트림 재전송 장치로 지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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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 재전송 장치(20)는 도 2에 도시된 구성 요소 이외에도 PVR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더 구비할 수도 있고, 후술하는 트랜스코딩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버퍼 메모리를 더 구비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추가적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은 본 명세서에서 생략한다.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수신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소정의 처리를 수행하고 링크 프로텍션부(25)에서 생성된 공
통키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232)와, 수신된 데이터를 싱크
기기에서 유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는 코딩부(234)와, 코딩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236)를 포함한다.

  수신부(232)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는데, 예컨대 입력 데이터가 방송 신호일 경우에 수신부(232)는
도 3의 안테너(231a) 및 튜너(232a)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입력 데이터가 DVD 플레이어와 같은 외부 재생 장치로부
터 입력되는 재생 신호일 경우에는 도 4의 외부 입력 인터페이스(232b)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코딩부(234)는 입력 데이터의 종류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 또는 트랜스코딩한다. 예컨대, 입
력 데이터가 디지털 방송 신호인 경우에 코딩부(234)는 도 3의 MPEG-2 디코더(234a)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고, 입력 데
이터가 DVD 플레이어와 같은 외부 재생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재생 신호일 경우에 코딩부(234)는 도 4의 MPEG-2 인코
더(234b)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부(236)는 코딩된 입력 데이터를 링크 프로텍션부(25)에서 생성된 공통키로 암호화한다. 이 때, 암호화부(236)는
코딩부(234)와 별개의 모듈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딩부(234) 내의 모듈
로 구성된다.

  한편, 모든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도 있지만, 입력 데이터에는 통상 소정의 복사 제어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이 복사 제어 정보가 예컨대, "Copy Free"가 아닐 경우에만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의 검출은 코딩부(234) 또는 암호화부(236)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예컨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딩부(234) 내에서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237a, 237b)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별
도의 복사 제어 정보 검출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복사 제어 정보의 검출이 수행될 수도 있다. 또한, 링크 프로텍션부
(25)에서 공통키를 암호화한 경우에는 암호화된 공통키의 해독이 암호화부(236) 또는 암호화 모듈(239a, 239b)에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도 3에는, 수신되는 데이터가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디지털 방송 신호인 경우에 도 2의 입력 데이터 처리부(23)
의 구성예가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 처리부(23a)에서는 안테나(231a)를 통해 수신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튜너(232a)에서 선국하고 MPEG-2 디코더(234a)에서 디코딩한다. 이 때, MPEG-2 디코더(234a)는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237a)과 암호화 모듈(239a)을 포함하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237a)은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
의 디코딩시에 디지털 방송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와 같은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한
다.

  이 때 검출된 복사 제어 정보가 "copy free"가 아니라면 링크 프로텍션부(25)는 DTCP와 같은 소정의 링크 프로텍션 프
로토콜에 따라 싱크 기기와의 인증을 수행하여 공통키를 교환하며 생성된 공통키는 PCI 버스를 통해 입력 데이터 처리부
(23a)로 전달된다. 따라서, 암호화 모듈(239a)은 DES 또는 AES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링크 프로텍션부(25)
로부터 전달받은 공통키로, 디코딩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암호화하며, 암호화된 스트림은 링크 프로텍션부(25)
를 통해 싱크 기기로 재전송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통키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a)로 전달되기 전에 링크 프로
텍션부(25)에서 암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암호화 모듈(239a)은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공통키로,
디코딩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a)는 암호화된 공통키
를 복호화하기 위한 별도의 공통키 복호화 모듈을 갖출 수도 있다.

  도 4에는 수신되는 데이터가 DVD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재생
신호인 경우에 도 2의 데이터 재전송 장치(23)의 구성예가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재전송 장치(23b)에서는 외부
입력 인터페이스(232b)를 통해 아날로그/디지털 재생 신호를 수신하여 MPEG-2 인코더(234b)에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인코딩한다. 이 때에도, 역시 MPEG-2 인코더(234b)는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237b)과 암호화 모듈
(239b)을 포함하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237b)은 예컨대 아날로그 재생 신호에 포함될 수 있는 매크로비젼
(Macrovision) 또는 디지털 재생 신호에 포함될 수 있는 CCI(Copy Control Information) 비트와 같은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한다.

  이 때 검출된 복사 제어 정보가 "copy free"가 아니라면 링크 프로텍션부(25)는 DTCP와 같은 소정의 링크 프로텍션 프
로토콜에 따라 싱크 기기와의 인증을 수행하여 공통키를 교환하며 생성된 공통키는 PCI 버스를 통해 입력 데이터 처리부
(23b)로 전달된다. 따라서, 암호화 모듈(239b)은 DES 또는 AES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링크 프로텍션부
(25)로부터 전달받은 공통키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암호화하며, 암호화된 스트림은 링크 프로텍션부(25)를 통
해 싱크 기기로 재전송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통키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b)로 전달되기 전에 링크 프로텍션
부(25)에서 암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암호화 모듈(239b)은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공통키로,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b)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
하기 위한 별도의 공통키 복호화 모듈을 갖출 수도 있다.

  한편,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HD 데이터를 SD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MPEG-4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MPEG-2 트랜스
포트 스트림으로 변환하기 위해 트랜스코더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때 트랜스코더는 일반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
함할 수 있으며, 도 3 및 도 4의 입력 데이터 처리부처럼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과 암호화 모듈을 포함한다.

  링크 프로텍션부(25)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에서 수신한 데이터가 "copy free"가 아니라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이터인 경우에, DTCP와 같은 링크 프로텍션 프로토콜에 의해 싱크 기기와의 기기 인증 및 공통키 교환을 수행하며, 생성
된 공통키는 PCI 버스를 통해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된다. 이 때 공통키는 세션키와 컨텐츠키로 구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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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DTCP에 의해 링크 프로텍션을 수행할 경우에 세션키가 먼저 생성되고 이 세션키를 바탕으로 컨텐츠키가 생성된다. 따
라서, 일반적으로 컨텐츠키가 공통키로서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션키가 공통키로서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션키가 공통키가 되는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세션키
로부터 공통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링크 프로텍션부(25)는 현재 IEE1394 인터페이스상에서 구현
되어 IEEE1394 버스를 통해 유선으로 싱크 기기와 접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크 기기와의 무선 통신을 위해 LAN 카
드와 같은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상에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어부(27)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23)와 링크 프로텍션부(25)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하고, 장치내의 각 구성 요소
및 장치의 전체 제어를 수행하며, 제어부(27)의 기능은 CPU 또는 시스템 콘트롤러(ASIC) 등에 의해 실현된다.

  한편, 공통키를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할 때에도 PCI 버스를 경유하기 때문에 공통키가 물리적으로 해킹당할 염
려가 있다. 따라서, 공통키는 링크 프로텍션부(25)에서 암호화되어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해독할 수 있는 별도의 공통키 암호화 모듈을 갖추
거나, 바람직하게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도록 암호화모듈(239a, 239b)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장치(20)의 동작을 설명한다. 입력 데이터 처리부(23)가 방송 신호 또
는 외부 입력 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하여 복사 제어 정보가 "copy free"가 아니라
면, 링크 프로텍션부(25)는 DTCP와 같은 링크 프로텍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싱크 기기를 인증하고 싱크 기기와 공통키
를 교환한다. 이어서, 공통키는 PCI 버스를 통해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 전달되고,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전달받은
공통키를 이용하여, 소정의 코딩 과정을 거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는 PCI 버스를 거쳐 링크
프로텍션부(25)를 통해 싱크 기기로 재전송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링크 프로텍션부(25)는 공통키를 암호화하며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로는 이 암호화된 공통키가 전달되고, 입력 데이터 처리부(23)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여 복호화
된 공통키를 이용하여, 소정의 코딩 과정을 거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따라서, PCI 버스를 경유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PCI 슬롯을 통한 물리적 해킹에 안전하고 링크 프로텍션
과정에서 생성된 공통키를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입력단에서 입력 데이터의 암호화에 이용하기 때문에 링크 프로텍션과
내부 프로텍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재전송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5에 따르면, 단계(S501)에서는,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디지털 방송 신호 및/또는 디지털 컨텐츠 재생 장치로부터의 아날로그/디지털 재생 신호를
입력 데이터로 하여, 입력 데이터로부터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한다. 단계(S503)에서는 복사 제어 정보가 "Copy Free"인
지를 확인하여 "Copy Free"라면 단계(S511)로 진행하여 입력 데이터를 PCI 버스를 거쳐 싱크 기기로 재전송하며, "Copy
Free"가 아니라면 단계(S505)로 진행한다. 단계(S505)에서는 DTCP와 같은 링크 프로텍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싱크 기
기와의 링크 프로텍션을 실행하고, 단계(S507)에서는 링크 프로텍션 과정에서 싱크 기기와 공유할 공통키를 생성한다. 이
때,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S509)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공통키로 암호화
(S509)하며, 또는 공통키가 암호화된 경우에는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여 복호화된 공통키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
하며, 단계(S511)에서는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PCI 버스를 거쳐 싱크 기기로 재전송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한 예에 불과하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내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얼마든지 변형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설계 복잡도 및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효율적으로 데이터 재전송 장치의 내부 프로
텍션 및 링크 프로텍션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데이터 재전송 장치에서 링크 프로텍션 모듈에서 생성된 컨
텐츠 키로 입력 모듈의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함으로써 설계 복잡도와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내부 프로텍션을 구
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링크 프로텍션 과정에서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함으로써 공통키 자체의 내부 프로텍션도 실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기기와 공
유할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입력 데이터 처리부와,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
하기 위한 링크 프로텍션부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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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키는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에서 생성되어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상기 공통키를 암호화하며,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암호화된 공통키
를 상기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로부터 수신하여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
를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공통키를 생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DTCP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공통키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
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와, 상기 수신된 입력 데이터를 상
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기 위한 코딩부와, 상기 코딩된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
한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가 디지털 방송 신호인 경우에, 상기 입력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코딩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 및 상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의 검출 결과에 따라 디코딩된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암호
화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가 외부 재생 장치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인 경우에, 상기 입력 데이
터 처리부는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를 인코딩하기 위한 인코딩부를 포함하며, 상기 인코딩부는 상기 아날로그/디지
털 컨텐츠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 및 상기 복사 제어 정보 검출 모듈의 검출
결과에 따라 인코딩된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
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버스는 PCI 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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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유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장치.

청구항 13.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데이터 입력단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로 코딩하고
상기 소정의 기기와 공유할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b) 상기 데이터 재전송단에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를 소정의 버스를 통해 수신하여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공통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a) 단계는 상기 암호화
된 공통키를 상기 소정의 버스를 통해 상기 데이터 재전송단으로부터 수신하여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공통키로 상기
입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공통키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공통키는 DTCP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
송 방법.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입력 데이터는 상기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복사 제어 정보에 따라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19.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버스는 PCI 버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20.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는 유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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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암호화된 입력 데이터는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서 상기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전송 방법.

청구항 22.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소정의 기기와의 기기 인증을 통해 공통키를 생성하는 링크 프로텍션부와,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이용하여 상기 AV 스트림 정보를 암호화하는 암호화부를 포함하는 AV 스트림 정보 재전송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프로텍션부는 기기 인증을 통해 생성된 상기 공통키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부는 암호화
된 공통키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스트림 정보 재전송 장치.

청구항 24.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기기로 재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소정의 AV 스트림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소정의 기기와의 기기 인증을 통해 공통키를 생성하는 단계와,

  (c)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이용하여 상기 AV 스트림 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AV 스트림 정보 재전송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생성된 공통키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c) 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공통키를 복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V 스트림 정보 재전송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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