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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구조 및 개체간 연동 방법 및 장치그리고 그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각 개체의 구조 및 기능을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브로드

캐스트 네트워크를 이루는 각 개체에서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를 보호하여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각 개체의 구조 및

역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구조와 각 개체가 가져야 할 기능을

제안하여,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달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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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

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

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등록 과정 및 서비스 가입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상기 등록 과정 수행 시 그룹 키를 획득하고, 상기 서비스 가입시 상기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키인 트래픽 키가 포함된 트래픽 키 메시지 수신 시 상기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는 상기 BSD가 암호화한 서비스를 수신하고, 상기 트래픽 키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과정 및 서비스 가입 수행은,

상기 단말기의 등록 및 가입 수행을 진행하는 SP-C(SP-Client) 컴포넌트와 상기 BSM의 암호키 생성 및 가입 관리를 수

행하는 SP-M(SP-Management) 컴포넌트와의 연동을 통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는,

상기 BSD의 SP-E(SP-Encryption) 컴포넌트가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암호화하여 상기 단말기로 브로

드캐스트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암호화 시

상기 BSD의 상기 SP-E(SP-Encryption) 컴포넌트는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가 생성한 트래픽

키를 제공받아 상기 서비스를 암호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키 메시지는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에 의해 상기 트래픽 키가 서비스 키로 암호화된 정보를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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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의 복호화는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BSD의 SP-E(SP-Encryption) 컴포넌트로부터 전송되는 암호화

된 서비스를 복호화함으로써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및 가입 수행 시 획득한 그룹 키 및 상기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보는 상기 SP-D(SP-Decryption) 컴포넌트로 전

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과정은,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가 그룹 키, 서비스 키 및 트래픽 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로부터 특정 매개를 통해 등록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SP-M 컴포넌트가 상기 단말기가 속한 그룹의 그

룹 키를 포함하는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가 상기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되도록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에 전

달하는 과정과,

상기 BSD의 SP-KD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 수신 시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하여 그

룹 키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과정은,

상기 단말기가 양방향 채널을 통해 직접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전송에 대응하여 상기 SP-M 컴포넌트가 상기 단말기가 속한 그룹의 그룹 키를 포함하는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

여 상기 양방향 채널을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가 상기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되도록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에 전

달하는 과정과,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 수신 시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하여 그

룹 키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항 및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그룹 키를 획득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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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의 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메시지 내의 전자 서명 필드 및 시간

필드를 확인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상기 단말기의 공개키로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 내의 암호화된 그룹 키를 복호화하여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가입 과정은,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가 그룹 키, 서비스 키 및 트래픽 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로부터 특정 매개를 통해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SP-M 컴포넌트가 상기 서비스 키를 이용

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규정한 권한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권한 정보를 상기 그룹 키로 암호화한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BSD의 SP-KD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 수신 시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

한 후 등록 시 획득한 그룹 키를 이용하여 상기 권한 정보를 복호화하여 권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가입 과정은,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가 그룹 키, 서비스 키 및 트래픽 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로부터 양방향 채널을 통해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SP-M 컴포넌트가 상기 서비스 키를 이

용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 권리를 규정한 권한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SP-M 컴포넌트는 상기 생성된 권한 정보를 상기 그룹 키로 암호화한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 수신 시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상기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한 후 등록 시 획득한 그룹 키를 이용하여 상기 권한 정보를 복호화하여 권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키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 컴포넌트가 상기 BSD로 트래픽 키와 트래픽 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가 서비스 키로 상기 트래픽 키를 암호화한 트래픽 키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

게 브로드캐스트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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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는 상기 트래픽 키 메시지 수신 시 상기 단말기의 SP-D(SP-Decryption) 컴포넌트가 서비스 키로 트래픽 키

를 복호화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키는 상기 서비스를 암호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암호키이며, 서비스 키는 특정 서비스 가입

시 부여되는 암호키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 시스템은,

서비스를 생성하여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에 전달하는 컨텐츠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를 가공하여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에 전달하는 BSA와,

단말기와의 등록 과정 및 서비스 가입 관리를 수행하고, 상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암호키와 메시지를 생성하는 BSM

(Broadcast Service Management)과,

상기 BSM에서 생성되는 암호키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1컴포넌트와, 상기 BSM에서

생성되는 암호키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상기 BSA에서 전송되는 서비스를 암호화 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2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BSD와,

상기 BSM 및 BSD로부터 획득한 암호키들을 이용하여, 상기 BSD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단말기

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상기 단말기가 양방향 채널용 단말기일 경우 상기 단말기로부터의 등록 요청 메시지 수신

에 대응하여 단말기가 속한 그룹에 대한 그룹 키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에 전송

하고,

상기 단말기는, 상기 BSM으로부터 수신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하여 그룹 키를 획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상기 단말기가 브로드캐스트 채널용 단말기일 경우 상기 단말기로부터 특정 매개를 통해 상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

고, 상기 생성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상기 BSD을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상기 단말기로부터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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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로부터 상기 그룹 키를 이용하여 권한 정보를 획득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상기 단말기가 브로드캐스트 채널용 단말기일 경우 특정 매개를 통해 상기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생성된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를 상기 BSD를 통해 상기 단말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암호키 생성 및 상기 단말기에 대한 가입 관리를 수행하는 SP-M(SP-Management)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BSD는

상기 서비스를 암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하는 SP-E(SP-Encryption)컴포넌트와,

상기 SP-M 컴포넌트에서 생성한 암호키를 상기 단말기로 브로드캐스트하는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BSD는,

상기 BSM로부터 서비스 키를 제공받아 제공된 서비스 키로 트래픽 키를 암호화한 트래픽 키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

말기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BSD의 제1 컴포넌트 및 제2 컴포넌트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 및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제1 컴포넌

트와,

상기 BSM과 등록 및 가입을 수행하면서 암호화된 서비스의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들을 획득하여 상기 단말기의 제1 컴

포넌트에 전달해주는 단말기의 제2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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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BSM은

상기 단말기가 속한 그룹에 해당하며 서비스키를 암호화하는 그룹키, 특정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발급되며 트래픽 키를 암호

화하는 상기 서비스키, 상기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키인 트래픽 키를 생성

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

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

동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BSD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 및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제1 컴포넌트와,

상기 BSM과 등록 및 가입을 수행하면서 암호화된 서비스의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들을 획득하여 상기 제1 컴포넌트에

전달해주는 제2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단말 장치.

청구항 26.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

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

동하는 단말 장치는,

등록 및 서비스 가입, 컨텐츠 사용을 관리하는 DRM 모듈과,

상기 BSM과 메시지를 송수신하며, 상기 BSD로부터 트래픽 키 메시지와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Communication 모

듈과,

상기 BSM 및 BSD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검증하여 암호키들을 획득하는 Authentication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DRM 모듈은,

등록 과정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는 Registration 모듈과,

상기 서비스 가입 시 획득한 권한 정보의 해석 및 사용을 관리하는 Rights Management 모듈과,

상기 서비스 가입 시 부여되는 서비스 키로 암호화된 트래픽 키(Traffic Key)의 복호화를 수행하는 Key Stream

Management 모듈과,

상기 트래픽 키로 암호화된 컨텐츠의 복호화를 수행하는 Content Decryption 모듈과,

상기 각 모듈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DRM Manager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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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Authentication 모듈은,

전체적인 프로토콜 수행을 담당하며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 모듈과,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을 수행하는 Encryption Decryption 모듈과,

전자 서명을 수행하는 Digital Signature 모듈과,

MAC 연산을 수행하는 MAC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

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

동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로부터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에서 생성한 암호키

를 전달받고, 상기 BSD의 SP-E(SP-Encryption) 컴포넌트로부터 전송되는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SP-D(SP-

Decryption) 컴포넌트와,

상기 BSM의 SP-M 컴포넌트와 연동하여 등록 및 가입을 수행하면서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키

를 획득하여 상기 SP-D 컴포넌트에 전달해주는 SP-C(SP-Client)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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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 방법 및 장치, 그리고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Broadcast Service)라 함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암호화된 서비

스를 전송하면 다수의 단말기측에서 이를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는 점차 유료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무분별한 복제배포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필요로 인해 사용자의 권한 정보(RO: Right Object)에 대한 유연성 및 편리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기술이 도입되었다.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컨텐츠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호된다.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DRM 시

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면이다. DRM 기술은 컨텐츠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보안 기법의 하나로, 암호화된 컨텐츠 및 컨텐

츠의 사용 권리를 규정한다. 이 DRM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로는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재생하는 단

말기와, 그 컨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정보를 생성 및 발급하는 기관인 RI(Rights Issuer)가 있으며, 이 RI는 서비스 제공자

에 속한다.

단말기는 RI와의 인증 과정을 통해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여 권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 때, 그 권한 정보는 복호화되기 때문

에 불법적인 컨텐츠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단말기는 이러한 권한 정보를 통해 DRM 기술로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실행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컨텐츠에 담겨있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의 서비스/컨텐츠 보호 방법은 서비스 사업자와 하나의 단말기 간에 인증 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이동 통신 환경에서의 대표적인 관련 표준으로 OMA DRM v2.0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통신 환경에서 브로

드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수 개의 단말기들을 위한 서비스 보호 관련 표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브로드캐스팅 환경에서 컨텐츠 보호에 대한 방법은 현재 3GPP, 3GPP2 등에 MBMS 및 BCMCS와 같은 방법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 3GPP 등의 네트워크에 종속적인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기존 3GPP 등의 네트워크에 종속적인 MBMS(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와

같은 방법만을 제시할 뿐이며 특정 네트워크에 독립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체들의 구조 및 각 개체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방법의 제시가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 방법 및 장치,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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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술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

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등록 과정 및 서비스 가입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상기 등록 과정 수행 시 그룹 키를 획득하고, 상기 서비스 가입시 상기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서비스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키인 트래픽 키가 포함된 트래픽 키 메시지 수신 시 상기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는 상기 BSD가 암호화한 서비스를 수신하고, 상기 트래픽 키를 이용

하여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 시스템은, 서비스를 생성하여 BSA

(Broadcast Service Application)에 전달하는 컨텐츠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를 가공하여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에 전달하는 BSA와, 단말기와의 등록 과정 및 서비스 가입 관리를 수행하고, 상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암

호키와 메시지를 생성하는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과, 상기 BSM에서 생성되는 암호키를 포함하는 메시

지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1컴포넌트와, 상기 BSM에서 생성되는 암호키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

상기 BSA에서 전송되는 서비스를 암호화 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2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BSD와, 상기 BSM 및

BSD로부터 획득한 암호키들을 이용하여, 상기 BSD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단말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BSD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 및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제1 컴포

넌트와, 상기 BSM과 등록 및 가입을 수행하면서 암호화된 서비스의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들을 획득하여 상기 제1 컴포

넌트에 전달해주는 제2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하는 단말 장치는, 등록 및 서비스 가입, 컨텐츠 사용을 관리하는 DRM 모듈과, 상기 BSM과 메

시지를 송수신하며, 상기 BSD로부터 트래픽 키 메시지와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Communication 모듈과, 상기

BSM 및 BSD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검증하여 암호키들을 획득하는 Authentication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BSA(Broadcast Service Application), BSD(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 BSM(Broadcast

Service Management)를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및 단말기로 구성되는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개체(entity) 간 연동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BSD의 SP-KD(SP-Key Distribution) 컴포넌트로부터 상기 BSM의

SP-M(SP-Management)에서 생성한 암호키를 전달받고, 상기 BSD의 SP-E(SP-Encryption) 컴포넌트로부터 전송되는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SP-D(SP-Decryption) 컴포넌트와, 상기 BSM의 SP-M 컴포넌트와 연동하여 등록 및 가

입을 수행하면서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키를 획득하여 상기 SP-D 컴포넌트에 전달해주는 SP-

C(SP-Client) 컴포넌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

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

서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구조 및 각 개체의 기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단말기를 포함한 각 개체들의 구성 및 각

역할에 따라 단말기에 브로드캐스트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달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 이러한 기능이 구현된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말기의 구성도인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에서 본 발명이 적용되

는 단말기(50)는 크게 Application 모듈(100), DRM 모듈(110), Authentication 모듈(140), Secure Storage 모듈(170),

Communication 모듈(180) 및 UIM I/F(Interface) 모듈(19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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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Application 모듈(100)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모듈로서, DRM 모듈(110)로부터 복호화된 컨텐츠를 제공

받아 재생하는 역할을 하며, DRM 모듈(110)은 등록 및 서비스 가입, 컨텐츠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DRM 모듈(110)은 DRM Manager 모듈(115), Registration 모듈(120), Rights Management 모듈(125), Key Stream

Management 모듈(130), Content Decryption 모듈(135)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Registration 모듈(120)은 등록 과정

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고, Rights Management 모듈(125)은 서비스 가입 시 획득한 권한 정보의 해석 및 사용을 관리한

다. 그리고 Key Stream Management 모듈(130)은 서비스 키(Service Key)로 암호화된 트래픽 키(Traffic Key)의 복호

화를 수행하며, Content Decryption 모듈(135)은 트래픽 키로 암호화된 컨텐츠의 복호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DRM 관련

모듈들의 전체 동작은 DRM Manager 모듈(115)의 제어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Authentication 모듈(140)은 사용자 식별 모듈과 네트워크 예컨대, 서비스 제공자와의 인증 프로토콜 수행을 관리

하며, 그 하부 모듈을 이용하여 메시지 생성 및 검증을 한다. 이러한 Authentication 모듈(140)은 전체적인 프로토콜 수행

을 담당하며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145)와 그 하부 모듈로 암호화 및 복호화 연산을 수행하는

Encryption Decryption 모듈(150), 전자 서명하는 Digital Signature 모듈(155), MAC 연산을 수행하는 MAC 모듈(160)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DRM 모듈(110) 및 Authentication 모듈(140)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BSM(40)로부터 수신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검증하여 그룹 키를 획득하며, BSM(40)로부터 수신된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에서는 그 그룹 키를

이용하여 권한 정보를 획득하고, BSD(30)로부터는 트래픽 키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하고, 획득한 트래픽 키로 BSD(30)로부터 전송된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ommunication 모듈(180)은 네트워크와의 송신 및 수신을 담당하며, 특히 네트워크로부터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된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BSD(30)로부터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Communication 모듈(180)은

BSM(40)과 양방향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하며, BSD(30)로부터 트래픽 키 메시지와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한다.

그리고 Secure Storage 모듈(170)은 암호키 등을 저장하며, UIM Interface 모듈(190)은 사용자 식별 모듈(UIM : User

Identity Module)과의 통신을 담당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보호를 수행하는 각 기능별 개체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서 DRM 적용을 위한 각 개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CC(10), BSA(20), BSD(30), BSM(40) 그리고 단말기

(50)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CC(10)는 Content Creator의 약어로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생성하는 컨텐츠 생성 기관을 나

타낸다. BSA(20)는 BCAST(Broadcast) Service Application을 뜻하며,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

션을 나타낸다. BSD(30)는 Broadcast Service Distribution의 약어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분배 및 서비스 보호 기능

을 제공하며, BSM(40)은 Broadcast Service Management의 약어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가입 관리를 수행한다. 이러

한 각 기능별 개체를 통해 브로드캐스트 서비스가 단말기(50)로 전달됨으로써 단말기(50)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브로드캐스트 되어지는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각 기능별 개체에 존재하는 컴포넌트에 대하여 설명한다.

BCAST Service는 Digital Content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SP-E(ServiceProtection-

Encryption) 컴포넌트(32)는 서비스를 암호화하여 브로드캐스트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M(ServiceProtection-

Management) 컴포넌트(42)는 암호키 생성 및 가입 관리 등을 수행한다. SP-KD(ServiceProtection-Key Distribution)

컴포넌트(34)는 SP-M 컴포넌트(42)가 생성한 암호키 등을 단말기(50)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D

(ServiceProtection-Decryption) 컴포넌트(52)는 SP-E(ServiceProtection-Encryption) 컴포넌트(32)로부터 전송되는

암호화된 서비스를 복호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P-C(ServiceProtection-Client) 컴포넌트(58)는 SP-M 컴포넌트(42)

와의 등록 및 가입 수행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암호키를 SP-D 컴포넌트(5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라 단말기(50)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즉, BSM(40)에 등

록(Enrollment)한 후 서비스에 가입(join)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등록 및 서비스 가입된 단말기는 BSM(40)로부터 서비스

권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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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단말기가 등록 및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채널에서의 서비스 보호 방법에 따라 송수신되는 메시지 흐

름을 나타낸 도면인 도 4 및 해당 메시지 포맷을 나타낸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을 참조하여 브로드캐스트 채널에서의 서비스 보호 과정을 살펴보면, BSM(40)의 SP-M 컴포넌트(42)는 200단계에

서 그룹키(GK), 서비스키(SK), 트래픽키(TK)를 생성한다. 이미 전술한대로, 상기 그룹 키(GK)는 단말기가 속한 그룹에 해

당하는 암호키를 의미하며, 서비스키(SK)는 암호화된 트래픽키 메시지 복호화에 이용되고, 트래픽키(TK)는 단말기로 전

송할 컨텐츠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이후, 단말기(50)는 210단계에서 등록을 위해 등록 요청 메시지를 BSM(40)으로 전송한다. 이 때, 단말기(50)는 브로드캐

스트 채널의 특성 상 직접적으로 BSM(40)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out-of-band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BSM

(40)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out-of-band 방식의 한 예로, PC 등의 다른 기기를 매개로 BSM(40)에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

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등록 요청 메시지의 포맷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5(a)를 참조하면,

등록 요청 메시지 포맷은 크게 단말기 명 예컨대, 단말기 식별정보를 나타내는 ID_T, 난수 정보 RND(1), 첫번째 전송 시간

(time stamp)인 TS(1), 전자 서명(Signature) Sign_T로 이루어지는 각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전자 서명

Sign_T 필드를 단말기(50)가 자신의 암호키로 서명함으로써 BSM(40)로 하여금 특정 가입자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전자 서명 Sign_T 필드는 필수적인(Mandatory) 필드가 아닌 선택적인(Optional) 필드임을 말해

둔다.

BSM(40)의 SP-M 컴포넌트(42)는 상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단말기(50)를 확인하고, 그 단말기(50)가 속하는 해

당 그룹의 그룹 키를 등록 응답 메시지 생성시 포함시켜서 215단계에서 BSD(30)에게 전달한다. BSD(30)의 SP-KD 컴포

넌트(34)는 수신한 등록 응답 메시지를 220단계에서 단말기(50)로 전송한다. 이러한 등록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도 5(b)

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록 응답 메시지에는 단말기(50)의 공개키로 그룹 키를 암호화한 정보

가 포함된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E(K, D)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식은 데이터 D를 암호키 K로 암호화하는 연

산을 뜻한다. 따라서, 단말기(50)의 공개키(PK_T)로 그룹키(GK)를 암호화한 정보는 E(PK_T, GK)로 표현될 수 있다. 여

기서, 기호 E는 암호화를 나타내며 Encryption의 약어를 뜻한다.

이러한 등록 응답 메시지가 SP-KD 컴포넌트(34)를 통하여 브로드캐스트되면, 단말기(50)의 SP-D 컴포넌트(52)는 상기

메시지의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고, 전자 서명을 BSM(40)의 공개키(PK_T)로 검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생

성한 주체를 확인하고 올바른 메시지인지를 검증한다. 이 때, 검증이 실패하게 되면 단말기(50)는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

며, 검증이 성공하게 되면 등록 응답 메시지로부터 그룹키(GK)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등록 과정

(S210)을 통해 단말기(50)는 가입자 그룹에 해당하는 암호키인 그룹키(GK: Group Key)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등록이 완료되면 단말기(50)에서는 BSM(40)의 SP-M 컴포넌트(42)에 서비스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

스 가입은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에 해당하므로, 단말기(50)는 230단계에서와 같이 권한 정보 RO 요

청 메시지를 BSM(40) SP-M 컴포넌트(42)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브로드캐스트 채널의 특성 상 단말기(50)

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out-of-band 방식으로 RO 요청 메시지를 BSM(40)의 SP-M 컴포넌트

(42)에 전달하게 된다. 이 RO 요청 메시지의 포맷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이 메시지에는 단말기(50)가 가입하고

자 이러한 RO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BSM(40)의 SP-M 컴포넌트(42)은 235단계에서 미리 생성해놓은 서비스 키를 포

함하는 권한 정보(RO)를 생성한 후, 240단계에서 그룹키로 암호화된 RO를 포함하는 RO 응답 메시지를 BSD(30)의 SP-

KD 컴포넌트(34)에 전달한다. 그러면 BSD(30)에서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요청한 단말기(50)로 RO

응답 메시지 즉, 서비스 가입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245단계). 단말기(50)의 SP-D 컴포넌트(52)가 RO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메시지 검증을 수행한 후 등록 시 획득한 그룹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RO를 복호화한다. 여기서, RO 응답 메시

지의 포맷은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서비스 가입(S230) 과정을 통해 단말기(50)는 권한 정보인 RO를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삭제

이 후, BSM(40)의 SP-M 컴포넌트(42)는 BSD(30)에게 250단계에서 TK 메시지를 전달한다. BSD(30)의 SP-KD 컴포넌

트(34)는 255단계에서와 같이 서비스 키로 트래픽 키를 암호화한 TK 메시지를 단말기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이 TK

메시지의 포맷은 도 5(e)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TK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50)의 SP-D 컴포넌트(52)는 서비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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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시 획득한 서비스 키로 암호화된 트래픽 키를 복호화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한다. 여기서, 서비스 가입 시 획득한 권한

정보 RO에는 서비스 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말기(50)가 서비스 키를 이용하여 트래픽 키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60단계에서 CC(10)에서 생성된 컨텐츠는 BSA(20)의 BCAST Service 컴포넌트(22)를 거쳐 BSD(30)의 SP-E 컴

포넌트(32)에 전달된다. 여기서 BCAST Service 컴포넌트(22)는 CC(10)로부터 전달 받은 컨텐츠들을 가공 과정을 거쳐

서 브로드캐스팅에 적합한 서비스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BSD(30)의 SP-E 컴포넌트(32)는 265단계에서 컨

텐츠 및 부가 정보들을 트래픽 키를 이용하여 IPSec(IP Security) 및 SRTP(Secure Realtime Transmission Protocol) 등

의 네트워크 또는 전송 보호 기술로 서비스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리고나서 BSD(30)의 SP-E 컴포넌트(32)는 270단계에

서 상기 트래픽 키로 암호화된 서비스를 단말기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 여기서, 트래픽 키는 BSM(40)에서 전달된 TK

메시지로부터 획득된 것이며,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의 포맷은 도 5(f)에 도시된 바와 같다. 상기 암호화된 서비스를 수신한

단말기(50)의 SP-D 컴포넌트(52)는 트래픽 키로 서비스를 복호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트래픽 키로 컨

텐츠가 복호화되면, 복호화된 컨텐츠는 어플리케이션(100)을 통해 재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수신(S260) 과정을

통해 단말기(50)는 트래픽 키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서비스를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

삭제

한편, 전술한 바에서는 단말기가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 암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단말기가 양방향 채널을 통해 등록 및 서비스 가입을 직접 요청하여 암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 채널을 통해 암호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의 다른 실

시 예에 따른 양방향 채널에서의 서비스 보호 방법에 따라 송수신되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인 도 6를 참조하여 설명

한다.

먼저, 도 6에서의 400 단계는 도 4의 200 단계와 동일하며, 440단계 내지 460단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수신(S440) 과정

은 또한 도 4의 250단계 내지 270단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수신(S260) 과정에서의 동작과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서비스 보호 방법을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한 서비스 보호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이용할 경우 단말기(50)가 직접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었으나, 양방향 채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말기(50)

와 BSM(40)간의 직접적인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 6에서의 410단계에서 단말기(50)는 양방향 채널을 통해 BSM(40)의 SP-M 컴포넌트(42)에 직접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등록 요청 메시지의 포맷은 도 5(a)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러면 BSM(40)의 SP-M 컴포넌트(42)는

415단계에서 단말기(50)로부터의 등록 요청에 대응한 등록 응답 메시지를 양방향 채널을 통해 단말기(50)로 전송한다. 이

등록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도 5(b)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이 메시지에는 그룹키를 단말기(50)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

가 포함되며, 이렇게 암호화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되어 전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단말기(50)는 등록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BSM(40)

의 SP-M 컴포넌트(42)로부터의 전송된 메시지가 자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

서, 검증이 실패하게 되면 단말기(50)는 BSM(40)으로부터 전달된 등록 응답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다. 하지만 검증이 성공

할지라도 단말기(50)는 등록 응답 메시지 포맷의 시간 필드를 확인하여 기설정된 소정 값보다 많이 지연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등록 응답 메시지를 무시하게 된다. 만일 전자 서명 검증과 시간 필드에 대한 확인이 성공하면, 단말기(50)는 자신

의 공개키로 그룹키를 복호화하여 그룹 키를 획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등록 과정을 수행하면서 그룹키를 획득하게 되면, 단말기(50)는 양방향 채널을 통해 420단계에서 직접

BSM(40)의 SP-M 컴포넌트(42)로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 즉, 권한 정보(RO)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단말기(50)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가입 요청을 하여 BSM(40)의 SP-M 컴포넌트(42)로부터 서비스 권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서비스에 가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서비스 가입 요청 메시지의 포맷은 도 5(c)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단말기

(50)가 가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ID를 포함한다. 그리고 BSM(40)의 SP-M 컴포넌트(42)는 425단계에서 RO를 생성하

고, 430단계에서 생성된 RO를 서비스 가입 요청을 한 단말기(50)로 전송되는데, 단말기(50)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포맷은

도 5(d)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메시지에 포함되는 RO는 서비스 키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룹키로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이

러한 도 6의 420단계 내지 430단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가입(S420)과정은 BSM(40)이 직접 양방향 채널을 통해 전송한

다는 점만 다를 뿐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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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서 단말기가 권한 정보 및 TK 메시지를 받는 시점은 서비스 제공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단

말기가 서비스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권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다르게는 권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 실행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들 간의 구조 및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그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환경에서의 서비스 보호를 위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DRM 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기의 내부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서의 서비스 보호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른 브로드캐스트 채널에서의 서비스 보호 방법에 따라 송수신되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송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양방향 채널에서의 서비스 보호 방법에 따라 송수신되는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 도

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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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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