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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한 컨텐츠 재생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는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컨텐츠

를 재생하는 재생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제2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수신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인터

페이스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컨텐트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상기 재생 기기로 전

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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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된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 정보와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재

생에 대한 인증이 수행되고, 상기 컨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수신되는 재생 기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는,

상기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 모듈;

상기 재생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제2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수신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컨텐트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상

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상기 재생 기기로 전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모듈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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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모듈은 상기 저장 모듈에 저장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상기 재생 기기로 전달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재생 기기와 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키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컨텐츠 재생에 대한 제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된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

정보와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모듈;

인증 센터와 접속하여 상기 인증 정보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모듈; 및

상기 인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에 상기 컨텐츠 정보에 따라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디코딩 모듈을 포함하는 재생 기

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정보에 따라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여 상기 디코딩 모듈로 제공하는 재생 제어 모듈을

더 포함하는 재생 기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는,

상기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 모듈;

상기 재생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제2 인터페이스 모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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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가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컨텐트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상

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상기 재생 기기로 전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재생 기기.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은 상기 재생 기기의 인터페이스 모듈과 무선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무선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

함하는, 재생 기기.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키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기기.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컨텐츠 재생에 대한 제한 정보를 포함하는 재생 기기.

청구항 2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에 대한 인증은 상기 재생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인증 센터에서 수행되는 시스템.

청구항 21.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소정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와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a) 단계;

상기 수신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재생에 대한 인증이 수행되는 (b) 단계; 및

상기 컨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수신되는 (c)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용 정보 저장 장

치를 이용한 컨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재생에 대한 인증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인증 센터에서 수행되는,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한 컨

텐츠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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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키 정보를 포함하는,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한 컨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컨텐츠 재생에 대한 제한 정보를 포함하는,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한 컨텐츠 재생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각종 컨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정보가 디지털(digital)화 되어 가고, 주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보안에 대한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이 제안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해 디지털 컨텐츠가 무단

으로 배포되거나 불법으로 복제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료로 이용되는 디지털 컨텐츠를 획득하거나 재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의 솔루션(solution)에 대한 업계의 표준안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의 활성화가 지연되

고 있다.

아울러 키보다 또는 마우스(mouse)와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 및 정보 소스(information

source)에 대한 접근(access) 과정이 복잡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형의 전자 파일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컨텐츠 및 정보 소스(information source)에 대한 소

유감과 존재감을 주기 어렵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정보들을 하나의 유형화된 매체에 저장하고, 사용자는

상기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각종 컨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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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는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

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제1 인터페이스 모듈과,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기기와 통신을 수행하는 제

2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수신한 컨텐츠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로 전달하고, 상기 컨텐트 정보

및 상기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상기 재생 기기로 전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은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컨텐츠

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된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상기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 정보와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인증 센터에 의해 컨텐츠 재생에 대한 인증이 수

행되고, 상기 컨텐츠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컨텐츠 제공 서버로부터 상기 컨텐츠가 수신되는 재생 기

기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재생 기기는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정보 및 상기 컨

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된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 정보와 상기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인터페이스

모듈과, 인증 센터와 접속하여 상기 인증 정보에 의해 상기 컨텐츠의 재생을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모듈 및 상기 인증

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에 상기 컨텐츠 정보에 따라 상기 컨텐츠를 재생하는 디코딩 모듈을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한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또는 처리 흐름도

에 대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

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

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흐름도 블록(들)에

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

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

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흐름

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

그램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

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

성해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은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

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

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정보들이 저장되는 하나의 유형화된 매체를

'쿠키(cookie)'라고 칭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에 따른 시스템은 컨텐츠 제공자(110)와 컨텐츠 제공자(110)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 쿠

키(130)와, 컨텐츠 쿠키(150)와 통신을 수행하며, 컨텐트 쿠키(130)에 저장된 정보에 따라 해당하는 컨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기기(150) 그리고 재생 기기(150)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190) 또는 컨텐츠 재생에 대한 인증을 수

행하는 인증 센터(170)를 포함한다.

이 때, 컨텐츠 쿠키(130)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인

증 정보 외에도 해당하는 컨텐츠를 저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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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컨텐츠 제공자(110)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 쿠키(130)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으며, 컨텐츠 쿠키(130)와 통신이

가능한 임의의 재생 기기(150)에 접근하여 해당하는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재생 기기(150)는 컨텐츠 쿠키(130)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센터(170)와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인증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컨텐츠 제공 서버(190)로부터 해당하는 컨텐츠를 수신하여 재생한다. 이 때, 인증 센터(170)와 컨텐츠 제

공 서버(190)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형성되거나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하, 컨텐츠 제공자(110), 컨텐츠 쿠키(130) 그리고 재생 기기(150)의 구체적 구성 및 동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

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컨텐츠 제공자(110)는 쿠키에 저장할 정보를 생성하는 쿠키 정보 생성 모듈(112)과 인증 정보를 저장할

원시 쿠키(120)를 포함한다. 즉, 본 발명에서 원시 쿠키(120)는 소정의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되기 전의 쿠키를

의미하고, 컨텐츠 쿠키(130)는 상기 인증 정보가 저장된 쿠키를 의미한다.

쿠키 정보 생성 모듈(112)은 컨텐츠 저장 모듈(114), 인증 정보 저장 모듈(116) 그리고 합성 모듈(118)을 포함한다.

이 때,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FPGA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

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

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

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

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

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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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디바이스 또는 보안 멀티미디어카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컨텐츠 저장 모듈(114)에는 소정의 컨텐츠가, 인증 정보 저장 모듈(116)에는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

다.

합성 모듈(118)은 상기 저장된 컨텐츠와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원시 쿠키(120)에 기록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생성한

다. 그리고 나서, 생성된 데이터를 원시 쿠키(120)에 기록함으로써 컨텐츠와 인증 정보가 저장된 컨텐츠 쿠키(130)를 생성

하게 된다.

이 때, 합성 모듈(118)은 인증 정보 저장 모듈(116)에 저장된 인증 정보만을 이용하여 쿠키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으므로

컨텐츠 쿠키(130)에는 컨텐츠는 저장되지 않고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만 저장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쿠키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컨텐츠 쿠키(130)는 제어 모듈(134), 제1 인터페이스 모듈(132), 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 그리고 저

장 모듈(138)을 포함한다.

제1 인터페이스 모듈(132)는 쿠키 정보 생성 모듈(112)에서 생성된 쿠키 정보를 입력받는 모듈로서, 제1 인터페이스 모듈

(132)을 통하여 입력된 쿠키 정보는 제어 모듈(134)로 전달되고, 제어 모듈(134)은 전달된 쿠키 정보를 저장 모듈(138)에

저장한다.

이 때, 저장 모듈(138)은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미니 광 디스크(mini-optical disc) 등과 같은 저장 매체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컨텐츠 쿠키(130)의 표면에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미생물체나 바이오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저장 모듈(138)에 저장된 쿠키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도 5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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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은 재생 기기(150)와 통신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모듈로서, 제어 모듈(134)은 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을 통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는 컨텐츠 정보 또는 상기 컨텐츠에 대한 인증

정보를 재생 기기(150)로 전달한다.

또한, 저장 모듈(138)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저장된 경우에는 제어 모듈(134)은 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을 통하여 상기

컨텐츠를 재생 기기(150)로 전달한다.

이 때, 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은 재생 기기(150)와 접속하거나 저장 모듈(138)에 저장된 정보를 재생 기기(150)에 전

달하기 위하여 UWB, RFID와 같은 무선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재생

기기(150)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2 인터페이스 모듈(136)은 USB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다.

한편, 컨텐츠 쿠키(130)의 외관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USB 저장 장치, 동전, 핸드폰 장식, 동그

라미 열쇠, 열쇠고리, 구슬, 반지, 과자, 카드 등과 같은 형태를 갖을 수 있고, 컨텐츠 쿠키(130)와 통신을 수행하는 재생 기

기(150)도 깔대기 모양, 계량 저울 받침, 홈(groove)을 구비하여 컨텐츠 쿠키(130)가 끼워지거나 올려질 수 있도록 형성되

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갖을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 기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재생 기기(150)는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 재생 제어 모듈(154), 인증 모듈(156) 그리고 디코딩 모

듈(158)을 포함한다.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은 컨텐츠 쿠키(130)와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모듈로서, 컨텐츠 쿠키(130)의 형태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컨텐츠 쿠키(130)가 접촉식일 경우,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은 컨텐츠 쿠키(130)를 재생 기기(150)의 입

력 기기(input device)로 인식되어야 하고 컨텐츠 쿠키(130)의 표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컨텐츠 쿠키(130)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면, 재생 기기(150)는 컨텐츠 쿠키(130)를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무선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형성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은 RFID, USB 인터페이스, 무선, USB 인터페이스 그리고 UWB 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을 수 있다.

재생 제어 모듈(154)은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을 통하여 컨텐츠 쿠키(152)로부터 인증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한 인증

정보를 인증 모듈(156)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인증 모듈(156)은 쿠키 인터페이스 모듈(152)과는 별도의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미도시)를 통하여 인증 센터(170)와 접속하고, 해당하는 컨텐츠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모듈(156)에 의해 재생 기기 또는 해당하는 컨텐츠에 대한 인증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을 경우에는 디코딩 모듈(158)

은 재생 제어 모듈(154)의 제어에 따라 해당하는 컨텐츠를 재생한다.

이 때, 재생 제어 모듈(154)은 상기 미도시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컨텐츠 제공 서버(190)로부터 해당하는 컨텐

츠를 수신하여 디코딩 모듈(158)로 제공하거나, 컨텐츠 쿠키(130)로부터 해당하는 컨텐츠를 수신하여 디코딩 모듈(158)

로 제공할 수 있다.

컨텐츠 쿠키(130)와 재생 기기(150)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결 및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컨텐츠 쿠키(130)가 재생 기기(150)와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예를 들어 접촉을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재생 기기

(150)의 입력 위치, 컨텐츠 쿠키(130)를 올려 놓을 받침판 등을 통하여 접속하고, 무선 신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컨텐츠 쿠

키(130)와 재생 기기(150)가 서로 통신이 가능한 거리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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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재생 기기(150)에서는 접속된 컨텐츠 쿠키(130)를 인식한다. 이 때, 접촉의 경우에는 빛의 양의 변화, 무게의

변화, 전류의 변화 등을 통하여 접속된 컨텐츠 쿠키(130)를 인식하고, 무선 신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특정 동기 신호, 전류

의 변화 등을 통하여 접속된 컨텐츠 쿠키(130)를 인식할 수 있다.

재생 기기(150)가 접속된 컨텐츠 쿠키(130)를 인식한 후, 재생 기기(150)는 인식된 컨텐츠 쿠키(130)로부터 쿠키 정보를

수신한다.

이 때, 쿠키 정보는 컨텐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인증 정보, 컨텐츠 쿠키(130)의 제공자에 대한 정보, 컨텐츠 쿠키(130)

의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재생하고자 하는 컨텐츠 자체도 쿠키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쿠키 정보가 컨텐츠 쿠키(130)로부터 재생 기기(150)로 전달되면, 재생 기기(150)는 컨텐츠 쿠키(130)와의 접속을

해지한다.

한편, 재생 기기(150)가 컨텐츠 쿠키(130)에 저장된 정보를 전달받은 후, 다음과 같이 동작할 수 있다.

이 때, 컨텐츠 쿠키(130)에 유료 컨텐츠에 대한 접속 정보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 키(Digital Rights Management key) 정

보와 같은 인증 정보가 저장된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서, 상기 접속 정보 및 인증 정보는 재생 기기(150)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된다. 인증 정보에는 컨텐츠 재생 횟수, 시간, 사용 기간과 같은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

다.

재생 기기(150)는 해당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서버(190)에 접속하여 컨텐츠 쿠키(130)에서 지정된 컨텐츠

목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한다.

이 때, 재생 기기(150)는 인증 센터(170)를 통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이 완료될 경우, 컨텐츠 쿠키(130)에서

정해진 권한에 따라 해당 컨텐츠를 스트리밍(streaming) 받거나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다. 재생 기기(150)는 컨

텐츠 제공 서버(190)로부터 전달된 컨텐츠 데이터를 재생하기 시작한다.

한편, 컨텐츠 쿠키(130)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은 각 컨텐츠 쿠키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예를 설명하도록 한다.

사용자 선호 정보 쿠키(user favorite information cookie)는 재생 기기(150)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본 사용 정보 및 핫

링크 목록(hot-link list)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재생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과 선호 채널 목록(favorite

channel list) 등을 선호 정보로 관리하여 사용자 선호 정보 쿠키에 기록할 수도 있다. 사용자 선호 정보 쿠키(user

favorite information cookie)는 재생 기기가 변경되도라도 이전에 사용하던 사용자 선호 정보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

용될 수 있다.

원격 시스템 접근 및 제어 정보 쿠키(remote system access & control information cookie)는 사용자가 재생 기기(150)

를 통하여 원격의 시스템을 접속하려 할 때 접속 방법 및 접근 편의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원격 시스템

의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사용자 인증 키, 허락된 시스템 유틸리티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재생 기기(150)는 상기 억세스 포인트로 접속을 시도하고, 상기 사용자 인증 키로 접속에 성공하였을 때에, 재생 기기

(150)는 원격 시스템의 허락된 메뉴 상태를 재생 기기(150)의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게 된다.

재생 기기 접근 정보 쿠키(player access information cookie)는 재생 기기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허락된 자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재생 기기는 재생 기기 접근 정보 쿠키로부터 받은 접근 코드(access code)가 재생 기기를 사용

하는 사용자로서 허락된 코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재생 기기는 상기 접근 코드가 허가된 내용이 아닐 경우 다음 동작을

차단하고 원상태로 돌아간다.

목적 억세스 포인트 접근 정보 쿠키(target access point access information cookie)는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목적 서버(target server)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목적 억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

속 네트워크 타입, 네트워크 채널, 네트워크 접근 키, 목적 억세스 포인트 이름, 목적 억세스 포인트의 사용자 인증 키, 목적

억세스 페이지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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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억세스 포인트에 대한 접속 네트워크 타입은 아날로그 텔레비전 채널, DMB/위성 채널,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목적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선결제 네트워크 억세스 정보 쿠키(pre-paid network access information cookie)는 특정 유료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에 선결제에 의한 현금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목적이 되는 네트워크 타입(target network type)은 아날로그 텔

레비전 채널, DMB/위성 채널,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cable TV channel), IP-기반의 VOIP 등과 같은 유료 네트워크를 포

함한다.

이 때, 사용 가능한 선결제 접근 권한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선결제 네트워크 억세스 정보 쿠키로부터 획득한 정보로부터

판단될 수 있다. 만일 선결제 접근 권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재생 기기는 지정된 네트워크로의 접근(access) 및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쿠키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로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이

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도 5에서 도시한 XML 형식의 파일은 컨텐츠 쿠키(130)가 재생 기기(150)와 접속되는 순간 일방적으로 컨텐츠 쿠키(130)

에서 재생 기기(150)로 전송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컨텐츠 쿠키 엘리먼트는 'COOKIE_HEADER', 'MAIN_LIST', 'ADDITIONAL_LIST' 엘리먼트를 포함한

다.

이 때, 'COOKIE_HEADER' 엘리먼트는 고유 식별 번호, 타입, 컨텐츠 쿠키가 적용되는 대상 등과 같은 컨텐츠 쿠키의 일반

적인 정보들을 포함한다. 한편, 재생 기기는 'COOKIE_HEADER' 엘리먼트를 통하여 컨텐츠 쿠키에서 요청하는 작업(job)

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한다.

'COOKIE_HEADER'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을 수 있다.

<COOKIE_HEADER>

<SerialNumber>20050825_Suwon_Korea_2kfigu5yeh12ls0oekgu</SerialNumber>

<Type>A1</Type>

<ItemCapability>

<BNet>Net_1029</BNet>

<ServiceProvider>SV10</ServiceProvider>

<ContentProvider>CV_G1_5039:CV_G5_012</ContentProvider>

<ContentType>Multimedia:LiveTV</ContentType>

</ItemCapability>

</COOKIE_HEADER>

'MAIN_LIST' 엘리먼트는 실제 컨텐츠 정보와 상기 컨텐츠 정보에 대한 접속 방법, 인증 키(key)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며, 재생 기기는 해당 컨텐츠를 재생할 때 'MAIN_LIST' 엘리먼트에 포함된 정보를 참조하게 된다. 도 5에서는 2개의 컨텐

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MAIN_LIST' 엘리먼트 중 하나의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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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BNet>

<NetId>Terrestrial_DMB</NetId>

<ServiceProvider>None</ServiceProvider> <!-- KBS -->

<AccessKey>None</AccessKey>

</BNet>

<ContentProvider>

<CPId>CV_G5_012</CPId> <!-- SBS -->

<AccessKey_CPGate>Paid_Cookie</AccessKey_CPGate>

<AccessKey_CPLogOn>023094_dkcmf</AccessKey_CPLogOn>

</ContentProvider>

<AccessInformation>

<ContentType>Multimedia</ContentType>

<ContentName>None:Fashion_70s_27:Video</ContentName>

<AccessPage>drama/mon/fashion/ekdfugjsh_00027.abc</AccessPage>

<AccessType>AT_TP_0012</AccessType> <!-- EX: 3-rd party player + HTTP streaming -->

<AccessPlayer>Turbo:+v029:AVI511_AC3</AccessPlayer>

<AccessProperty>

<BasicAccess>RW---:s3o</BasicAccess>

<AdditionalAccess>mxcxmpo</AdditionalAccess>

<ForbiddenAccess>d04c04f7</ForbiddenAccess>

<AccessUnit>Date</AccessUnit>

<AccessMax>Till:20071231</AccessMax>

</AccessProperty>

</AccessInformati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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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_LIST' 엘리먼트는 선택적(optional) 정보로서, 필요한 경우에 벤더(vendor)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사용자

개인의 정보를 담을 수 있 있다.

'ADDITIONAL_LIST' 엘리먼트의 구성을 나타내는 예는 다음과 같다.

<ADDITIONAL_LIST>

<HOTLINK>

<Type>Express_Gold@High_Class_Paid</Type>

<EntryPath>ff@SV10:express_channel10395</EntryPath>

<EntryKey>2kfigu5yeh12ls0oekgu</EntryKey>

</HOTLINK>

<VENDOR_SPECIFIC>

<VENDOR>

<CPId>CV_G5_012</CPId>

<MaxBandWidth>7M:COS_level70:QoS_c938_c8283</MaxBandWidth>

<DeviceKey>kau3qp49skjjflakhr123a</DeviceKey>

</VENDOR>

</VENDOR_SPECIFIC>

</ADDITIONAL_LIST>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을 따르게 되면,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정보들이 저장된 유형화된 매체를 통하

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각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제공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쿠키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재생 기기의 구조를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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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쿠키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110: 컨텐츠 제공자

112: 쿠키 정보 생성 모듈

130: 컨텐츠 쿠키

132: 제1 인터페이스 모듈

134: 제어 모듈

136: 제2 인터페이스 모듈

138: 저장 모듈

150: 재생 기기

170: 인증 센터

190: 컨텐츠 제공 서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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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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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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