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9/3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14일

10-0601667

2006년07월10일

(21) 출원번호 10-2004-0022882 (65) 공개번호 10-2005-0088901

(22) 출원일자 2004년04월02일 (43) 공개일자 2005년09월07일

(30) 우선권주장 60/548,888 2004년03월0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최양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까치마을1단지선경아파트112동2403호

조정연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동코오롱아파트106동506호

손영철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1039-14204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10099280 A

WO03084186 A1

KR1020030044720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준석

(54) 디지털 권한 관리의 상태 보고 장치 및 방법

요약

디지털 권한 관리의 상태 보고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은, 콘트롤 디바이스와 콘트롤 포인트로 구성된 홈 네트워

크에서, 콘트롤 디바이스의 디지털 권한 관리의 상태를 콘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권한 관리를 수

행하는 DRM 모듈; DRM 모듈로부터, 현재 동작중인 DRM 과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DRM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DRM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상태 변수 생성부; 및 생성된 상태 변수를 uPnP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게 전송하는 uPnP 모듈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콘트롤 포인트로 하여금, 콘트롤 디바이

스가 수행중인 디지털 권한 관리의 동작 상태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홈 네트워크의 에러 상태

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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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uPnP 프로토콜에 따른 홈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uPnP를 이용한 DRM에서, CP와 CD 사이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전송이 수행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CP 및 CD 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권한 해제 상태 변수를 CP에 보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이하 DRM이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홈 네트

워크에서 콘트롤 디바이스의 DRM의 동작 상태를 콘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홈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홈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기기 및 콘텐츠를 재생하는 기기를 관

리하는 기기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기들에 의해 DRM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이다.

DRM은 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들에 대한 권한 관리 기능 및 특정 홈 네트워크에서 재생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권한 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DRM은 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DRM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톰슨사에서 제안한 SmartRight', 시스코사에서 제안한 OCCAM(Open Conditional Content

Access Management)', IBM사에서 제안한 xCP Cluster Protocol', DTLA(Digital Transmission License

Adminstrator)사에서 제안한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과 같은 것이 있다.

일반적인 DRM 시스템에 있어서, 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는 마스터 기기와 슬레이브 기기로 나뉘어진다. 마스터 기기는

다른 기기에 대한 권한의부여, 변경, 소멸 및 홈 네트워크내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한의 설정, 변경, 소멸을 수행하

는 기기를 말하며, 슬레이브 기기는 마스터 기기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말한다.

슬레이브 기기는 콘텐츠를 복호화하고 재생하는 미디어 랜더러(Media Renderer) 및 이러한 미디어 랜더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소스(Media Source)로 나뉜다. 마스터 기기인지 슬레이브 기기인지 여부는 DRM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

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최근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마스터 기기와 슬레이브 기기의 통신은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Universal

Plug and Play, uPn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은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의 홈 네트

워크로의 접속 및 이탈을 자동으로 인지함으로써 홈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및 소멸시키는 기술

이다.

도 1은 uPnP 프로토콜에 따른 홈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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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프로토콜에 따른 홈 네트워크는 콘트롤 디바이스(Control Device, CD) 및 콘트롤 포인트(Control Point, CP)로 구

성된다.

CP (10)는 uPnP 네트워크 상에서 CD(20,30,40)을 검색하고, 새로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제거될 때 발생하는 광고 메

시지를 수신함으로써 CD가 새로이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였음을 인식한다. 또한 각 CD의 디스크립션 메시지(description

message)를 수신하고, CD 와의 엑션(action)에 따른 이벤트 메시지(event message)의 수신을 수행한다. 각 엑션은 마크

업 언어 예를 들면 XML을 이용하여 정의된다.

CD (20,30,40)는 CD 가 홈 네트워크에 접속되거나 이탈될 때 CP 에 광고 메시지(advertisement message)를 보내고, 소

정의 주기내에 CD 가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CD 는 이외에도 uPnP 프로토

콜에 따라 CP가 보내는 여러 요청(request)에 대한 응답(response)을 수행한다. CD(20,30,40)는 홈 네트워크내에서 미

디어 소스 및 미디어 렌더러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도 1에서, 경로 (12,14,16)은 CP와 CD 간에 수행되는 메시지 전송 및

응답을 나타내고, 경로 (22,32)는 CD간에 수행되는 콘텐츠의 송신 및 수신을 나타낸다.

도 2는, uPnP를 이용한 DRM에서, CP와 CD 사이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전송이 수행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CP (210)는 uPnP 프로토콜에 따라 CD와 메시지 송신 및 이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는 uPnP 모듈(214) 및 메시지 송신을

위한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고 메시지 응답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212)를 포함한다. CP(210)

는 일반적으로 원격 제어 장치 또는 PDA 이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진다. 콘텐츠의 재생의 측면에서, 홈 네트

워크에서 CP(210)는 사용자에 의한 콘텐츠의 검색 및 재생 명령을 uPnP 프로토콜에 따라 CD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CD의 응답을 수신한다.

CD는 콘텐츠를 재생하는 기기인지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미디어 랜더러와 미디어 소스로 나뉜다.

미디어 소스(220)는 CP의 uPnP 모듈(214)과 통신하여 광고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CP에게 알리고 CP와의 uPnP

통신을 수행하는 uPnP 모듈(222), DRM을 수행하여 이에 따라 정당한 권한 있는 CD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DRM 모듈

(224) 및 콘텐츠가 저장된 콘텐츠 DB(226)을 포함한다.

미디어 랜더러(230)는 CP의 uPnP 모듈(214)과 통신하여 광고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CP에게 알리고 CP와의

uPnP 통신을 수행하는 uPnP 모듈(232), DRM을 수행하여 이에 따라 미디어 소스로부터 정당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DRM

모듈(234) 및 전송받은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재생하는 콘텐츠 재생부(236)를 포함한다.

그러나,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 소스(220)의 DRM 모듈(224)과 미디어 렌더러(230)의 DRM 모듈(234)은 서로

직접 통신하면서 DRM을 수행한다. 따라서, CP(210)는 uPnP 프로토콜하에서 발생한 에러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

다. 즉,CP(210)는 미디어 소스(220) 또는 미디어 랜더러(230)가 DRM 과정 중에 어떠한 단계를 수행중인지 또는 수행중

인 과정이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도 2와 같은 종래의 구현 예에서는, DRM 모듈이 수행중인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CP와 CD사이의 통신은 uPnP 모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CD와 CD 즉 미디어 소스와 미디어 랜더러 사이의 통신은 DRM

모듈을 통해 직접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DRM 과정 중에 발생한 에러에 사용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uPnP를 이용한 DRM 시스템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DRM

과정의 상태를 인식가능하게 하는 DRM 상태 보고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콘트롤 디바이스와 콘트롤 포인트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콘트롤 디바

이스의 DRM의 상태를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장치에 있어서, a)DRM을 수행하는 DRM 모듈; b)상기 DRM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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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현재 동작중인 DRM 과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DRM 상태 정보에 기초하

여 DRM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상태 변수 생성부; 및 c)상기 생성된 상태 변수를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게 전송하는 uPnP 모듈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개시, 인증 중, 인증 실패, 인증 성공 여부 중 어느 하나를 나

타내거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중, 키 프로세싱 실패, 키 프로세싱 성공 여부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낸다.

이 때,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소스인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 소스내의 콘텐츠가 다른 콘

트롤 디바이스로 출력될 때마다 생성되고,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랜더러인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 랜더러내의 콘

텐츠가 상기 미디어 랜더러로 입력되거나 랜더링 될 때마다 생성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모듈을 포함하는 콘트롤 디바이스가 턴-온 되었음을 나

타내는 미인증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인증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의 결과가 실패임을 나타내

는 인증 실패 상태 변수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

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실패 상태 변수를 더 생성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상태 변수를 저장하는 상태 변수 저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uPnP 모듈은 uPnP 프로토콜에 따라 상

기 콘트롤 포인트의 상태 변수 검색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 변수 저장부에 저장된 상태 변수를 검색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전송한다.

또한 본 발명은, 콘트롤 디바이스와 콘트롤 포인트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의 DRM의 동작 상태

를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a)DRM을 수행하는 단계; b)상기 DRM의 수행중, 현재 동작중인 DRM

동작을 특정하는 DRM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DRM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DRM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상태

변수 생성 단계; 및 d)상기 생성된 상태 변수를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CP 및 CD 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D(300)는 DRM 모듈(310), uPnP 모듈(320), 콘텐츠 DB(330), 상태 변수 생성부(340) 및

상태 변수 저장부(350)를 포함한다. 도 3의 CD(300)는 미디어 소스이다.

DRM 모듈(310)은 CD(300)가 속한 홈 네트워크내에서 CD(300)의 DRM을 수행한다. DRM은 i)기기 권한 관리와 ii)콘텐

츠 권한 관리 및 iii)권한 해제 관리를 포함한다.

기기 권한 관리는 i)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에 대한 자격 부여, 변경 및 소멸 ii) 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들만이 획득가능

한 도메인 키의 생성, 변경, 소멸 iii)도메인 키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기기들에 대한 자격의 확인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동작

을 의미한다.

콘텐츠 권한 관리는 i)특정의 콘텐츠에 대한 복제 또는 재생의 횟수, 복제 또는 재생의 금지 여부와 같은 복제 제어 정보의

생성, 변경 및 소멸, ii)특정의 콘텐츠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콘텐츠 키의 생성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동작을 의미한다.

권한 해제 관리는 홈 네트워크에 속한 기기들이 불법으로 복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으로 복제된 기기를 특정하

는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지는 모든 기기의 권한을 해제(revoke)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권한 해제는 불법 복제된 기

기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레보케이션 리스트(revocation list)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인증서 또는 전자 서명과 같은 기술을

부가적으로 이용하여 수행된다.

도 3의 경로(312,322,332,372)는 CP(360)에 의한 사용자 입력에 의해 콘텐츠가 CD(300)에서 다른 기기로 전달하는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한 uPnP 통신 경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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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모듈(310)은 DRM 모듈(310)이 사용하는 DRM 솔류션에 의해 특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DRM 솔류션은 톰슨사

에서 제안한 SmartRight', 시스코사에서 제안한 OCCAM(Open Conditional Content Access Management)', IBM사에서

제안한 xCP Cluster Protocol', 및 DTLA사의 제안한 DTCP 과 같은 것이 있다. 본 발명에서 DRM 모듈은 위에서 예시한

DRM 응용 프로그램 뿐 아니라 I)기기 권한 관리 ii) 콘텐츠 권한 관리 iii)권한 해제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솔류션을 의미한

다. DRM 모듈은 응용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하드웨어로도 구현가능하다.

uPnP 모듈(320)은 uPnP 프로토콜에 따라 홈 네트워크내로의 기기의 접속 및 이탈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접속된 모든 기

기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며, 미디어 소스 및 미디어 랜더러와 같은 CD(300)와 CP(360)사이의 요청 및 응답 엑

션을 수행한다.

도 3의 경로(342,352,354,356,352,358,374)는 DRM 상태 변수의 생성 및 보고가 수행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상태 변수 생성부(340)는 DRM 모듈(310)로부터 DRM 상태 정보(342)를 수신하고, 수신한 DRM 상태 정보(342)를 이용

하여 상태 변수(352)를 생성한다. DRM 상태 정보(342)는 DRM 모듈이 사용하는 DRM 솔류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

반적으로 모든 DRM 솔류션은 인증 동작, 키 프로세싱 동작 및 레보케이션 동작을 포함하므로, DRM 상태 정보는 DRM 모

듈에 의한 인증 동작 개시여부, 인증 성공 또는 인증 실패 여부, 키 프로세싱 동작 개시 여부, 키 프로세싱 동작 실패 또는

성공 여부를 포함한다.

상태 변수 저장부(350)는 상태 변수를 저장한다. CP의 uPnP 모듈(370)은 미리결정된 시간 또는 주기에 상태 변수 요청

(352)을 CP의 uPnP 모듈(320)로 전송한다. 상태 변수 요청(352)을 수신한 CD의 uPnP 모듈(320)은 상태 변수 저장부

(350)에 저장된 현재 상태 변수를 추출한 후, 현재 상태 변수를 포함하는 응답(358)을 CP의 uPnP 모듈(370)로 전송한다.

전송된 현재 상태 변수(374)는 UI(380)을 통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이하 도 4 내지 도 7을 사용하여 각 DRM 솔류션에 따른 상태 변수의 천이과정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 의 상태 변수는 미인증(Not_authenticated), 인증중(Authenticating), 인증 실패(Authentication_failed), 키 프로세

싱중(Processing_content_key), 키 프로세싱 실패(Content_Key_process_failure), 정상 동작중(OK) 및 미지상태

(Unknown)를 포함한다.

도 4에서, 각 화살표는 DRM 모듈(310)이 DRM 모듈(310)의 동작 상태에 따라 생성하는 DRM 상태 정보(342)를 나타내

며, 각 블록은 상태 변수(352)를 나타낸다.

CD(300)가 턴-온 되면, DRM 모듈(310)이 초기화된다. 상태 변수 생성부(340)는 DRM 모듈(310)의 초기화 완료를 DRM

상태 정보로서 수신하여 '미인증' 상태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상태 변수 저장부(350)에 저장한다.

사용자에 의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재생 명령이 UI(380)을 통해 입력되고, 입력된 재생 명령이 CP내의 uPnP 모듈(370)

및 CD내의 uPnP 모듈(320)을 통해 DRM 모듈(310)에 전달되면, DRM 모듈(310)은 미리정해진 DRM 솔류션에 따라 CP

(360) 및 CD(300)사이의 인증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증 동작이 개시되면, DRM 모듈(310)은 인증 개시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342)를 생성하고 이를 상태 변수

생성부(340)에 전송한다. 상태 변수 생성부(340)는 인증 개시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342)를 수신하면 상태 변수 저

장부(350)내의 상태 변수를 '미인증' 에서 '인증중' 으로 천이시킨다. 상태 변수의 천이 동작은 상태 변수 저장부(350)에 저

장된 특정의 상태 변수를 다른 상태 변수로 갱신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동일한 방법으로, DRM 모듈(310)은 자신이 수행중인 동작에 따라 DRM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태 변수 생성부(340)는

DRM 모듈(310)로부터 DRM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도 4에 나타난 구조에 따라 각 DRM 상태 정보가 가리키는 블록에 해

당하는 상태 변수로 상태 변수 저장부(350)내의 상태 변수를 갱신한다.

도 4에서, '정상동작중(OK)' 상태 변수는 인증 동작 뿐 아니라 키 프로세싱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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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상태(Unknown)' 상태 변수는 DRM 상태 정보(342)가 도 4에 나타난 DRM 상태 정보의 유형중 어느것도 아닐 때 상

태 변수 생성부(340)가 생성하는 상태 변수를 나타낸다.

도 4에 나타난 DRM 상태 변수 구조는 DRM 솔류션이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일 경우를 나타

낸다. DTCP는 CD에 대한 인증을 콘텐츠마다 수행한다. 따라서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DTCP에서는 기기에 대한 인증

동작이 완료되면 별도의 상태 변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가 생성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의 상태 천이 구조는 DRM 모듈(310)의 인증 동작과 키 프로세싱 동작이 분리된 경우를 나타낸다. 즉 '인증중' 상태에

서 인증 성공을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가 상태 변수 생성부(340)에 수신되면, '정상 동작중' 로 상태 변수가 천이된다.

다시말하면, 도 4와는 달리, 인증 동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상태 변수는 '정상동작중' 상태로 갱신되므로, 사용자

입력에 의해 특정의 콘텐츠에 대한 재생 명령이 입력되지 않는다면 인증 만료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342)가 상태 변

수 생성부(340)에 수신될 때까지 '정상 동작중'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도 5의 상태 천이 구조는 DRM 모듈(310)의 DRM 솔류션이 인증 동작과 키 프로세싱 동작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즉 인증 동작이 특정의 기기에 대해 수행되고 이와 별도로 콘텐츠에 대해 키 프로세싱이 수행되는 DRM 솔류션의 경우에

적합한 상태 천이 구조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른 상태 변수 천이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의 상태 천이 구조는 '권한 해제(revocated)' 상태 변수만을 제외하고 도 5의 상태 천이 구조와 동일하다. '권한 해제'

상태 변수는 기기의 인증 동작 중 해당 기기가 불법 복제 되었음이 결정된 경우에 생성된다. 따라서 도 6의 상태 변수 천이

구조는 DRM 모듈(310)의 DRM 솔류션이 권한 해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태 천이 구조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도 3에 나타난 바와 상이하게, '권한 해제' 상태 변수는 상태 변수 요청에 대한 응답에 의해서

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CP에 전달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권한 해제 상태 변수를 CP에 보고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의 실시예에서, '권한 해제' 상태 변수는 uPnP 엑션중의 하나인 '겟 프로토콜 인포(get protocol Info)'을 통해서 CD로

부터 CP로 전달된다.

먼저 단계 ①에서, CP 는 CD 에게 uPnP 프로토콜에 따라 겟 프로토콜 인포 명령을 전달한다. CD 는 미디어 소스 (MS) 및

미디어 랜더러 (MR)를 모두 포함한다. 겟 프로토콜 인포 명령의 전달은 CP의 uPnP 모듈 및 CD 의 uPnP 모듈사이에 수행

된다.

단계 ②에서, 각 CD 즉 미디어 소스(MS) 및 미디어 랜더러(MR)는 겟 프로토콜 인포 명령에 대한 응답을 CP로 전송한다.

이 응답은 미디어 소스 또는 미디어 랜더러가 불법 복제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권한 해제 상태 변수를 포함한다. 권한

해제 상태 변수는 CD 의 상태 변수 생성부에 의해 생성된다.

단계 ③에서, CP 는 미디어 소스에게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브라우저 명령을 전송하고, 단계 ④에서, 미디어 소스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특정 콘텐츠를 나타내는 식별자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정보를 CP로 전송한다.

단계 ⑤ 내지 ⑧에서, CP 와 미디어 랜더러 사이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주소 지정 및 재생 명령이 수행됨으로써 해당 콘텐

츠에 대한 재생이 수행된다.

단계 ⑤,⑥에서 미디어 랜더러 MR 는 CP로부터의 SET_AVTURI 명령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저장된 미디어 소스 및 콘텐

츠의 위치를 전송 받고, 단계 ⑦,⑧에서, 미디어 랜더러 MR 는 CP로부터의 Play 명령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미디어 소스

로부터 전송 받아 재생한다.

도 7에서, 단계 ① 내지 ② 는 단계 ③ 내지 ④ 이후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브라우저가 수행된 다음에 겟프로토콜 인포 명령이 CP로부터 CD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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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 따른 DRM 상태 보고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DRM 상태

보고를 구현한다. 상기 정보저장매체는 자기 기록매체, 광 기록매체, 및 캐리어 웨이브 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콘트롤 포인트로 하여금, 콘트롤 디바

이스가 수행중인 DRM의 동작 상태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게 함으로써, 홈 네트워크의 에러 상태에 대해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트롤 디바이스와 콘트롤 포인트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의 디지털 권한 관리의 상태를 상기 콘

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장치에 있어서,

a)디지털 권한 관리를 수행하는 DRM 모듈;

b)상기 DRM 모듈로부터, 현재 동작중인 DRM 과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DRM 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DRM 상

태 정보에 기초하여 DRM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상태 변수 생성부; 및

c)상기 생성된 상태 변수를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게 전송하는 uPnP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개시, 인증 중, 인증 실패, 인증 성공 여부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중, 키 프로세싱 실패, 키 프로세싱 성공 여

부 중 어느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소스인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 소

스내의 콘텐츠가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로 출력될 때마다 생성되고,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랜더러인 경우에는 상

기 미디어 랜더러내의 콘텐츠가 상기 미디어 랜더러로 입력되거나 랜더링 될 때마다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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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DRM 모듈이 설치된 홈 네트워크 기기가 권한 해제(Revocation)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모듈을 포함하는 콘트롤 디바이스가 턴-온되었음을 나타내는 미인증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인증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의 결과가 실패임을 나타내는 인증 실패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이 인증을 개시하였음을 나타낼 때, 상기 미인증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중 상태 변

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정상 동작중 상

태 변수로 천이시키고,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사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 실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의 인증 만료 조건을 나타낼 때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를 상기 미인증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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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실패 상태 변수를 더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고,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 실

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이 키 프로세싱을 개시하였음을 나타낼 때,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부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키 프로세싱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고,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키 프로세싱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 실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상태 변수를 저장하는 상태 변수 저장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uPnP 모듈은 uPnP 프로

토콜에 따라 상기 콘트롤 포인트의 상태 변수 검색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 변수 저장부에 저장된 상태 변수를 검색하

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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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변수는,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 의한 겟 프로토콜 인포(get_protocol Info) 명령에 대한 응답

으로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콘트롤 디바이스와 콘트롤 포인트로 구성된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의 디지털 권한 관리의 동작 상태를 상

기 콘트롤 포인트로 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a)디지털 권한 관리를 수행하는 단계;

b)상기 디지털 권한 관리의 수행중, 현재 동작중인 DRM 동작을 특정하는 DRM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c) 상기 DRM 상태 정보에 기초하여, DRM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상태 변수 생성 단계; 및

d)상기 생성된 상태 변수를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개시, 인증 중, 인증 실패, 인증 성공 여부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키 프로세싱중, 키 프로세싱 실패, 키 프로세싱 성공 중 어느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 또는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소스인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

소스내의 콘텐츠가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로 출력될 때마다 생성되고,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미디어 랜더러인 경우에는

상기 미디어 랜더러내의 콘텐츠가 상기 미디어 랜더러로 입력되거나 랜더링 될 때마다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uPn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상태 정보는,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권한 해제(Revocation)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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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c)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가 턴-온되었음을 나타내는 미인증 상태 변수;

상기 디지털 권한 관리 단계를 수행하는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인증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에 의한 인증 동작의 결과가 실패임을 나타내는 인증 실패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이 인증을 개시하였음을 나타낼 때, 상기 미인증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중 상태 변

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정상 동작중 상

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사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 실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의 인증 만료 조건을 나타낼 때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를 상기 미인증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중임을 나타내는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수행중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중 상태 변수; 및

상기 DRM 모듈에 의한 키 프로세싱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내는 키 프로세싱 실패 상태 변수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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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인증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인증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인증 실

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이 키 프로세싱을 개시하였음을 나타낼 때,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b)상태 변수 생성 단계는,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키 프로세싱 동작이 성공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정상 동작중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DRM 상태 정보가 상기 DRM 모듈의 키 프로세싱 동작이 실패임을 나타낼 때 상기 키 프로세싱중 상태 변수를 상기

키 프로세싱 실패 상태 변수로 천이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변수를 저장하는 상태 변수 저장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상태 변수 전송 단계는 상기 콘트

롤 포인트의 상태 변수 검색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 변수 저장부에 저장된 상태 변수를 상기 콘트롤 포인트로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변수는, 상기 콘트롤 포인트에 의한 겟 프로토콜 인포(get_protocol Info) 명령에 대한 응답

으로 상기 콘트롤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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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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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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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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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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