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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디지털 콘텐츠,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콘텐츠 패키지, 암호 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액세스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콘텐츠 마켓의 거대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인터넷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행하는 방식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는 자신의 홈 컴퓨터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쇼핑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구매된 상

품들은 UPS, FedEx, 또는 다른 통상의 수단을 사용하여 배송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물리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디지

털 아이템인 경우, 인터넷 자체가 배송 디바이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막대한 수의 상품들이 디지털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구매자들에게로 배송된다.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 또는 책과 같은 잠재적 디지털 오브젝트들이 자주

언급되고, 티켓, 사진 또는 스탬프와 같은 다른 디지털적인 상품들도 고려될 수 있다. 이것들은 콘텐츠의 예들이다. 본원에

서 언급된 콘텐츠들은 키로 록킹되는 디지털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며 스트리밍 데이터와 같이 실시간으로 배송되거나, 또

는 저장된 후 나중에 액세스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오디오 북, 비디오, 전자 게임, 비디오 클립, DVD

및 MPEG 영화, MP3 음악 파일, 전자 메일 및 문서와 같은 비즈네스 데이터를 포함하며, 셀룰라 폰에 대한 3방향 호출 및

링 모드와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로 업그레이드된다.

인터넷 및 좀 더 강력한 이동 컴퓨팅 디바이스의 도래에 따라,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정보를 계속적으로 액세

스할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페이저, 이동 전화기, 셋-톱 박스, 홈 컴퓨터 및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과 같은 디바

이스들 사이의 연결성은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새로운 길을 열여 줄 것이다. MP3 음악 파일, 전자 게임 및 DVD 영화와 같

은 디지털 콘텐츠의 대중화가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막 무선 디바이스들이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쉽고 직

관적으로 액세스하려 한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 및 급속하게 성장하는 대중성 및 이용가능성 때문에, 콘텐츠 소유자들은 이들 새로운 디바이

스들의 도래와 함께 그들의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복사와 배포에 좀 더 쉽게 이용되리라는 점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인터

넷 상에 만연한 널리 퍼진 해적판(즉, Napster)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들은 안전한 콘텐츠 관리 디바이스에 의존하

게 된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그들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합당한 배포 룰(rule)들이 준수되기를 것을 원한다. 정보-기반 경

제에서, 디지털 데이터는 소유권에 대한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저작권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켓을 추구하고 콘텐츠 제공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란,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정보에 액세스

하고 프로세싱하는 데 관련된 룰의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저작권 및 룰들은, 누가 오

브젝트를 소유하느냐, 언제 어떻게 오브젝트가 액세스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 비용이 드느냐와 같은,

디지털 오브젝트의 다양한 측면들을 관리한다. 특정한 디지털 오브젝트와 관련된 룰들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룰들을 개발하고, 책정하고 관리하는 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종종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생겨난 많은 프레임워크들은 과도하게 성가시거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다.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은, 종종 최종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그 대가로서 요구한다. 새롭고

좀 더 나은 솔루션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흔히 논의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스킴의 일 유형으로 카피-기반 방식(copy-based approach)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

스템에서, PC 또는 서버를 실행시키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의해 콘텐츠의 마스터 카피가 저장되고 관리된다. 종

래 기술의 체크 인/체크 아웃 방식에서, 콘텐츠는 요구된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언제 그리고 제공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맡겨지는 신뢰된(trusted) 시스템에 암호화되어 연결된다. 여기서 각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이용가능한 제한된 카피 수가

존재한다. 카피-기반 방식은 디지털 마스터의 카피를 릴리즈(release)할 책임이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커널을 갖는다.

사용자 요구는 그들의 사용자 디바이스를 카피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커널은 다수의 릴리즈된 카피들을 추적한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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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무선 디바이스와 같은 통신 디바이스가 예컨대,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 카피를 체크-아웃하는 경우, 신뢰된 시스템은 콘

텐츠 카피를 콘텐츠를 수신하는 디바이스에 암호화하여 연결하고 체크-아웃에 이용가능한 카피수를 감소시킨다. 카피가

복구되면, 신뢰된 시스템은 이에 따라 이용가능한 카피 수를 증가시킨다. 신뢰된 시스템은 이용가능한 카피수가 제로로 되

면 디지털 콘텐츠의 카피가 체크-아웃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SDMI)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음악 콘텐츠를 제어하기 위해 음악 체크-인 및 체

크-아웃 정책을 관리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음악의 마스터 카피가 서버 또는 PC에서 실행중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

템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된다. 체크-아웃될 수 있는 노래의 카피 수는 고정된다. 그래서, 모든 카피들이 체크-아웃되는 경

우, 하나의 카피가 체크-인될 때까지 새로운 카피가 릴리즈될 수 없다. 음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SDMI 프레임워크

는 콘텐츠를 휴대용 디바이스로 전송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 체크-아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매우 비우

호적인(unfriendly) 것이다. 따라서, SDMI 시스템은 대중으로부터 매우 나쁜 리뷰(poor review)를 받는 디지털 저작권 관

리 방식이다.

전형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용자의 음악 콜렉션이 자신의 PC에 암호로 보호되는 음악 라이브러리에 저장된다.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를 소유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음악 라이브러리로부터 음악을 자신의 플레이어에 카피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

권 관리 시스템은 라이브러리를 제어하고 강제적으로 다수의 카피를 라이브러리에 남겨두게 할 책임이 있다. SDMI에 따

르는 시스템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는 음악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정책을 관리한다. SDMI에서, 체크 아웃될

수 있는 노래의 카피수가 고정된다. 모든 카피들이 체크아웃되면, 다른 디바이스에 의해 체크-아웃이 행해지기 이전에 적

어도 하나의 카피가 다시 체크인 되어야 한다. 음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디바이스 상으로 음악을 전송

시킬 수 있는 수단에 의해서만 체크-인 및 체크-아웃되어야 한다.

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카피-기반 시스템(100)의 예가 도 1에 도시되어 있고, 여기서 구매 호스트로 상기

시스템을 묶음으로써(tying) 콘텐츠가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콘텐츠 제공자(102)는 콘텐츠 라이브러

리(104)를 유지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구매되면, 콘텐츠 제공자(102)는 그 콘텐츠를 구매 호스트 PC 또는 서버(110)에 암

호화하여 연결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114)을 갖는 호스트(110)는 제공자로부터 콘텐츠를 수신하고 이것을 암호

화된 콘텐츠 라이브러리(112)에 저장한다. 호스트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114)은 각 콘텐츠에 대해 이용가능한 카

피수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 리스트(116)를 유지한다. 어떤 휴대용 디바이스(118a, 118b, 118c)는 하나의 콘

텐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카피가 있다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114)은 암호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카

피를 휴대용 디바이스로 전송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114)은 또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이용가능한 카피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도 1에서, 각 콘텐츠에 대해 3개 카피가 있다. 예를들어, 콘텐츠 #4536은 어떤 디바이스들에 의해

서도 체크-아웃되지 않으며, 여전히 3개의 이용가능한 카피들이 잇다. 그러나, 콘텐츠 #6123은 3개 디바이스(118a,

118b, 118c)에 의해 현재 체크-아웃되었으며, 따라서 이용가능한 카피 수는 없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114)은 디

바이스들 중 하나가 카피들 중 하나를 체크-인 할때까지 4번째 디바이스가 콘텐츠 #6123를 체크-아웃하지 않도록 할 것

이다.

디지털 음악으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이러한 종래 기술의 방법은 전반적으로 강제적이고 성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특히 성가신 것은 사용자가 새로운 음악을 로딩하기 이전에 자신의 음악의 카피를 체크-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그들이 음악을 자신의 디바이스로 전송할 때마다 안전 보장 제어에 직면한다. 카피 제어 안전 보장을

행하지 않은 유사한 시스템에서는, 체크-인이 요구되지 않아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이 상당히 향상된다. 물론, 안전 보장이

없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재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콘텐츠 제공자들도 콘텐츠를 이러한 시스템으로 제공하

기를 원치 않는다.

안전 보장의 실행은 균형잡을 필요가 있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안전 보장이 거의 없는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소

비자들은 험악한 안전 보장책을 갖는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SDMI을 위해 제안된 종래 기술의 카피-기반 체크-

인/체크-아웃 방식과 다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만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않

는다. 시스템은 콘텐츠가 사용자 디바이스로 이동할 때마다 안전 보호에 직면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도한 안전 보

호는 사용자에게 좋지 못한 경험을 겪게 한다. 이것은 신뢰된 시스템의 콘텐츠 액세스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즉, 콘텐츠

를 요구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로 또는 사용자 디바이스로부터 콘텐츠가 이동할 때 마다 콘텐츠가 다시 체크-인되면, 원격

서버에서보다는 사용자의 로컬 서버 또는 PC 상으로의 어프로치가 자주 이루어진다. 따라서 PC 또는 다른 로컬 서버 디바

이스를 사용하는 개방형 시스템에서 안전 보호의 유지와 보장이 어렵다.

전술한 점에서 볼 때, 적정 수준의 안전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및 빈틈없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

는 필요성은 아직 당업계에서 만족되고 있지 못하다. 최종 사용자에게 즐거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디지털 콘

텐츠의 안전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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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카피-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관계자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오버랩핑 도메인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용자 통신 디바이스를 갖는 도메인의 개념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콘텐츠가 도메인으로 구속되는(bound)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패키지를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통신 디바이스의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디바이스의 아키텍쳐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관리 기관의 아키텍쳐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자의 아키텍쳐를 도시하는 블록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도면이나 이하의 상세한 실시예들에서와 같이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 발명

의 원리의 예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시예들에 발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도면의 몇몇 면들에 걸쳐 동일, 유사 또는 대응하는 부분에 동일한 참조 번호가 사용됨을 주지하기 바란다.

본 발명은, 소비자가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부담이 많은 카피-기반 디지털 저

작권 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관리하고 불법 복재를 방지하

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사용자 디바이스(UD)와 같은 통신 디바이스로 로딩되거나 아웃될 때마다,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체크-인/체크-아

웃 방식에 기초한 제한된 콘텐츠로의 액세스보다는, 새로운 사용자 디바이스가 구매되거나 도메인에 부가되거나 예전 사

용자 디바이스가 도메인으로부터 제거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안전에 대하여 씨름하는(contend) 도메인-기반 방식을 사

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로의 액세스가 관리된다. 콘텐츠로의 액세스는 전형적으로 도메인의 제한된 수의 등록된 디바이스로

제한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도메인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디바이스, 전형적으로는 도메인과 관련된 공통 암호

키를 모두 공유하는 미리 정의된 수의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다수의 디바이스를 소유하는 사용자는 이러한 디바이스

들을 동일한 도메인 내로 등록시키기를 원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200)과 관련될 수 있는 참여자들이 도시되어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로 표시된 기능들이 여러 엔티티에 의해 행해질 수 있

고, 또는 다양한 관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은 소수의, 또는 그 이상의 엔티티에 의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

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 소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 디바이스(UD)라고 하는 통신 디바이스(202)를 구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콘텐츠를 액세스 및/또는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예들로서 음악을 재생

(연주)할 수 있는 이동 전화기, 카 스테레오, 셋-톱 박스, 퍼스널 컴퓨터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속하는 하나 이상

의 도메인(이들은 오버랩하거나 오버랩하지 않을 수 있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다수개의 사용자 디바이스를 소유할 수 있

을 것이다. 제1 도메인의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통신 디바이스가 제2 도메인에 동시 등록되는 상황에서, 제1 및 제2 도메

인들은 그 디바이스에 대한 오버랩하는 도메인이 되고, 도 3의 (300)은 도메인 216 자(CHILD), 216 모(PARENT), 216

비즈가 오버랩하는 예를 도시한다. 사용자 디바이스는 셀룰라 폰과 같은 휴대용 무선 장치일 수 있고 따라서 무선 인터넷

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 제한된 범위의 기술뿐 아니라 블루투스 규격(Bluetooth standard)에서 구현된 바와 같은 적

외선(IR)이 사용될 수 있다. 블루투쓰 사용자 디바이스는 PC 또는 키오스크(kiosk)와 같은 브리지 디바이스와 접속함으로

써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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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관리 기관(DA)(204)은 하나 이상의 도메인으로부터 사용자 디바이스를 등록(부가) 및 미등록(제거)할 책임이 있

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우선 디바이스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체크함으로써 도메인에 디바이스를 부가

한다. 합법적인 사용자 디바이스만이 적당한 인증서 및 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합법적인 디바이스들만이 검출될 수

있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또한 디바이스 키 및 인증서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신하기 위해, 인증 기관(CA)(206)에 의

해 제공되는 취소 리스트를 체크할 수 있다. 일단 디바이스가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도메인 관리 기관은 사용자 디바

이스를 도메인 내로 등록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당한 키, 인증서 및 명령을 송신할 것이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또한 사용자

디바이스에 그 도메인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송신함으로써 도메인으로부터 디바이스를 제거한다. 결국, 도메인 관

리 기관은 도메인 내에서 허용된 사용자 디바이스 수를 제한하고 부정 등록과 디바이스 제거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디바이스 제작자(DM)(208)는 사용자 디바이스로 하여금 콘텐츠 사용 룰을 시행하고, 그렇지않으면 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호 능력을 갖게 한다. 예컨대, 디바이스 제작자는 키를 사용자 디바이스 내로 안전하게 내장시킴으로써 각 사용자 디바

이스가 다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관계자들에 대해 고유하게 인식될 수 있다. 디바이스 제작자는 또한 인증 기관의

인증 키, 인증서 또는 다른 비밀들을 디바이스 내에 내장시킬 책임이 있게 된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 소프트웨

어는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내에 동작하기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에 미리 인스톨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배포자(SD)(218)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CP)(210)는 도메인의 등록된 사용자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팔거나 또는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공

자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당업자이거나 대형 콘텐츠 배포자 또는 콘텐츠를 파는 온-라인 스토어일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

의 주요 업무는 룰들을 제정하고, 이러한 룰을 콘텐츠 및 이 콘텐츠를 구매하는 도메인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공자인 밴드 XYZ가 그들의 최신 싱글인 "ABC"에 룰을 부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통상의 방법으로 "ABC"를

녹음한 후, 파일 ABC.wav를 생성하면, 이 밴드는 인터넷을 통해 이 노래를 판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MP3 파일

로 압축하여 ABC.mp3를 생성한다. 다음, MP3 파일이 암호화되고, 누가 그 노래를 재생할 수 있고, 누가 카피할 수 있고,

누가 편집할 수 있는지, 노래가 대출될 수 있는 지 여부, 노래를 재생하기 위한 요금 구조 및 룰들이 그 노래에 부가될 수 있

는지 여부 및 누구에 의해 룰이 부가되는 지 등과 같은 사용 룰과 연관되어 진다. 이러한 사용 룰들은 표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부가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콘텐츠를 패캐징하는 것은 콘텐츠 자체보다는 콘텐츠 룰을 조작하는 것과

관련 있다.

콘텐츠의 저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콘텐츠의 타입 및 사용자 디바이스, 도메인, 전체 시스

템의 저장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콘텐츠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되거나, 예컨대, 사용자의 PC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서

버에 복사된 콘텐츠 뱅크(CB)(212)에 있는 온라인 어카운트로 보내지거나, 레가시 콘텐츠(legacy content)로서 소비자에

게 배송된다. 콘텐츠 뱅크는 사용자의 콘텐츠 어카운트를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엔티티이다. 어카운트내의 콘텐츠는 싱

글 최종 사용자와 연관된 어카운트에 저장될 필요은 없다. 그 대신, 콘텐츠의 카피에 관한 포인터를 유지하여, 사용자의 콘

텐츠 어카운트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가 음악을 구입하면, 그 음악은 최종 사용

자 콘텐츠 어카운트로 배송되어 사용자의 휴대용 사용자 디바이스에 저장된다. 이 콘텐츠와 관련된 규칙이 콘텐츠 어카운

트 및 휴대용 디바이스에 전송될 수 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자 디바이스로 로드하기로 결정하면, 콘텐츠 뱅크는 인

증되고 규칙을 지키는 디바이스, 즉 사용자 디바이스에게만 그 콘텐츠가 공급되게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를 인

증하는 인증 기관(CA)(206)에서 발행한 인증서 또는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보안 유지와 관련된 공개 키는 인증 기관(CA)(206)에 의해 관리되며, 서비스 및/

또는 콘텐츠에 대한 지불은 지불 브로커(PB)(214)에 의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인증 기관은 콘텐츠가 유효하고 안전한 디

바이스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서, 공개-비밀 키 쌍, 또는 다른 아이템을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제3의 조직 또는 회사이다. 이러한 검증을 하기 위한 방법은 공개 키, 디지털 서명 체계, 또는 기밀 공유 체계를 포

함한다. 공개 키 기반의 체계에서, 인증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참가자 및 디바이스가 실제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체계이든지, 인증 기관은 디바이스 제조자, 콘텐츠 배포자 및 지불

브로커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증 기관은 또한 인증서 또는 암호를 발행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인증 기

관은 오프 라인 시스템인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콘텐츠가 교부될 때마다 인증 기관과 접촉할 필요는 없다.

게이트웨이 서버(GS)(216)는 시스템 참가자간의 통신 채널 또는 링크를 제공한다. 대안적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통신할

수도 있다. 게이트웨이 서버의 예로는 인터넷 또는 RF-접속 인스토어 키오스크(in-store kiosk), 셋톱 박스 또는 PC 등이

있는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참가자, 특히 사용자 디바이스 및 도메인 관리 기관에 대

해서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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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디바이스(202)는 도메인 관리 기관(DA)(204)에 등록함으로써 특정 도메인에 할당될 수 있다. 디바이스가 도메인

(216)에 등록되면, 그 도메인에 "합류"된다. 유사하게, 디바이스는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도메인을 "탈퇴"할 수 있다. 도메

인 관리 기관(204)은 도메인(216)내의 디바이스의 수를 제한한다거나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합류 및 탈퇴할 수 있는 회수

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등록 정책을 관장한다. 도메인 관리 기관(204)은 또한 어떤 디바이스가 도메인에 합류하고 탈퇴하

는지 추적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감시한다. 과도한 활동은 디바이스가 시스템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더 이상의 등록이 금지될 수 있다.

도메인 관리 기관(204)은 휴대용 디바이스에 도메인 ID를 제공함으로써 디바이스들을 도메인에 할당하며, 도메인 ID는 탬

퍼-레지스턴트(tamper resistant) 방식으로 디바이스에 링크된다. 도메인 ID를 사용자 디바이스에 링크하는 일은 내장된

일련 번호와 비밀 키 및 공개 키 인증서와 같은 암호화 요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암호화 요소는 사용자 디바이

스상에서 실행하는 보안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및 도메인 관리 기관에 의해 작동된다. 도메인 관리 기관만이 도메인

으로의 액세스를 승인할 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도메인 관리 기관은, 시스템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디바이스만

이 도메인의 멤버로 된다는 것을 콘덴츠 제공자에게 보장한다.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려고 할 때, 콘텐츠 제공자는 사용자 디바이스 및/또는 도메인 관리 기관에 특정 도메인을 인증하

는지 문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의 프로세스는 표준 암호화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염탐자나 해커가 시스템에 대해 부

정행위를 할 수 없게 한다. 콘텐츠 제공자가 도메인이 유효하다고 확신하면, 콘텐츠는 구입 도메인의 ID에 암호화 바인딩

을 함으로써 판매될 수 있다. 그 도메인 외부의 디바이스는 다른 도메인에 암호화 결합되어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

으므로 콘텐츠는 도용으로부터 안전하다.

암호화된 콘텐츠는 시스템의 어떤 호스트 PC 또는 서버에도 저장될 수 있다. 임의의 휴대용 디바이스가 이 콘텐츠를 요청

할 수 있다. 호스트는 요청하는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전송을 할 뿐 체크 아웃 동작은 실시하지 않는다. 콘텐츠는 특정 도메

인에 암호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기밀성은 보장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이 각 도메인에 제한된 수의 디바이스만

을 허용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복사된 음악의 광범위한 오용은 방지된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

템이 조작을 방지하므로, 헤커가 콘텐츠에 불법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보안은 사용자가 도메인 안밖의 디바이스를 등록할 필요가 그리 빈번하지 않으므로, 종래의 방식에 비

해 덜 번거롭다. 체크 인 및 체크 아웃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휴대용 디바이스내로 또는 밖으로 로드할 때마다

보안상 제한을 받는다. 사용자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구입하거나 사용자 디바이스를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추가하기 원할

경우에 보안 회사와 논의하기만 하면 된다.

도 4에는 디지털 콘텐츠로의 액세스를 보안 관리하기 위한 도메인 기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블록도

가 도시되어 있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휴대용 사용자 디바이스(2021, 2022, 2024)와 같은 통신 디바이스를 도메인(예로써

두 개의 도메인 XBDA(410) 및 ZXZP(412)이 도시되어 있다)에 지정하며, 도메인 등록 정책을 실행한다. 콘텐츠 라이브러

리(404)로부터의 콘텐츠는 PC 또는 서버(406)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도메인(410, 412)에 암호화 결합함으

로써 보호된다. 도메인에 결합된 디바이스 또는 도메인에 의해 콘텐츠를 수신하도록 인증된 디바이스만이 도메인에 암호

화 결합되어 있는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도메인(216)에 등록된 모든 디바이스는 도메인내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상호접속되며, 도 5에 도시된 예시적인 도메인(500)은 가정용 컴퓨터, MP3 플레이어,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셋톱 박스, 휴대 전화,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또한, 한 도메인, 예컨대 도메인

ZXZP(412)의 디바이스는, 도메인 XBDA(410)과 같은 다른 도메인에 암호화 결합되어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다.

도 6의 시스템(60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실시예의 도메인(216)은 두 개의 휴대 전화 #1, #2 및 하나의 MP3 플레이어

를 포함하고 이들은 모두 콘텐츠 뱅크(212)와 통신하지만, 도메인 외부의 헤드셋 및 스테레오 시스템은 콘텐츠 뱅크(212)

의 콘텐츠 어카운트에 액세스하지 못한다. 암호화된 콘텐츠가 PC 또는 서버(406)상의 암호화된 콘텐츠 라이브러리(408)

에 저장된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암호화된 콘텐츠는 2021, 2022, 2024로 표시된 휴대용 디바이스1, 2, 3과

같은 통신 디바이스에 추가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도메인 기반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서 참가자간의 통신 채널을 위해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WTLS 클래스3 또는 TLS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 인터넷 가능한 디바이스와의 통신시 사용될 수 있다.

트리플-DES 또는 AES와 같은 강력한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 인증 및 서명을 위해, 타원 곡

선 또는 RSA 공개 키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다. 콘텐츠의 무결성은 SHA-1과 같은 보안 해시(hash) 기능을 이용하여 보존

될 수 있다. 디바이스 제조자가 사용자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한 예를 살펴본다. 제조한 후에, 사용자 디바이스는 (디바이스

제조자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해) 합법적인 디바이스로 인증된다. 이러한 인증은 공개 키 또는 공유 비밀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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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증된 사용자 디바이스는 이러한 인증서(또는 인증서에 대한 레퍼런

스)를 포함하며, 또한 그 인증서에 대응하는 비밀 키를 포함하는데, 비밀 키는 (인증서의 공개 키와 쌍을 이루는) 개인 키이

거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있는 기관과 공유되는) 비밀 키일 수 있다. 도메인 관리 기관도 유사하게 구성

되고 인증된다. 사용자가 사용자 디바이스를 도메인에 등록하기 원하면, 사용자 디바이스 및 도메인 관리 기관은 프로토콜

과 연계하여 서로 인증한다. 이러한 인증은 사용자 디바이스 및 도메인 관리 기관에 미리 설치된 공개 키 또는 공유 키 인

증서에 기초한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된다. 일단 인증되면, 도메인 관리 기관은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인증서

를 생성하여 사용자 디바이스로 보낸다. 이 인증서는 그 도메인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 콘텐츠 제공자에게

제공된다. 일단 콘텐츠 제공자가 사용자 디바이스의 도메인 인증서를 받으면, 콘텐츠 제공자는 인증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

하여 그 도메인에 콘텐츠를 할당할 수 있다. 상술한 절차는 공개 키 또는 대칭 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요청된 콘텐츠는 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내의 콘텐츠 제공자 또는 다른 엔티티로부터 콘

텐츠 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도 7을 참조하면, 콘텐츠 패키지(700)의 전체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콘텐츠 패키지

(700)는 5개의 오브젝트, 즉 헤더 CPH(710), 저작권 문서 Rdoc(720), 전자식 저작권 테이블 또는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

블(730), 해시(740) 및 암호화된 콘텐츠(750)가 결합된 것이다. 콘텐츠 패키지의 헤더(710)는 콘텐츠 패키지(700)의 상이

한 오브젝트의 존재 및 크기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된다. 콘텐츠의 사용 규칙은 저작권 문서(720)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

한 규칙은 통상적으로 표준 표맷으로 되어 있다. 저작권 문서는 콘텐츠 패키지내의 다른 오브젝트의 무결성 및 규칙을 검

증하기 위해 사용자 디바이스에 필요한 몇가지 해시값, 공개 키, 인증서를 또한 포함한다.

콘텐츠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ERT)(730)은 저작권 문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엔

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방식은 XrML과 같은 포멀 랭귀지와는 다른 2진수 데이터 표현을 구현하고, 소형이며 신속한 동작

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는 저전력 제약형이나, 다른 제약 요소를 갖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특히 매력적인 것이다.

제약형 디바이스는 프로세싱 파워 및 태스크(task) 로딩, 파워/배터리 관련사항, 대량 저장매체 한계, 디바이스와 다른 인

프라스트럭쳐 요소 사이의 대역폭 제약과 같은 제약 사항에 근거하여, 스크린 사이즈, RAM 사이즈, ROM 사이즈 등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통신 디바이스를 말한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730)은 다른 저작권 문서의 디지털 사용 저작권이 본 발명의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포맷으로

옮겨쓰여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즉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과 공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약형 디바이스에서는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랭

귀지로부터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표현으로 옮겨쓰기는 트랜스코더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트랜스코더는 소스 랭귀지

로부터 데이터를 파싱하여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포맷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그 역을 행한다. 콘텐츠 제공자 및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자는 필요한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은 사전 지정된 코드워드 또는 토큰을 사용하여 서술되는 몇개의 섹션, 즉 ERT_VERSION,

TOKEN_OBJECT_INFO, TOKEN_WORK_HASH, TOKEN_KEY_ID, TOKEN_xxx_RIGHT, TOKEN_ERT_SIG를 포함

한다. ERT_VERSION 섹션은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의 버전 번호를 제공한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포맷에 대한 추후

의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의해 인식되는 새로운 버전을 필요로하며, 이전 버전도 역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식될 필요가 있다. TOKEN_OBJECT_INFO 섹션은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과 연관된 디지털 오브젝트에 관한 정보, 예

컨대 디지털 오브젝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구하거나, 디지털 오브젝트의 카피를 구입하기 위한 URL을 포함한다.

TOKEN_WORK_HASH 섹션은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과 관련된 디지털 오브젝트의 암호화 해시를 포함하며, 어떤 알고

리즘이 사용되는 지를 알려준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의 TOKEN_KEY_ID 섹션은 디지털 오브젝트에 액세스하는데 필

요한 키를 지정한다. 그 예로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지정되는 콘텐트 암호 키(CEK)가 있다.

TOKEN_xxx_RIGHT 섹션은 디지털 오브젝트에 대한 사용 규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TOKEN_PLAY_RIGHT 섹션은

TOKEN_KEY_ID 섹션내의 특정 키가 디지털 오브젝트에 대한 "플레이" 저작권을 갖는 것을 지정한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저작권으로는 스트림, 론, 카피, 트랜스퍼, 인스톨이 포함된다. 각각의 저작권내에는

그 저작권이 참조하는 디지털 오브젝트의 부분을 식별하는 정보가 있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의 TOKEN_ERT_SIG 섹

션은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 데이터의 해시를 서명하는데 사용된 서명 알고리즘, 서명자의 공개 또는 대칭 키 및 서명 데

이터 자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730)이 콘텐츠 제공자(210)에 의해 콘텐츠 패키지(700)에 부가되어, 규칙 실행의 복잡도를 감소

시킨다. 엔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콘텐츠 패키지가 약간 커지고 콘텐츠 제공자에 의한 몇가지 추가적인 사

전 처리 스텝이 필요하지만, 사용자 디바이스상의 소프트웨어는 더 간단하게 된다.

콘텐츠의 무결성 및 콘텐츠와 저작권 문서간의 결합은 해시를 사용하여 유지된다. 해시는 콘텐츠 패키지의 무결성을 검증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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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패키지의 마지막 부분은 암호화된 콘텐츠(EC)(750)이다. 침해 방지를 위해, 콘텐츠는 암호화된다. 콘텐츠에 대한

복호화 키는 저작권 문서에 내장되며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구매자만 이용가능하다.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콘텐츠 패키지(700)의 오브젝트에는 두개의 파일; 즉 콘텐츠 제공자 헤더(CPH), RDoc, 엔코드

된 저작권 테이블을 포함하는 라이센스 파일(760)과, 콘텐츠의 해시, 암호화된 콘텐츠, 콘텐츠 패키지 헤더(710)의 사본

(비도시)을 포함하는 암호화된 콘텐츠 파일(770)이 선택적으로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디바이스의 아키텍처 및 양호한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8을 참조하면, 도메인 기반의 디지

털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휴대 전화 등과 같은 사용자 디바이스(202)의 블록도(800)가 도시되어 있다. 통

신 디바이스는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804) 및 CPU 프로세싱 소자(802)를

포함하며, 도메인 기반의 환경에서 송신기(806) 및 수신기(808)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 디바이스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810), 리드 온리 메모리(ROM)(812), 전기적으로 소거가능한 프로그래머블 리드 온리 메모리(EEPROM)

(814) 등의 다양한 메모리 소자를 포함하며, 선택적으로 제거가능한 콘텐츠 저장장치(816)를 포함한다. 파워 서플라이 및

DC 제어 블록(824), 또한 충전식 배터리(826)는 사용자 디바이스(202)에 전력을 제공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의 소

프트웨어 또는 펌웨어가 도메인 관리 기관과 결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를 하나 이상의 도메인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

으며, 따라서 하나 이상의 도메인의 멤버쉽에 기초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복호할 수 있다. 사용자 디

바이스는 키보드(818), 디스플레이(820), 헤드폰(822)과 같은 주변 장치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며, 이들은 사용자 디바이스

의 사용자와 통신하는데 유용하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아키텍처가 도 9의 블록도(900)에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디바이스(202)상의 콘텐츠를 안

전하게 액세스, 관리, 랜더링하기 위한 각종 메모리 및 소프트웨어가 도시되어 있다.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902)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로 인용되고 도면에 점선으로 도시된 것으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콘텐츠 패키지 매니저

(904), 통신 매니저(906), 콘텐츠 디코더(908), 콘텐츠 플레이어(910)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

(902)의 구성부의 기능이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아키텍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

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 코어 소프트웨어는 복호화된 콘텐츠를 처리하고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코어에 부가하여, 파일 및 키 관리, 네트워킹, 각종 암호화 기능과 같은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레벨의 지원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 콘텐츠 구입 및 액세스를 위해 사용자가 띄우는 두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콘텐

츠 매니저 어플리케이션(912)과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914)이다. 여기에 설명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바이

러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보안 데이터 또는 키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가정한다. 디바이스 제조자와 같

은 신뢰된 엔티티가 사용자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규칙에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수신된 암호화된 콘텐츠는,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사용자 디바이스의 불휘발성 메모리(918)에 있는

콘텐츠 패키지(916)에 저장된다. 이 불휘발성 메모리는 개방-액세스 메모리이며, 메모리로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보다는

콘텐츠 패키지내의 콘텐츠를 암호화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한다.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개방-액세스 메모리는 사용자 디바

이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다. 공개 키 인증서와 같은 특정 사용자 디바이스 또는 도메인에 결합된 공개 데이터는

내부 메모리(920)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큰 콘텐츠 패키지는 외부의 제거가능한 플래시 카드에 저장될 수 있으며,

예컨대 멀티미디어 카드(MMC)의 제거가능한 플래시 메모리가 이용될 수 있다.

개방-액세스 메모리(918, 920)는 파일 시스템 매니저(922)를 이용하여 관리된다. 상기 파일 매니저는 로우-레벨 입출력

루틴을 포함하는 파일 조작처리를 행한다.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파일 매니저를 통하여 개방-액세스 메모

리내에 파일을 생성, 수정, 판독, 조직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디바이스의 웹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914)을 사용하여 온-

라인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콘텐츠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콘텐츠 패키지는, 헬퍼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되

는 ".cpk"와 같은 파일 확장자를 갖는다. 브라우저가 콘텐츠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 헬퍼 어플리케이션을 띄워 콘텐츠 패

키지를 인스톨한다. 그러면 콘텐츠 인스톨러(924)가 파일 시스템 매니저와 접촉하여 새로 수신된 콘텐츠를 저장한다.

웹 브라우저(914)는 사용자가 도메인에 합류 또는 탈퇴하기 원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도메인에 합류하는 경우, 양

호한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도메인 관리 기관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도메인 개인 키 및 공개 키 인증서를 구한다. 브라우

저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운로드하면 키/서트(cert) 설치 프로그램(926)이 새로운 키와 인증서를 자동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프로그램(926)은 들어온 키를 복호화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의 보안 메모리(930)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928)

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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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디바이스에는 두가지 타입의 보안 메모리가 있다. 첫번째 타입은 탬퍼-에비던트(tamper evident) 메모리(932)이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이 메모리는 유니크 단위 키(KuPri) 및 공유 도메인 키(KdPri)와 같은 디바이스의 개인 키의 암호

화된 버전을 저장하는데 사용된다. 페이-퍼-플레이 또는 1회 플레이와 같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활동을 위한 트랙팅 데이

터 및 사용자 디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다. 상기 메모리는 보안 암호화 해시값 및 서명을 이용

하여 그 무결성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탬퍼-에비던트이다.

탬퍼 에비던트 메모리의 해시값은 탬퍼 레지스턴트(tamper resistant)인 제2 타입의 보안 메모리(934)에 저장된다. 이 타

입의 메모리는 해커가 그 콘텐츠를 판독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를 방지해준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KuPri 및 KdPri 를 암

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밀성이 높은 키가 이 메모리에 저장된다. 또한 이 메모리에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의 안

전한 동작을 보장하는 부트 코드 및 루트 키가 저장된다. 부트 코드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띄우고 사

용자 디바이스상의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 메모리(932, 934)는 보안 메모리 매니저(930)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이 매니저는 탬퍼 에비턴트 메모리(932)로

부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며, 탬퍼 레지스턴트 메모리(934)에 있는 대응하는 해시값을 적절히 갱신하기 위한 것이

다. 보안 메모리 매니저(930)는 또한 탬퍼 에비던트 메모리(932)의 탬퍼링을 검사한다. key/cert/디지털 저작권 관리 어

카운팅 매니저(928)는 새로운 키 또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활동으로 인해 보안 메모리가 갱신되는 것이 요구될 때마다 보

안 메모리 매니저(930)와 인터페이스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의 최종부는 네트워킹 층들(936)이다. 특히, SSL, TLS, 혹은 WTLS와 같은, 보안 네

트워크 층(938)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애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이 보안 층들은 네트워크(940) 내의 사용자

디바이스와 서버 (도메인 관리 기관, 콘텐츠 제공자, 혹은 다른 사용자 디바이스 등) 사이의 보안 통신 채널들을 확립하기

위한 표준 방법들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층들은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의 일부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통신 메니저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액세스될 것이다.

통신 디바이스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로서 일컬어지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는, 복

호화된 콘텐츠를 보안적으로 처리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는 콘텐츠 메니저 애플리케

이션에 의해 사용된다. 음악의 예에서, 이 메니저는 음악을 재생하고 연주재생 리스트들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애플리

케이션일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음악 타이틀, 연주(재생) 시간 및 음악가 등의 음악 정보를 표시

할 것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또한 피어-투-피어 접속을 관리하고 도메인 프레퍼런스를 제어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할 것이다. 콘텐츠 메니저는 바람직하게 파일 시스템 메니저에 직접적인 링크를 가질 것이어서 어떤 콘텐츠 패키

지들이 재생될 수 있는지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사용자가 특정한 콘텐츠 하나를 재생하기로 결정할 때, 콘텐츠 메니저는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호출한다.

기본 콘텐츠 재생기는 콘텐츠를 재생할 책임이 있고, 이것을 출력 디바이스들에 제공한다. 그러나, 콘텐츠가 재생될 수 있

기 전에, 그것은 디코드되어야(decoded)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것은 복호화되어야(decrypted) 한다. 콘텐츠 패키지 메

니저는 콘텐츠 패키지들을 처리하고 복호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콘텐츠 디코더 소프트웨어는 콘텐츠 패키지 메니저에게 콘텐츠 패키지를 "오픈"할 것인지를 물을 것이다. 콘텐츠 패키지는

패키지의 저작권 문서, 해쉬 및 인코드된 저작권 테이블을 검증함에 의해 "오픈"된다. 룰들이, 패키지가 오픈되고 액세스될

수 있다고 확인하면, 콘텐츠 패키지 메니저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판독하고 복호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복호화된 콘텐츠는

버퍼들을 경유하여 콘텐츠 디코더에 보내지는데, 콘텐츠 디코더는 콘텐츠를 압축해제하고 이를 재생을 위해 기본 콘텐츠

재생기에 전달한다. 콘텐츠 패키지 메니저가 룰 위반을 검출하면, 에러 코드가 리턴된다. 콘텐츠 패키지 메니저는, 또한,

콘텐츠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갱신의 발생을 요구할 때마다, 키/서트(cert)/DRM 어카운팅 메니저와 교신함에 의해, 디지

털 저작권 관리 어카운팅 데이터를 갱신할 책임이 있다.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루틴들의 통신 메니저는 다른 디바이스들에 통신 링크들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이 링크들은 콘

텐츠를 다른 신뢰성 있는 디바이스들에 스트리밍하고, 복사하고, 대출해주고, 혹은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가능

하다면 언제나, 통신 메니저는 보안 채널들을 설정하기 위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의 보안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것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통신 사용자 디바이스들을 도메인들에 대해 보안적으로 등록하고 제거하기 위해 도메인 관리 기관에 의

해 사용되는 다양한 엔티티들을 포함한 도메인-베이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있어서의 도메인 관리 기관

(204)의 동작이 블럭도 1000에 예시된다. 점선 박스로 표시된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1002)

는, 통신 메니저(1004), 디바이스 등록 메니저(1006), 도메인 키 패키저(1008) 및 가짜/취소 검출기(1010)를 포함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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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실시예의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다. 도메인 관리 기관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1002)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트리거되는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프로그램들에 의해 액세스된다. 공통 게이트웨이 인

터페이스 프로그램들은 도메인 관리 기관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의 일부이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있

어서는, 메모리 관리, 네트워킹 및 다양한 암호화 기능과 같은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레벨의 지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인증 기관(CA)과 유사한, 도메인 관리 기관은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서버일

것으로 가정된다. 도메인 관리 기관 내의 지원 소프트웨어는, 비밀 도메인 키, 모든 등록 및 탈퇴 디바이스들의 리스팅, 디

바이스 폐지 리스트 및 신뢰성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는 비밀 데이터를 유지 관리한다. 이 데

이터는 바람직하게 탬퍼 에비던트메모리(1020)에 저장되고, 이 데이터중 일부는 암호화되기도 한다.

탬퍼 에비던트 메모리(1020) 내의 부정조작을 검출하기 위해, 탬퍼 레지스트턴트 메모리(1022)가 필요하다. 앞서 사용자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보안 메모리 메니저(1024)는, 탬퍼 에비던트 메모리(1020)에 대해 데이터를 저장

하고 검색하기 위해 그리고 탬퍼 레지스트턴트 메모리(1022) 내에 대응하는 해쉬값들을 적당하게 갱신하기 위해 사용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메인 데이터, 키들 및 보증서들의 탬버 에비던트 데이터베이스는 도메인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

데이터 메니저(1026)에 의해 처리된다. 이 데이터베이스 메니저(1026)는 특정한 사용자 디바이스에 속하는 도메인 키들

및 특정한 도메인에 속하는 사용자 디바이스들에 의해 질의를 받을 수 있다. 각 도메인 관리 기관은 또한 도메인 관리 기관

을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방-액세스 메모리(1029) 내의 DACert(1028)를 갖는다. DACert는 인

증 기관에 의해 서명되고, 보안 통신 채널이 확립될 때 사용자 디바이스와 교환된다. 개방-액세스 메모리(1029)는 파일 시

스템 메니저(1030)를 사용하여 관리된다. 이 파일 메니저는 로우-레벨 입출력 루틴들을 포함하는 파일 조작에 관여한다.

보다 높은 레벨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은 개방-액세스 메모리 내에 파일들을 생성하고, 판독하고, 편성하기 위해

파일 메니저를 거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는 도메인 관리 기관과 사용자 디바이스 사이의 상호 작용들 및

도메인 관리 기관과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통신을 처리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의 메인

컴포넌트는, 앞서 언급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다. 웹 서버는, 가능하면, 예를 들어 WAP-활성 사용자 디바이스를 위한

WML의 형태로,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웹 페이지들을 제공한다. 이 페이지들은, 사용자들이 도메인에 대해 디바이스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일부이다.

도메인에 디바이스를 추가하기 위한 웹 페이지는, 우선 사용자가 기존의 도메인에 디바이스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새로운 도메인이 생성되면, 사용자는 도메인 이름과 패스워드를

선택하기 위해 질의된다. 그런 다음,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메인 관리 기관은 WAP 클래스 3 프로토콜 또는 그와 등가적

인 것을 사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와의 보안 인증된 접속을 개시할 수 있다. 이 보안 채널을 확립함에 있어서, 도메인 관

리 기관은 사용자 디바이스의 고유의, 제조공장에서 설치된, 유닛 공개키(public key)를 알아낸다. 도메인 관리 기관의 디

바이스 등록 프로그램은 도메인 관리 기관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데이터베이스 내에 새로운 도메인을 셋업하기 위해 도메

인 이름 및 패스워드와 함께 이 공개키를 사용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최종적으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새로운 비밀키

와 공개키 쌍을 생성한다. 비밀키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명령과 함께, 사용자 디바이스에 의해 다운로드되는 파일 내에

배치된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키 설치 애플리케이션(1032)은 명령들과 새로운 도메인 키를 검색하기 위해 이 키 파일을 파

스할 것이다. 명령들은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그 키를 도메인 키로 설치하도록 할 것이고, 이에 의해 사용자 디바이스를 그

도메인 내에 등록할 것이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기존의 도메인에 추가하기를 원한다면, 프로세스는 매우 유사하다. 사용자는 기존의 도메인의 이름

과 패스워드에 대해 질의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이 도메인을 검색하고, 패스워드를 검증하고, 도메인 내의 디바이스들

의 개수가 한계에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도메인 관리 기관은 사용자 디바이스를 도메인에

추가하고, 도메인의 비밀키를 검색하고, 키를 패키징한 다음, 이를 보안 인증된 채널을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제공한

다.

사용자가 도메인으로부터 디바이스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도메인 관리 기관은 우선 사용자 디바이스의 공개키를 결정하

고 인증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셋업한다. 그런 다음, 도메인 관리 기관은 사용자 디바이스가 어느 도메인(들)의 멤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 공개키를 검색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어느 도메인 혹은

도메인 멤버십으로부터 사용자 디바이스가 제거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도록 요청된다. 그런 다음, 도메인 관리 기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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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처리하고, 사용자 디바이스에 의해 다운로드된 키 제거 패키지를 생성할 것이다. 사용자 디바이스의 키 설치 프로

그램(1032)은 이 패키지를 파스하고 적당한 키를 제거하고, 확인 메시지를 도메인 관리 기관에 보낸다. 이제 도메인 관리

기관은, 이 사용자 디바이스가 더이상 도메인 혹은 도메인들의 멤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또한 디바이스들을 도메인들에 대해 등록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각 사용자 디바이스의 시도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이 히스토리는 가짜/취소 검출기(1010)에 의해 감시된다. 의심스러운 액티비티가 검출될 때마다, 경고

메시지가 도메인 관리 기관의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에게 송신된다. 오퍼레이터들은,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사용자 디바이스

가 그의 공개키를 폐지하였어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더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도메인 관리 기관은 폐지된 사용자 디

바이스들의 리스트를 유지할 것이고, 이 리스트에 있는 임의의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것이다.

도메인 관리 기관은, 또한 콘텐츠 제공자와 통신할 능력을 갖는다. 콘텐츠를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판매할 때, 콘텐츠 제공

자는 도메인 관리 기관에게 사용자 디바이스가 멤버로 있는 도메인들의 리스트를 요청한다. 도메인 관리 기관의 통신 메니

저는 이 요청을 처리할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구해진 정보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이들 도메인 중 하나

에 대하여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디바이스와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도메인 관리

기관과 콘텐츠 제공자가 통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도메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도메인-베이스 디지털 저작권 관리 환경에서 요청된 콘텐츠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콘텐츠 제공자(CP)

(210)의 구조가 예시된 블럭도 1100이 도시되어 있다. 콘텐츠 제공자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

웨어(1102)는 점선 박스로 표시되고, 통신 메니저(1104), 콘텐츠 패키저(1106) 및 취소 검출기(1108)에 의해 제공된 기

능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 기능은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된다. 콘텐츠 제공자의 지원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관리, 네트워킹 및 다양한 암호화 기능들과 같은 임무들을 수행한다.

사용자 디바이스 및 도메인 관리 기관에 있어서, 템퍼 에비던트 메모리(1110)는 콘텐츠 제공자의 비밀키, 폐지 리스트, 및

모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콘텐츠 패키지들(1112)은 개방 액세스 메모리(1114) 내에 유지

된다. 이 패키지들은 콘텐츠 제공자의 공개키에 할당되어, 콘텐츠가, 콘텐츠 제공자의 비밀키만이 해독할 수 있는 키로 암

호화된다. 사용자 디바이스가 콘텐츠 패키지를 살 때, 콘텐츠 제공자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는 콘텐츠 패

키지를 사용자 디바이스의 공개키에 재할당한다.

콘텐츠 제공자의 코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1102)는 콘텐츠 제공자(210)와 사용자 디바이스(202) 사이의 상호

작용과 도메인 관리 기관(204)과 콘텐츠 제공자(210) 사이의 통신도 처리한다. 콘텐츠 제공자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

트웨어의 메인 컴포넌트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될 수 있는대로, WAP-

활성 사용자 디바이스들을 위한 WML의 형태로,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웹 페이지들을 제공한다. 이 페이지들은, 도메인 디

바이스들에 대한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개방-액세스 메모리(1116), 보안 메모리 메니저(1118), 키/서트 메니저(1120), 탬퍼 레지던트 메모리(1122), 네트워크

(1124), 네트워크 층들(1126), 및 키/서트 인스톨러(1128)를 포함하는 블럭도의 추가적인 컴포넌트들의 기능들은, 도 9

및 도 10을 참조하여, 비슷한 이름의 컴포넌트들에 대해 상술한 기능들과 유사하다.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콘텐츠가 요청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안 인증된 채널을 셋팅할 때,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

라, 콘텐츠 제공자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비밀키를 획득할 것이다. 그런 다음, 콘텐츠 제공자는 이 특정한 사용자 디바이스

를 포함하는 도메인 혹은 도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 도메인 관리 기관과 교신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옵션으로, 사용

자 디바이스의 사용자에게 어느 도메인에 새로운 콘텐츠가 할당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웹 페이지를 생성한

다. 그런 다음,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를 이 선호되는 도메인에 재할당할 것이다. 대안적으로, 사용자 디바이스의 사용자

는, 그가 음악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도메인의 도메인 이름 (또는 URL)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시, 콘텐츠 제공자는

이 도메인의 공개키 보증서를 위해 도메인 관리 기관과 교신할 것이다. 그러면, 콘텐츠 패키지는 그에 따라 이 도메인에 할

당될 것이다.

그런 다음, 새롭게 재할당된 패키지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전송되어, 거기에 설치된다. 사용자는 또한 콘텐츠를 온-라인 콘

텐츠 어카운트에 송신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콘텐츠 제공자는 콘텐츠 패키지를, 명령들과 함께, 적당한 콘텐

츠 뱅크에 전달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는, 어떤 웹 사이트가 방문될 때 호출되는 다양한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프로그램들을 갖는다.

이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CGI)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콘텐츠 제공자와 도메인 관리 기관 사이의 상호 작용들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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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통신 메니저(1104)이다. 콘텐츠 패키지는, 콘텐츠 패키저(1106)를 호출한 다른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게 할당된다. 최종적으로, 폐지 검출 소프트웨어(1108)가, 구매하는 사용자 디바이스

의 공개키가 폐지되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도메인-베이스 방법은, 종래의 복사-기반 방법들의 성가신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정책들이 필요없이, 디지털

콘텐츠의 해적판이 방지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액세스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콘텐츠의 액세

스는 하나 이상의 도메인들의 등록된 디바이스들에게 제한되나, 콘텐츠는 등록된 도메인 디바이스들에 의해 언제나 어디

서나 액세스 가능하다. 도메인 외부의 신뢰성 있는 디바이스들은 인트라-도메인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액세스할 수는 없으

나, 적당한 콘텐츠 프로토콜들이 지원되면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 등록된 디바이스들만이 콘텐츠의 액세스가 허용되기

때문에,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정책은 필요없고, 사용자의 경험은 매우 간단하게 되고 향상된다. 보안은 하나 이상의 도메

인들에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추가할 때만 최종-사용자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은 암호화 및 보안 프로토콜들에 기초

한 암호 기술들을 사용하여 보호되는 콘텐츠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유지된다.

본 발명은 특정한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설명되었으나, 상술한 설명에 비추어 많은 대안적인 변형들, 치환들 및 변경들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많은 그러한 변형들, 치환들 및 변경

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자동차의 오락 시스템, 디지털 콘텐츠를 처리하는 셋-탑 박스들 및 가정용 컴퓨터들

뿐만 아니라, 페이저, 이동 전화, PCS 디바이스 및 제한된 통신 범위를 갖는 특징이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와 같은 휴대

형, 무선 디바이스들에 응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domain-based digital rights) 관리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통신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통신 디바이스는

처리 소자(processing element),

상기 처리 소자와 연결되고 상기 처리 소자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통신 디바이스로의 입력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수신기,

상기 처리 소자와 연결되고, 상기 처리 소자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출력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송신기, 및

상기 처리 소자와 연결되고, 상기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환경 내에서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디

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

을 포함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도메인-기반 디지털 저작권 관리 환경의 도메인 관리 기관과

연합하여, 암호 키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통신 디바이스를 갖는 도메인에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선택적으로 부가함으로

써, 상기 통신 디바이스가 도메인 내의 멤버쉽에 기초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수신하고 암호 해제하도록

(decrypt) 동작할 수 있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는 제한된 통신 범위를 갖는 제한된 범위의 송신기이고, 이 제한된 통신 범위 내에서 상기 디

지털 콘텐츠를 신뢰된(trusted) 통신 디바이스로 전송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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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 요구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송신기로 하

여금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상기 도메인 내로 등록시키기 위한 요구를 도메인 관리 기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통신 디바이스가 하나 이상의 유효 암호 엘리먼트(cryptographic element)를 액세스하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수신기로 하여금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도메인 관리 기관으로부터

상기 도메인의 암호 키를 수신하여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상기 도메인에 연결시키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또한 상기 도메인 관리 기관과 연합하여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통

신 디바이스를 제거하는데, 이는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제거하라는 상기 도메인의 상기 사용자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관리

관리 모듈은 상기 송신기로 하여금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제거하라는 요구를 전송하게 하며,

상기 통신 디바이스를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제거하라는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디바이스는 상기 도메인 관리 기

관으로부터 안전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도메인의 상기 암호 키를 상기 통신 디바이스로부터 제거하라는 명령을 수신하며,

상기 도메인 관리 기관으로부터 상기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도메

인의 상기 암호 키를 제거하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기로 하여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게 하는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저

작권 관리 모듈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과 상기 도메인 관리 기관 중 적어도 하나

가 상기 도메인의 인증을 검증하고,

상기 도메인의 상기 인증이 검증되면,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수신기는, 상기 통신 디바이스가 등록된 상기 도메인의

상기 암호 키에 구속되어(bound) 암호화된 형태로 상기 요구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요구된 디지털 콘텐츠와 연관되고 상기 요

구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콘텐츠 패키지 내에, 수신기에 의해 수신된 사용 룰(usage rule)을 시행하는

통신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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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패키지는 상기 사용 룰을 포함하는 이진 표현의(binary representation) 저작권 테이블을 포

함하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진 표현의 저작권 테이블은 미리 정의된 토큰을 갖는 다수의 섹션을 포함하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디지털 콘텐츠를 요구하는 상기 도메인의 제2 통신 디바이스로부

터 요구를 수신한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송신기에 응답하여, 상기 송신기로 하여금 저장 소자로부터 상기 요구된 디

지털 콘텐츠를 상기 제2 통신 디바이스로 전송하게 하는

통신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디바이스의 상기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상기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듈은 상기 송신기가

상기 도메인에서 이용가능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요구를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도메인의 인증이 검증된 후, 상기 수신기는, 상기 통신 디바이스가 등록된 상기 도메인의 암호 키에 구속되어 암호화

된 형태로 상기 요구된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는

통신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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