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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휴대형 저장장치와 디바이스간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이용한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휴대형 저장장치

를 제공한다.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은 휴대형 저장장치에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를 요청하는 단계와,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수신하는 단계, 및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복호화하고 재생권리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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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개념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재생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재생에 사용되는 권리객체의 형식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권리객체의 제한(Constraints)의 종류를 보여주는 표이다.

  도 6과 도 7은 각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재생과정의 명령어와 그 출력응답의 형식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바이스의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휴대형 저장장치와 디바이스간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

를 이용한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및 장치와, 이를 위한 휴대형 저장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DRM을 적용한

상용 서비스들이 도입되었거나 도입중에 있다. DRM이 되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가 갖는 여러가지 특성으로

부터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와는 달리 손실이 없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과, 재사용 및 가공

이 용이한 특성과, 쉽게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복제와 배포를 손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콘텐츠는 그 제작에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용인될 경우에,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디지털 콘

텐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은 꺽이게 될 것이고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과거에는 주로 디지털 콘텐츠 무단접근 방지에 중점을 두

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access)은 대가를 지불한 일부 사람에게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대가

를 지불한 사람은 암호화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

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접근한 디지털 콘텐츠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할 경우에 제3자는 대가를 지불

하지 않고도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DRM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DRM은

어떤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암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복호화

하여 재생시키려면 권리객체(Rights Object)라는 라이센스를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DRM을 적용하면 디지털 콘

텐츠를 기존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DRM의 개념은 도 1을 통해 설명한다. DRM은 암호화 또는 스크램블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 콘텐츠(이하에서는 암호화

된 콘텐츠로 언급한다)와 보호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객체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DRM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110, 150)과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자(Contents Issuer)(120)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권리객체를 발행하는 권리객체 발

행기관(Rights Issuer)(130), 및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140)이 도시된다.

  동작을 살펴보면, 사용자A(110)는 원하는 콘텐츠를 콘텐츠 공급자(120)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DRM으로 보호된 암호화

된 콘텐츠를 얻는다. 사용자A(110)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는 라이센스는 권리객체 발행기관(130)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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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권리객체로부터 얻을 수 있다. 권리객체가 있는 사용자A(110)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 한번 암

호화된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시키거나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A(110)는 사용자B(150)에게 암호화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B(150)는 전달받은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권리객체를 필요로 하게 되

는데, 이러한 권리객체는 권리객체 발행기관(130)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한편,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은 콘텐

츠 공급자(120)와 사용자A(110) 및 사용자B(150)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나타내는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한다. 인증

서는 사용자들(110, 150)의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부터 디바이스내에 넣을 수 있으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인증기관(140)으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DRM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된 바와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A(110)와 사용자B(150) 사이에서 권

리객체나 암호화된 콘텐츠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한 감이 없지 않다. 디바이스들간의 권리객체 또

는 암호화된 콘텐츠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휴대형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디바이스들간의 권리객체

와 암호화된 콘텐츠의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즉, 휴대형 저장장치에 권리객체를 두고 디바이스는 이를 이용하여

DRM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가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Playback)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휴대형 저장장치와 디바이스간의 동작방법과, 이러한 동작을 하는 휴대형 저장장치와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

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은 DRM으로 보호

되는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의 세팅을 휴대형 저장장치에 요청하는 단계와, 휴대형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DRM으로 보호

되는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재생권리를

이용하여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은 디바이스로

부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의 세팅을 요청받는 단계와, 상기 요청받은 재생권리를 포함하는 권리객

체를 찾고, 상기 권리객체로부터 얻은 재생권리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저장장치는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된 권리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권리객체 저장모듈과, 세션키 생성과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와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 및 DRM 동작을 수행하는 DRM 에이전트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DRM 에

이전트 모듈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로부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를 요청받으면 상기 권리객체 저장모

듈에 저장된 권리객체들 중에서 상기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를 찾고,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복호

화하여 상기 권리객체에 포함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찾고, 상기 콘텐츠 암호화 키를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세션키

로 암호화한 후에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바이스에 보내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장치는 휴대형 저장장

치와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DRM으로 보호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콘텐츠 저장모듈과, 세

션키 생성과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와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 및 DRM 동작을 수행하는 DRM 에이

전트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DRM 에이전트 모듈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콘텐츠 저장모듈에 저장된 DRM으로 보

호되는 어느 한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를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에게 요청하고,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로부터 세션키로 암

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복호화하고

콘텐츠 암호화 키로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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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렇지만 용어의 설명의 본 명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공개키 암호화(Public-key Cryptography)

  비대칭 암호화라고도 하며, 이는 데이터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된 키가 데이터를 암호화한 키와 서로 다른 암호화를 의미

한다. 공개키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키는 비밀로 보관될 필요가 없으므로 암호화키를 안전하지 않은 일반 채널을 통해 교환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공개키 암호화는 제3자가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

호화키 및 암호화된 문장을 가지고 원문을 알 수 없거나 알기 매우 힘든 특성을 갖는다.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의 예로는

Diffie-Hellman 암호시스템, RSA 암호시스템, ElGamal 암호시스템, 및 타원곡선(Elliptic Curve) 암호화 시스템 등이 있

다. 공개키 암호화의 경우에 대칭키 암호화보다 약 100~1000배 정도 느리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

기 보다는 키교환이나 전자서명 등에 사용된다.

  -대칭키 암호화(Symetric-key Criptography)

  비밀키 암호화라고도 하며, 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키와 데이터를 복호화하는데 사용한 키가 동일한 암호화

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화의 예로는 DES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ES를 채용한 어플리케

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인증서(Certificate)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라는 공인된 기관에서 공개키 암호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공개키를 인증한 것을 말

하며, 인증서는 특정 가입자의 신원과 공개키를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공개

키를 인증서에 적용하면 그 인증서의 무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특정 사용자의 공개키를 임의로 변조

하는 것을 막아준다.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서명자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예로는 RSA 전자서명,

ElGamal 전자서명, DSA 전자서명, Schnorr 전자서명 등이 있다. RSA 전자서명의 경우에 암호화된 메시지 송신자는 메시

지를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송신하고,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이러한 경우에

메시지의 암호화는 송신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랜덤 번호

  랜덤성을 갖는 숫자 또는 문자열을 의미하며, 실제로 완전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것은 고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

사랜덤(Pseudo-Random) 번호가 사용되기도 한다.

  -휴대형 저장장치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에 연결이 가능한 저장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장장치의 예로는 스마트 미디어, 메모리 스

틱, CF카드, XD카드, 멀티미디어카드 등이 있으며, 이하 상세한 설명에서는 멀티미디어카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DRM 에이전트

  디바이스나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안에서 디바이스의 미디어 객체들을 위한 허가들을 관리하는 엔터티를 말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는 도면이다.

  사용자A(210)는 콘텐츠 공급자(220)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암호화된 콘텐츠란 DRM으로 보호되는 콘

텐츠를 의미하는데, 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를 필요로 한다. 권리객체란 콘텐츠에 대한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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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와 권리의 제한(constrain)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객체 자신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권리

의 예로는 재생이 될 수 있고, 제한사항의 예로는 재생 횟수, 재생 시간, 재생 기간 등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도 2에 표시되

지는 않았으나 권리객체 자신에 대한 권리 중에는 이동이나, 복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암호화된 콘텐츠를 얻은 사용자A(210)는 이에 대한 재생권한을 얻기 위하여 권리객체 발행기관(230)에 권리객체 요청

을 한다. 권리객체 발행기관(230)으로부터 권리객체 응답과 함께 권리객체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

생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해당 암호화된 객체를 갖고 있는 사용자B(250)에게 권리객체를 전달하려고 할 때 사용자

A(210)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전달할 수 있다. 일 실시예로 휴대형 저장장치는 DRM기능을 갖는 보안 멀티미디

어카드(260)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A(210)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와 상호인증(Authentication)을

한 후에 권리객체를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로 이동시킨다. 사용자A(210)가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키려면 보안 멀

티미디어카드(260)에 재생권리를 요구한 후에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로부터 재생권리(콘텐츠 암호화 키)를 받아 암호

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다. 한편,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는 사용자B(250)와 인증(Authentication)을 거친 후에

사용자B(250)에게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와 사용자

B(250) 사이에는 상호인증이 있어야 한다. 보안 멀티미디어카드(260)에 저장된 권리객체를 이용하여 사용자들(210, 250)

이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 3을 통해 상술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재생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설명 중에 어떤 객체의 아래 첨자중에서 D는

디바이스 소유이거나 디바이스가 생성한 것을 의미하고 M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소유이거나 보안 멀티미디어카드가 생

성한 것을 의미한다.

  디바이스(310)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 저장된 권리객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다. 권리

객체는 디바이스(310) 또는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제조사에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를 제작할 때 권

리객체를 갖도록 제작할 수도 있다.

  먼저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310)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서로 상호인증을 해야한다

(S100). 상호인증은 상대방의 인증서(Certificate)를 받아 인증서 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정당한 장치(또는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디바이스(310)로부터 디바이스 인증서(CertD)를 받아 디

바이스가 정당한 장치(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바이스 공개키(PubKeyD)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

로 디바이스(310)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로부터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인증서(CertM)을 받아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가 정당한 장치(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공개키(PubKeyM)를 얻을 수 있다.

  인증과정에서 디바이스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중 어느 하나가 랜덤번호를 생성하여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에

전송하고 이를 세션키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310)가 랜덤 번호D를 생성하고 이를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공개키(PubKeyM)로 암호화한 후에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게 전송한다.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암호화된 랜

덤 번호D를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공개키(PubKeyM)에 대응되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개인(PrivKeyM)로 복호화하여 랜덤

번호D를 얻는다. 양자는 랜덤 번호D를 세션키로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랜덤성을 높이기 위해 양자 모두 랜덤 번호를 생성하여 서로 교환한다. 즉, 상호인증을 통해 디바이스(310)

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랜덤번호D와 랜덤번호M을 갖게 된다. 랜덤번호들을 이용하여 디바이스(310)와 보안 멀티

미디어카드(320)는 동일한 세션키를 생성한다(S110, S120). 두 랜덤 번호들을 이용하여 세션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은

공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으로는 두 랜덤번호를 XOR 연산하여 세션키를 생성할 수 있다.

  디바이스가 암호화된 콘텐츠를 재생하려고 하면 권리객체를 가진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게 재생권리를 요청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디바이스(310)가 명령을 하고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명령에 대한 응답을 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디바이스(310)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 모두가 동작을 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바이스(310)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 재생권리 세팅 요청을 한다(S200). 재생권리 세팅 요청을 할 때 재생하고

자 하는 콘텐츠를 특정하는 콘텐츠 아이디를 함께 보낸다. 재생권리 세팅 요청을 받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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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디바이스에게 전송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 아이디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를 찾고, 권리

객체에 담긴 콘텐츠 암호화 키를 세션키로 암호화한다(S210).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 저장된 권리객체가 암호화된

상태라면 권리객체를 복호화한 후에 콘텐츠 암호화 키를 얻고, 콘텐츠 암호화 키를 세션키로 암호화한다.

  재생권리 세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디바이스(310)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 재생권리 전송 요청을 한

다(S220). 재생권리 전송 요청을 받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세션키로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

화 키를 디바이스(310)에 전송한다. 콘텐츠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암호

화 키는 재생권리의 역할을 한다. 명령과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수신한 디바이스(310)는 세션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복호화하여 콘

텐츠 암호화 키를 얻는다(S240).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310)는 콘텐츠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한

다(S250). 디바이스(310)는 콘텐츠를 복호화한 후에는 콘텐츠를 재생한다(S260). 콘텐츠 재생이 끝나면 디바이스(310)는

다시 콘텐츠를 암호화한다(S270).

  한편,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콘텐츠 재생에 따라 권리객체를 업데이트(S280)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멀티

미디어카드(320)는 권리객체 업데이트 시점을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S230)를 디바이스(310)에 전송할 때로 결정한

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는 권리객체 업데이트 시점을 콘텐츠 재생이 끝났음(또는 일정 부분

이상을 재생했음)을 디바이스로부터 통보받을 때(도시되지 않음)로 결정한다.

  평상시에 권리객체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서 다른 디바이스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된 상태이어나

(다른 디바이스들은) 읽기불능 상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권리객체가 디바이스 내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에서 권리객체에 담긴 콘텐츠 암호화키를 얻으려 할 때 권리객체를 복호화한 후에 하

고, 권리객체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암호화한다. 권리객체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가 소유한 고유키로 대칭키방식으

로 암호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안 멀티미디어카드(320)의 개인키(PrivKeyM)로 RSA와 같은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되

어 있을 수도 있다. 권리객체의 형식과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도 4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콘텐츠 재생에 사용되는 권리객체의 형식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권리객체는 크게 버전(Version) 필드(410), 자산(asset) 필드(420), 허가(Permission) 필드(430)으로 구성된다. 버전 필

드(410)는 DRM 시스템의 버전 정보를 나타내고, 자산 필드(420)는 권리객체에 따라 재생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며, 허가 필드(430)는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객체 발행기관(Right Issuer)에 의해 허용되는 실제 용도

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자산(120)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id는 권리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나타낸다.

  uid는 권리객체에 의해 그 이용이 지배되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DRM 콘텐츠 포맷의 콘텐츠 데이터의 유

니폼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이하 URI라 함)이다.

  inherit는 권리객체에 의해 그 이용이 지배되는 자산들간의 상속관계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부모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한다. 두 자산요소간에 상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모든 부모 자산의 권한은 자식 자산에 적용된다.

  KeyValue는 콘텐츠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진 키 값을 저장한다. 이를 콘텐츠 암호화 키(Content Encryption

Key; 이하 CEK라 함)라 한다. CEK는 디바이스가 이용하고자 하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하는 키 값으로 디바이스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로부터 이 CEK 값을 전송받음으로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허가(permission)부분(430)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idref는 자산에 저장되어 있는 권리객체 id에 대한 참조 값을 가진다.

  permission은 권리객체 발행기관(Right Issuer)이 허용하는 콘텐츠의 사용 권한인데, permission의 종류에는 플레이

(Play), 디스플레이(Display), 실행(Execute), 인쇄(Print), 수출(Export)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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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Play) 요소는 DRM 콘텐츠를 오디오/비디오 형태로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이런 방

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콘텐츠, 예를 들면 자바 게임 등에 플레이에 따른 접속을 부여하지 않는다.

  플레이 허가(Play permission)는 제한(Constraint)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한(Constraint) 요소가 특정되어 있다

면 DRM 에이전트는 해당 제한 요소에 따라 재생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어떠한 제한 요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DRM

에이전트는 무제한의 재생 권한을 부여한다.

  디스플레이 요소는 DRM 콘텐츠를 시각 장치에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gif 또는 jpeg

이미지와 같이 시각 장치를 통해 표현될 수 없는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디스플레이에 따른 접속을 부여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허가(Display Permission)는 제한(Constraint)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한(Constraint) 요소가 특정되

어 있다면 DRM 에이전트는 해당 제한 요소에 따라 디스플레이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어떠한 제한 요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DRM 에이전트는 무제한의 디스플레이 권한을 부여한다.

  실행(Execute) 요소는 자바게임 또는 다른 응용프로그램과 같은 DRM 콘텐츠를 실행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콘텐츠에 실행에 따른 접속을 부여하지 않는다.

  실행 허가(Execute Permission)는 제한(Constraint)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한(Constraint) 요소가 특정되어 있

다면 DRM 에이전트는 해당 제한 요소에 따라 실행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어떠한 제한 요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DRM 에이전트는 무제한의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

  인쇄(Print) 요소는 jpeg등의 이미지와 같은 DRM 콘텐츠의 하드카피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콘텐츠에 인쇄에 따른 접속을 부여하지 않는다.

  인쇄 허가(Print Permission)는 제한(Constraint)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한(Constraint) 요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DRM 에이전트는 해당 제한 요소에 따라 인쇄 권한을 부여하고, 어떠한 제한 요소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DRM 에이전트

는 무제한의 인쇄 권한을 부여한다.

  상세한 설명에서 재생(Playback)이라는 용어는 플레이(Play), 디스플레이(Display), 실행(Execute), 인쇄(Print)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재생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명령어에 포함되어야 할 파라미터

값이 다를 수 있고,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DRM 표준으로 널리 알려진

OMA(Open Mobile Alliance) DRM의 경우에도 재생을 플레이(Play), 디스플레이(Display), 실행(Execute), 인쇄(Print)

등으로 나누고 있는바, 가급적 OMA DRM에 맞출 경우에 본 실시예를 적용한 DRM 관련 제품이 업계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 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수출(Export) 요소는 DRM 콘텐츠와 상응하는 권한 객체들을 OMA DRM 시스템이 아닌 다른 DRM 시스템 또는 콘텐츠

보호 구조로 내보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출 허가(Export Permission)는 제한(Constraint)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제한(Constraint) 요소는 어떤 DRM 시

스템 또는 콘텐츠 보호 구조로 DRM 콘텐츠 및 권한 객체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특정한다. 수출 허가에는 Move와 Copy의

두가지 모드가 있다. Move의 경우 다른 시스템으로 권리객체를 수출하는 경우 현재의 DRM 시스템내의 권리객체를 삭제

하나, Copy의 경우 현재의 DRM 시스템내의 권리객체를 삭제하지 않는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권리객체의 제한(Constraints)의 종류을 보여준다.

  허가(Permission)는 그것이 가지는 제한(Constraint)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제한된다.

  Count 제한(510)은 양의 정수 값을 가지며, 콘텐츠에 부여되는 허가의 횟수를 특정한다. DRM 에이전트는 Count 제한의

값에 의해 특정되는 횟수 이상으로 DRM 콘텐츠에 접속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Count 제한 값이 양의 정수가 아니면

DRM 에이전트는 DRM 콘텐츠에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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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time 제한(520)은 허가에 대한 시간범위 제한을 특정하며, 선택적으로 시작(start) 및 종료(end) 요소를 갖는다. 시

작 요소가 있으면 특정된 시간/날짜 이전에는 접속이 허가되지 않으며, 종료 요소가 있으면 특정된 시간/날짜 이후에는 접

속이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작 요소의 값이 종료 요소의 값보다 크면, DRM 에이전트는 DRM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불허한다.

  시작 요소 및 종료 요소의 포맷은 CC는 세기, YY는 년, MM은 달, DD는 일, T는 날짜와 시간의 구분자, hh:mm:ss는 각

각 시, 분, 초를 나타낸다.

  Interval 제한(530)은 권한이 DRM 콘텐츠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는 시간의 구간을 특정한다.

  시작 요소 또는 종료 요소는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다. 시작 요소가 있으면 특정된 시간/날짜 이후, 종료 요소가 있으면

특정된 시간/날짜 이전에 duration 요소에 특정된 시간동안 DRM 콘텐츠의 소비가 허용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Interval 제한에 의해 특정된 구간이 경과한 후에는 DRM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불허한다. Duration 요소의 포맷은, 예를

들어 P2Y10M15DT10H30M20S의 경우 2년 10개월 15일 10시간 30분 20초의 기간을 나타낸다.

  Accumulated 제한(540)은 권한이 DRM 콘텐츠에 수행될 수 있는 측정된 사용 시간의 최대 구간을 특정한다. DRM 에이

전트는 Accumulated 제한 값에 의해 특정된 누적 구간이 경과한 후에는 DRM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불허한다.

  Individual 제한(550)은 콘텐츠가 묶여 있는 개인을 특정한다. 즉, 콘텐츠가 묶여 있는 개인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이용하여 특정한다. 따라서 DRM 에이전트는 디바이스와 결합된 사용자 신원이 콘텐츠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사용자의 신원과 일치하지 않으면 DRM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불허한다.

  System 제한(560)은 콘텐츠 및 권리객체가 export될 수 있는 DRM 시스템 또는 콘텐츠 보호 구조를 특정한다. Version

요소는 DRM 시스템 또는 콘텐츠 보호 구조의 버전 정보를 특정하고, uid 요소는 DRM 시스템 또는 콘텐츠 보호 구조의 이

름을 특정한다.

  도 6과 도 7은 디바이스는 명령을 하고 보안 멀티미디어카드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는 실시예에서 명령어와 명령어 파라

미터 및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을 상세히 보여준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도 6은 도 3에서 디바이스가 재생권리 세팅 요청(S200)을 하는 명령어와 명령어 파라미터 및, 명

령에 대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을 보여준다.

  명령어는 도시된 바와같이 CLA 필드, INS 필드, P1 필드, P2 필드, Lc 필드, Data 필드, Le 필드로 구성된다.

  CLA 필드, INS 필드, P1 필드, 및 P2 필드로 명령어를 구별할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CLA 필드는 명령어의 클

래스를 구별하도록 하고, INS 필드는 인스트럭션(Instruction)의 종류를 나타내며, P1과 P2는 명령어 파라미터를 나타낸

다. Data 필드는 명령어와 함께 보낼 데이터를 포함한 필드로서 TLV 형식을 갖는다. T는 태크이고, L은 V 필드의 길이, V

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명령에 대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은 TLV 형식을 갖고, 응답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단어

(Status Word)로 응답 상태를 표현한다.

  재생권리 세팅 요청 명령어를 살펴보면 CLA과 INS는 각각 00과 74를 갖는다. P1은 03값을 갖는데 이는 재생(Playback)

을 위한 명령어를 의미한다. P2는 01값을 갖는데 콘텐츠 정보를 세팅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Lc는 FF이고 Le는 00인데 이

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필드에서 TLV에서 T는 0X74로 설정하였고, L은 V의 길이를 표시한다. V

는 콘텐츠 아이디(CID)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콘텐츠 아이디와 시간을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보낸다.

  명령어에 대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에는 TLV에는 아무런 값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태 단어로 응답 상태를

표시하는데 성공적인 명령 수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SW1과 SW2에 각각 90과 00을 표시하고, 명령어가 알려지지 않은 태

크를 갖는 경우에는 6D와 00을 표시하고, V필드에 잘못된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는 6B와 00을 표시하고, 일반적 상호인

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69와 82를 표시하고, 상호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69와 85를 표시하고,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를 발

견할 수 없는 경우에 66과 03을 표시하고, 재생에 대한 권리가 실효된 경우에 66과 04를 표시하고, 콘텐츠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에 6A와 83을 표시한다. 도 3을 참조하여, 만일 디바이스(310)가 재생권리 세팅을 요청했을 때(S200), 보안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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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카드(320)가 세션키로 암호화된 V 필드의 콘텐츠 아이디와 시간을 복호화할 수 없다면 디바이스(310)와 보안 멀티

미디어카드(320)는 세션키를 공유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응답으로 상호인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즉, 보안 멀티

미디어카드(320)는 상태 단어에 SW1과 SW2를 각각 69와 85로 표시하여 디바이스(310)에게 알려준다.

  도 7을 참조하면, 도 7은 도 3에서 디바이스가 재생권리 전송 요청(S200)을 하는 명령어와 명령어 파라미터 및, 명령에

대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을 보여준다.

  CLA과 INS는 각각 00과 74를 갖는다. P1은 03값을 갖는데 이는 재생(Playback)을 위한 명령어를 의미한다. P2는 02값

을 갖는데 콘텐츠 재생을 위한 권리객체를 가져오라는 것을 의미한다. Lc는 00이고 Le는 FF인데 이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응답은 T값은 0X74를 갖고, L의 V의 길이를 표시하고, V는 CEK를 세션키(K)로 암호

화한 것을 싣는다. 성공적으로 CEK를 암호화하여 응답할 때는 상태 단어의 SW1과 SW2를 각각 90과 00으로 표시한다.

  도 6과 도 7의 실시예와 같이 디바이스가 보안 멀티미디어 카드에 명령하고 휴대형 저장장치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는 형

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실시예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가 보안 멀티미디어 카드에게 콘텐츠 아이디를 포함하여

재생권리 전송 요청을 하면, 보안 멀티미디어가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디바이스에 보내주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런

실시예에서, 도 3의 S210 단계와 같이 디바이스가 보안 멀티미디어 카드에게 재생권리 세팅 요청을 하고 S220 단계와 같

이 다시 재생권리 전송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런 실시예에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는 재생권리를 보내주고 바로

권리객체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디바이스가 콘텐츠를 재생하는 것을 성공한 후에 디바이스로부터 권리객체

업데이트 요청을 받아 권리객체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FPGA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

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버들, 펌

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

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

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DRM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멀티미디어카드(800)는 보안기능과 콘텐츠 또는 권리객체를 저장하는 기능

과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교환을 하는 기능과 DRM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800)는 암호

화 기능을 갖는 RSA 모듈(840)과 세션키 생성모듈(850)과 AES 모듈(860)을 포함하고 저장 기능을 갖는 권리객체 저장

모듈(830)을 포함하고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810)와 DRM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성모듈이 DRM 동작을 하도록 제어하는 DRM 에이전트 모듈(820)을 포함한다.

  인터페이스(810)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800)가 디바이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800)가 디바이스와 연결된다는 것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와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연결"이라는 의미는 비접촉 상태에서 무선매체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RSA 모듈(840)은 공개키 암호화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DRM 에이전트 모듈(820)의 요청에 따라 RSA 암호화를 수행한

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호인증과정에서 키(랜덤번호)의 교환이나 랜덤번호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에서 RSA 암호화를 사용하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다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세션키 생성모듈(850)은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랜덤번호를 생성하고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랜덤번호와 자신이 생성한 랜

덤번호를 이용하여 세션키를 생성한다. 세션키 생성모듈(850)에서 생성한 랜덤번호는 RSA 모듈을 통해 암호화되고 인터

페이스(810)를 통해 디바이스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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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S 모듈(860)은 대칭키 암화화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생성된 세션키를 사용하여 대칭키 암호화를 수행한다. 주로 권리

객체로부터 콘텐츠 암호화 키를 받아 이를 세션키로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며, 이 밖에 디바이스와의 통신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할 때 사용한다. AES 암호화 방식 또한 예시적인 것으로서, DES와 같이 다른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권리객체 저장 모듈(830)은 권리객체들을 저장한다. 권리객체들은 암호화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보안 멀티미디어카

드(800)는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읽을 수 없는 고유한 키를 이용하여 AES 방식으로 권리객체들을 암호화하고, 다른 디바

이스에 권리객체를 이동 또는 복제하려고 할 때 고유한 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한다.

  권리객체의 암호화 또한 고유한 키를 사용한 대칭키 암호화를 이용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개인키로 암호화하고 필요시에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의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DRM 에이전트 모듈(820)은 앞서 설명한 구성요소들이 DRM 동작을 하도록 제어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바이스의 블록도이다.

  이러한 DRM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바이스(900)는 보안기능과 콘텐츠 또는 권리객체를 저장하는 기능과 디바이스

와의 데이터 교환을 하는 기능과 콘텐츠 제공자나 권리객체 발행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및 DRM 관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디바이스(900)는 암호화기능을 갖는 RSA 모듈(940)과 세션키 생성모듈(950)과 AES 모듈

(960)을 포함하고 저장 기능을 갖는 콘텐츠 저장 모듈(930)을 포함하고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와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MMC 인터페이스(910)와 DRM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구성모듈을 제어하는 DRM 에이전트 모듈(920)을 포함

한다. 또한 디바이스(900)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위한 송수신 모듈(960)과 재생되는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

스플레이 모듈(970)을 포함한다.

  송수신 모듈(960)은 디바이스(900)가 콘텐츠 발행자나 권리객체 발행기관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디바이스(900)는

송수신 모듈(960)을 통해 권리객체나 암호화된 콘텐츠를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다.

  MMC 인터페이스(910)는 디바이스(900)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900)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와 연결된다는 것은 보안 멀티미디어카드와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들이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된 것

을 의미하지만,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연결"이라는 의미는 비접촉 상태에서 무선매체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상태

에 있다는 것도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RSA 모듈(940)은 공개키 암호화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제어 모듈(920)의 요청에 따라 RSA 암호화를 수행한다.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 상호인증과정에서 키(랜덤번호)의 교환이나 전자서명에서 RSA 암호화를 사용하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으

로서 다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세션키 생성모듈(950)은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랜덤번호를 생성하고 디바이스로부터 받은 랜덤번호와 자신이 생성한 랜

덤번호를 이용하여 세션키를 생성한다. 세션키 생성모듈(950)에서 생성한 랜덤번호는 RSA 모듈을 통해 암호화되고 MMC

인터페이스(910)를 통해 디바이스에게 전달된다. 한편, 세션키 생성모듈(950)에서 랜덤번호를 생성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

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복수의 랜덤 번호들 중에 어느 한 랜덤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AES 모듈(960)은 대칭키 암호화 모듈로서 생성된 세션키를 사용하여 대칭키 암호화를 수행한다. 주로 권리객체로부터

콘텐츠 암호화 키를 받아 이를 세션키로 암호화하는데 사용하며, 이 밖에 디바이스와의 통신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암호

화할 때 사용한다. AES 암호화 방식 또한 예시적인 것으로서, DES와 같이 다른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

다.

  콘텐츠 저장 모듈(930)은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들을 저장한다.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콘텐츠 암호화 키로 암

호화되어 있다.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암호화 키가 있어야 한다. 재생이 끝난 콘텐츠는

다시 콘텐츠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디스플레이 모듈(970)은 권리객체를 통해 재생이 허가된 콘텐츠의 재생되는 모습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한다. 디스플레이 모듈(970)은 TFT LCD와 같은 액정표시장치나 유기EL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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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M 에이전트 모듈(920)은 각 구성요소들이 DRM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 3의 실시예에서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는 콘텐츠 암호화 키를 세션키로 암호화하지 않고 디바이스 공개키(PubKeyD)로 암호화하여 디바이스에게 전달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

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

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디바이스가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Playback)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의 세팅을 휴대형 저장장치에 요청하는 단계;

  휴대형 저장장치로부터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재생권리를 이용하여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암호화된 콘텐츠이고,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는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콘텐츠 암호화 키인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상기 암호화 키를 통해 복호화된 후에 재생되고, 재생이 끝난 후에 다시 상기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는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와 공유한 세션키로 복호화되고, 상기 세션키는 상호인증과정에서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가 생성한 랜덤번호와 디바이스가 생성한 랜덤번호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

츠 재생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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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에 재생권리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와, 재생권리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가 보낸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에 재생권리를 포함한 권리객체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

용한 콘텐츠 재생방법.

청구항 7.

  디바이스로부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의 세팅을 요청받는 단계;

  상기 요청받은 재생권리를 포함하는 권리객체를 찾고, 상기 권리객체로부터 얻은 재생권리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상기 디바이스로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암호화된 콘텐츠이고, 상기 요청받은 재생권리는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복호화할

수 있는 콘텐츠 암호화 키인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권리는 상기 디바이스와 공유한 세션키로 암호화되고, 상기 세션키는 상호인증과정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생성

한 랜덤번호와 휴대형 저장장치가 생성한 랜덤번호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보내는 단계는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재생권리 전송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재생권리 전송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암호화된 재생권리를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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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재생권리를 포함한 권리객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된 권리객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바이스에 콘텐츠 재생권리를 보내는 방법.

청구항 13.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암호화된 권리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권리객체 저장모듈;

  세션키 생성과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와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 및

  DRM 동작을 수행하는 DRM 에이전트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DRM 에이전트 모듈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바이스로부터 특정 콘텐츠에 대한 재생권리를 요청받으면 상기

권리객체 저장모듈에 저장된 권리객체들 중에서 상기 콘텐츠에 대한 권리객체를 찾고, 상기 권리객체를 상기 암호화 모듈

을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상기 권리객체에 포함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찾고, 상기 콘텐츠 암호화 키를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세션키로 암호화한 후에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디바이스에 보내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휴대형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DRM 에이전트는 상기 권리객체를 업데이트 시키고,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업데이트된 권리객체를 암

호화하여 상기 권리객체 저장 모듈에 저장하도록 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휴대형 저장장치.

청구항 15.

  휴대형 저장장치와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DRM으로 보호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콘텐츠 저장모듈;

  세션키 생성과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와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를 수행하는 암호화 모듈; 및

  DRM 동작을 수행하는 DRM 에이전트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DRM 에이전트 모듈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콘텐츠 저장모듈에 저장된 DRM으로 보호되는 어느 한 콘텐츠

에 대한 재생권리를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에게 요청하고, 상기 휴대형 저장장치로부터 세션키로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된 암호화된 콘텐츠 암호화 키를 복호화하고 콘텐츠 암호화 키로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복호화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장치.

공개특허 10-2005-0096040

- 13 -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콘텐츠 재생이 끝난 후 상기 DRM 에이전트는 상기 암호화 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DRM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

여 상기 콘텐츠 저장모듈에 저장하도록 하는 과정을 더 수행하는 휴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콘텐츠 재생장치.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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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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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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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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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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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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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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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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