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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생데이터가 디코더에 공급되고 암호화가 복호된다. 재생조건라벨검출부에 의해 재생조건라벨이 검출된다. 압축부호

화가 신장기에 의해 복호된다. 워터마크검출부는 재생조건라벨이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청취권카운터에서, 재생

데이터가 복호될 때마다, 청취권데이터가 변경된다. 안테나와 통신모듈에 의해 선불된 데이터부과기로부터 전송된 청취권

데이터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통신모듈에는 암호화모듈과 복호모듈이 제공된다. 워터마크부가부에서는, 출력데이터에

워터마크가 부가된다. 데이터는 D/A변환기에 의해 아날로그출력으로 변환되고 외부로 출력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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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체시스템의 개략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결제센터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에 관한 설명을 위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한 예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부과금처리의 한 예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청취권데이터 부과기(charger)의 한 예의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디코더(secure decoder)의 보다 상세한 디코더이다.

  도 9는 보안디코더의 부과금처리에 관련한 부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0은 보안디코더에 있어서 워터마크(watermark)를 검출하기 위한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1은 보안디코더에 있어서 워터마크를 부가하기 위한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있어 데이터부과기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블록도이다.

  도 13a 및 도 13b는 본 발명에 있어서 청취권데이터의 데이터구성의 예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제공된 서비스의 예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제공된 서비스의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음악분배에 적용되는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단말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콤팩트디스크(CD),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등에 있어서,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불법

복사를 막기 위한 각종 복사방지기술이 제안되고 실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는

CD로부터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1세대의 복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로부터 또 다른 기록매체나

또는 메모리매체로의 복사가 금지되는 기술이다. 형성될 수 있는 복사의 세대를 제한하기 위한 복사세대제한시스템이 또

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하에,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콘텐츠가 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위성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EMD(Electronic Music Distribution)가 개시되었고 EMD에서 저작권관리의 방

법이 또한 제안되었다. EMD에서는, 부과금에 의해 사용자가 음악 콘텐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MD에서도,

SCMS, 복사세대제한이나, 또는 상술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이 불법복사 방지를 위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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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복사방지기술을 이용하여 복사를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가 단시간에 넓게 유포될 때 그것은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종래의 저작권보호시스템의 하

나로서 부과시스템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 등에서 시행되었고, 디지털녹음장치의

사용자는 제품가격에 더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는 오늘에는,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

는 콘텐츠가 PC(Personal Computer)에 의해 수신되고 재생되는 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하드웨어(플레이어, 매체)와 콘

텐츠가 1 대 1관계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과시스템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복수의 악곡이 매체, 예를 들어, CD에 기록된 때에, 사용자가 CD에 기록된 악곡 중에서 특정한 한 곡이나 몇 곡만을 듣기

를 원하는 경우나 또는 사용자가 매체 전체를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콘텐츠가 자유롭게 분배 또는

유포될 수 없고 앞서 말한 복사방지기술 때문에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방해된다. 반대로, 만일 음악 콘텐츠가 무료

로 분배되면,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단시간에 수행되고 광고와 유포를 위한 비용이 또한 삭감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콘텐츠데이터의 분배가 무료이고 그것이 재생될 때, 요금을 부과하는 분배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각종 처리가 재생부과금처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재생요금의 종류에 따

른 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았다. 청취권을 일으키기 위한 청취권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

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재생부과금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콤팩트디스크(CD),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등에 있어서,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불법

복사를 막기 위한 각종 복사방지기술이 제안되고 실용화되었다. 예를 들어,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는

CD로부터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에 1세대의 복사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로부터 또 다른 기록매체나

또는 메모리매체로의 복사가 금지되는 기술이다. 형성될 수 있는 복사의 세대를 제한하기 위한 복사세대제한시스템이 또

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의 빠른 발전하에,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콘텐츠가 분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위성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EMD(Electronic Music Distribution)가 개시되었고 EMD에서 저작권관리의 방

법이 또한 제안되었다. EMD에서는, 부과금에 의해 사용자가 음악 콘텐츠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EMD에서도,

SCMS, 복사세대제한이나, 또는 상술한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이 불법복사 방지를 위해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복사방지기술을 이용하여 복사를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가 단시간에 넓게 유포될 때 그것은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종래의 저작권보호시스템의 하

나로서 부과시스템이 있다. 그러한 시스템은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 등에서 시행되었고, 디지털녹음장치의

사용자는 제품가격에 더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네트워크가 발전되어 있는 오늘에는,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

는 콘텐츠가 PC(Personal Computer)에 의해 수신되고 재생되는 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하드웨어(플레이어, 매체)와 콘

텐츠가 1 대 1관계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과시스템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복수의 악곡이 매체, 예를 들어, CD에 기록된 때에, 사용자가 CD에 기록된 악곡 중에서 특정한 한 곡이나 몇 곡만을 듣기

를 원하는 경우나 또는 사용자가 매체 전체를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콘텐츠가 자유롭게 분배 또는

유포될 수 없고 앞서 말한 복사방지기술 때문에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방해된다. 반대로, 만일 음악 콘텐츠가 무료

로 분배되면, 음악 콘텐츠의 광고와 유포가 단시간에 수행되고 광고와 유포를 위한 비용이 또한 삭감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콘텐츠데이터의 분배가 무료이고 그것이 재생될 때, 요금을 부과하는 분배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스템에서, 각종 처리가 재생부과금처리로서 존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재생요금의 종류에 따

른 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았다. 청취권을 일으키기 위한 청취권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인도되

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문제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데이터복호장치 및 방법, 부과금정보처리장치 및 방법,

데이터재생장치 및 방법, 전자화폐, 전자이용권과 재생부과금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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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이 음악분배시스템에 적용되는 한 실시예를 아래에 설명한다.

  먼저 음악분배시스템의 개요를 도 1을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도 1에서, 참조부호(101)는 음악콘텐츠제공자, 예를 들어,

레코드회사를 나타내고 참조부호(102)는 콘텐츠서버를 나타낸다. 레코드회사(101)는 음악콘텐츠를 제작하고 분배한다.

레코드회사(101)는 또한 음악콘텐츠의 압축부호화 및 암호화와 음악콘텐츠에 워터마크의 삽입을 행한다. 레코드회사

(101)가 제작한 콘텐츠데이터는 콘텐츠서버(102)에 축적된다.

  참조부호(103)는 저작권관리기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panese Society of Rights

of Authors and Composers)는 저작권관리기구(103)의 구체적인 예이다. 레코드회사(101)는 저작권관리기구(103)로부

터 복사 등의 허가를 받고 저작권료를 저작권관리기구(103)에 지불한다.

  참조부호(104)는 분배된 음악콘텐츠의 재생기능을 갖는 사용자장치를 나타낸다. 사용자장치(104)는 분배된 음악콘텐츠

를 포함하는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고 재생부과금처리를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사용자장치(104)는 분배된 콘텐츠

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고 압축부호화를 복호하여, 음악콘텐츠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콘텐츠를 포함하는 콘텐

츠데이터의 복호에 대해 부과금이 된다. 콘텐츠분배공급자가 필요에 따라 콘텐츠서버(102)와 사용자장치(104) 사이에 존

재하고 콘텐츠서버(102) 내의 콘텐츠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분배한다. 분배제공자가 사용하는 분배수단으로서 몇몇의 수단

이 있다. 그 수단중 하나가 판매점(105)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매체가 잡지의 부록으로서 분배된다. 인터

넷 또는 CATV(케이블 텔레비전; cable television)와 같은 유선네트워크(106)가 콘텐츠데이터의 분배수단으로 이용된다.

게다가, 휴대전화네트워크(107)와 위성방송, 위성통신 등과 같은 위성네트워크(108)가 콘텐츠데이터의 분배수단으로 이

용된다.

  본 발명에서는, 콘텐츠분배수단으로서 유료로 분배되는 콘텐츠의 분배수단의 사용이 방해받지 않는다. 매체, 예를 들어,

CD의 경우에는, 기록된 음악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CD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분배가 무료로 되고 복호(재생)에 대해 부

과금이 되는 콘텐츠데이터가 유료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CD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도 기록될 수 있다.

  도 1에는, 판매점(105)이 분배하는 매체 중 하나로서 확장CD(121)가 나타나 있다. 확장CD(121)의 내주측의 영역(122)

은 기존의 CD와 동일한 포맷으로 분배가 유료이고 재생이 무료인 음악곡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이다. 확장CD(121)의 외주

측의 영역(123)은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된 영역이다. 외주측의 영역(123)에 기록된 콘텐츠

데이터가 압축부호화 되었기 때문에, 외주측의 영역(123)이 작을 지라도, 예를 들어, 내주측의 영역(122)에 기록된 음악곡

의 길이와 동일한 음악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다.

  CD 이외의 소위 MD(Mini Disc)로 불리는 기록 가능한 소형 광디스크, 메모리카드 등과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구분이 가능

한 각각의 영역에 분배가 유료이고 재생이 무료인 콘텐츠와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

다. 위성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음악콘텐츠 데이터를 분배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배가 무료이고 재생이 유료인

콘텐츠데이터도 분배될 수 있다.

  사용자장치(104)는 상술한 바와 같이 무료인 콘텐츠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도 자유롭게 재분배

될 수 있다. 여기서 "무료"란 통신비, 전기료 등의 실비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무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장치

(104)가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고, 특히,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할 때, 부과금처리가 행해진다. 부과금처

리를 위해 청취권데이터(109)가 이용된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선불카드 또는 보안디코더 내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청취권데이터 관리회사의 관리하에서 사용자가 소유하는 부과금 부과기나 또는 근처 판매점에 설치

된 판매단말에 의해 재기록이 가능하다. 청취권데이터(109)는,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도수이며 그 도수는 사용자장치

(104)가 부과금의 대상으로서의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는 때마다 감해진다.

  레코드회사(103), 저작권관리기구(103)와, 사용자장치(104)와 관련하여 대금결제를 위한 결제센터(110)가 존재한다.

결제센터(110)는 인증/부과금서버(111)를 가진다. 결제센터(110)는 은행/신용카드회사(도시되지 않음)와 대금의 결제를

행한다.

  수신된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해 사용자장치(104)가 청취권데이터를 요구할 때, 인증/부과금서버(111)는 사용자

장치(104)를 인증하도록 요구된다(도 1의 경로(A1)로 도시됨). 사용자장치(104)가 합법적이고 인증이 만족될 때, 인증/부

과금서버(111)는 사용자장치(104)로부터 부과금을 요구한다(도 1의 경로(A2)). 사용자장치(104)는 결제센터(110)와 대

금결제를 행한다(도 1의 경로(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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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의 경로(A4)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제센터(110)는 부과금이 된 것 또는 부과금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인증/부과금서버(111)에 전송하고 콘텐츠서버(102)로부터 콘텐츠의 키 데이터정보를 요구한다(도 1의 경로(A5)). 콘텐츠

서버(102)는 인증/부과금서버(111)에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마스터로서 역할을 하는 키 데이터를 인도한다(도 1의 경

로(A6)). 인증/부과금서버(111)는 사용자장치(104)에 청취권데이터와 함께 키 데이터를 인도한다(도 1의 경로(A7)). 사

용자장치(104)는 인증/부과금서버(111)로부터 전송된 키 데이터로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할 수 있고 콘텐츠데이

터를 재생한다. 콘텐츠데이터가 복호될 때,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된 것이 판단되고, 청취권데이터(109)의 도수는 "1"만큼

감해진다. 청취권데이터(109)의 도수가 "0"에 도달할 때, 사용자장치(104)는 콘텐츠데이터를 복호할 수 없다. 마스터로서

작용하는 키 데이터가 청취권데이터와 함께 전송되는 경우가 도 1에 도시되었지만, 고정된 키 데이터가 사용자장치의 제

조시에 미리 저장되는 방법과, 해석이 어려운 암호화로 키 데이터가 콘텐츠에 삽입되어 키 데이터가 콘텐츠와 함께 전송되

는 방법이나, 또는 앞의 두 방법을 조합한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는 청취권데이터(109)에 관한 시스템의 예를 나타낸다. 음악콘텐츠데이터의 분배와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데이터

의 송수신은 여기서 생략한다. 사용자장치(104)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플레이어(201)를 도시하였다. 플레이어(201)는 그

안에 보안디코더(202)를 갖는다. 플레이어(201)는, 예를 들어, 휴대용 오디오장치이다. 도 2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

이, 음악콘텐츠데이터는 플레이어(201)가 재생하는 저장 또는 기록매체(광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음악

콘텐츠데이터를 분배하는 방법으로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종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참조부호(204)는 사용자단말로서 청취권데이터부과기를 나타낸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플레이어(201)의 보안

디코더(202)와 결제센터(110)와의 사이에 또는 보안디코더(202)와 레코드점, 편의점 등에 설치된 데이터판매단말(206)

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청취권데이터중계기로서 기능한다. 예를 들어, 복수의 사용자장치(CD플레이어, MD플레이어, 차량

에 탑재되는 오디오장치 등)가 가정에 존재할 때, 복수의 사용자장치로서의 플레이어(201)에 의해 청취권데이터부과기

(204)가 공용된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휴대가 가능하다.

  도 12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의 기능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도 12에는, 가정에 설치가 가능한 플레이어(201)의

구체예를 나타내었다. 참조부호(51)는 증폭기와 스피커가 개별적으로 연결된 오디오재생시스템을 나타태고; 참조부호

(52)는 튜너와 CD플레이어(또는 MD(Mini Disc:등록상표))가 통합되어 연결된 재생장치를 나타내고; 참조부호(53)는 CD

플레이어를; 참조부호(54)는 휴대용 MD플레이어를; 참조부호(55)는 개인용컴퓨터를 나타낸다. IC로 구성된 각각의 보안

디코더(51a,52a,53a,54a,55a)는 사용자장치로서의 플레이어에 조립된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그 플레이어들과

공용되고 전용접속선, 비접촉무선통신, USB(Universal Serial Bus), 또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394에 의해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고 재생이력정보를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레이어(201) 내의 보안디코더(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유선 또는 무선통신경로를 통해서 통신한다. 청취

권데이터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보안디코더(202)의 메모리에 전송된다. 청취권데이터는, 예를 들어, 플레이

어(201)의 재생가능한 회수 또는 재생가능시간을 나타내는 정보에 대응한다.

  플레이어(201)의 재생이력정보(재생로그)는 유선이나 또는 무선통신경로(205)를 통해서 플레이어(201)로부터 청취권

데이터부과기(204)에 전송된다. 재생로그는 복호된 콘텐츠데이터로서의 디지털데이터의 식별자 및/또는 복호조건을 포함

한다. 특히, 재생로그는 청취된 음악콘텐츠의 종류, 재생회수, 재생시간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플레이어(201)의 소유

자, 플레이어(201)의 식별자 등의 부과금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가 재생로그에 포함되어 있다. 보안디코더(202)

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서로 인증을 행한다. 인증이 성립될 때,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보안디코더

(202)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의 사이에서 전송된다.

  청취권데이터는 통신경로(207), 예를 들어, 전화선을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되거

나, 또는 통신경로(209)를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판매단말(206)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는 통신경로(205)를 통해 청

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된다. 이 경우에서도, 청취권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과 암호화가 행해진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의해 독출된 재생로그는 통신경로(207)를 통해 결제센터(110)로 보내진다. 독출된 재생로

그는 통신경로(205)를 통해 판매단말(206)에 인도된다. 판매단말(206)은 통신경로(209)를 통해 결제센터(110)로부터 청

취권데이터를 수신하고 결제센터(110)에 재생로그를 보낸다. 게다가, 판매단말(206)은 결제센터(110)에 인수된 청취권데

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통신경로(209)는 전화선, 인터넷 등이다.

  통신경로(207)를 통해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결제센터(110)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의 사이에서 송수신 된

다. 이 경우에도,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에 대해 인증 및 암호화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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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청취권데이터의 결제에 대하여 은행/신용카드회사(208)가 존재한다. 결제센터(110)로부터의 요구에 기초하여,

사전에 등록된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 은행/신용카드회사(208)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기록된 청취권데이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게다가, 결제센터(110)는 레코드회사(101)로부터의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위탁을 받는다. 결제센

터(110)는 레코드회사(101)에 청취권데이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게다가 음악곡 청취료를 지불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레코드회사(101)는 저작권의 사용에 따라 저작권료를 저작권관리기구(103)에 지불한다.

  도 2에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는 통신장치, 예를 들어, 비접촉통신장치를 통해 또 다른 부과기

와 함께 청취권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동처리, 합산처리, 또는 분할처리를 행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

(204)는 플레이어(201)의 보안디코더(202) 이외에 IC카드의 구성을 갖는 선불카드에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부과금처리시스템에 있어서 레코드회사(101), 결제센터(110),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은행/

신용카드회사(208)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판매단말(206)과의 사이에서, 결제센터

(110)는 청취권데이터를 판매하고, 재생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청취권데이터에 기초한 비용의 결제를 행한다.

  본 발명은 결제센터(110) 또는 판매단말(206)에 적용된다. 도 4는 청취권데이터단말(210)(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또

는 판매단말(206))에 연결된 결제센터(110)의 기능을 자세히 나타낸다. 도 4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부과금처리가

행해질 때 필요한 처리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부과금처리를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요한 처리를 나타낸다.

많은 경우에, 점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는 메일(문서의 수수)로 행해지고 실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는 데이터통신으로 행해

진다.

  먼저, 점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를 설명한다. 레코드회사(101)와 결제센터(110)와의 사이에서, 레코드회사(101)는 결제

센터(110)에 사무위탁등록을 행한다(블록(211)). 결제센터(110)는 마케팅데이터를 레코드회사(101)에 인도하고 각종 보

고를 행한다(블록(212)).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의 소유자로서 고객(213)은 은행/신용카드회사(208)와 요금의 지불, 구좌로부터 요금의 인출

등의 계약을 맺는다. 고객(213)은 계약된 콘텐츠의 변경 등을 결제센터(110)에 보고하고 결제센터(110)는 고객정보를 입

력하고 수정한다(블록(214)). 결제센터(110)는 메일로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발행하고 보낸다.

  이제 실선의 경로에 의한 처리를 설명하겠다. 결제센터(110)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청취권데이터를 청취권데이터단말

(210)로 보낸다. 이 경우에, 고객이 특정되고 그리고 인증되고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통신서버

(216)를 통해 보내진다. 고객관리시스템(217)은 데이터베이스(218) 내의 고객정보를 참조하여 인증된 고객을 특정한다.

전송된 청취권데이터의 양에 기초하여, 고객관리시스템(217)은 금융결제시스템(219)에 대하여 요금인출을 의뢰한다. 금

융결제시스템(219)은 은행/신용카드회사(208)에 대해 고객의 구좌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기를 의뢰하여, 요금의 지불이 행

해진다. 결제센터(110)가 지불의 완료를 나타내는 보고를 받으면, 영수증이 고객에게 발행된다.

  결제센터(110)로부터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앞서, 청취권데이터단말(210)에 대해 청취권데이터단말(210)의 인증

이 행해진다. 통신서버(216)를 통해 결제센터(110)는 청취권데이터단말(210)로부터 재생로그를 수신한다. 청취권데이터

단말(210)로부터 수신된 재생로그의 암호화는 통신서버(216)에 의해 복호되고, 복호된 재생로그는 재생로그관리시스템

(220)으로 보내진다. 재생로그는 고객(청취권데이터단말(210))을 특정하기 위한 단말식별자와; 복호되고 재생된 음악콘

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식별자와; 각 음악콘텐츠의 청취회수,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단말식별자는 상

술한 바와 같이 청취권데이터 전송과 부과금처리를 위해 주로 이용된다.

  재생로그관리시스템(220)은 데이터베이스(218) 내에 재생로그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재생로그 또는 재생로그 처리로

얻어진 데이터를 매 소정의 시간마다, 예를 들어, 매달 배치(batch)처리에 의해 청취료결제시스템(221)으로 인도한다. 청

취료결제시스템(221)은 레코드회사(101)로부터 사무위탁시에 데이터베이스(218) 내에 등록된 음악곡의 정보에 관하여

각 음악곡의 청취료(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한다. 음악곡 외에, 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 등의 항목마다 청취료를 산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취료결제시스템(221)이 산출한 각 음악곡의 청취료는 레코드회사(101)에 지불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제센터(110)는 고객(213)에게 청취권데이터를 전송하고 청취료를 청구한다. 한편, 결제센터(110)

가 각 음악곡마다 청취료를 산출하고 각 음악곡을 분배하는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레코드회사(101)는 고객관리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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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취료를 산출하고, 각 음악곡을 분배하는 업무를 행할 필요가 없다. 결제센터(110)는 레코드회사(101)와 독립된 기관

이기 때문에, 결제센터(110)는 복수의 레코드회사들과 사무위탁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고객이 선택하는 음악곡의

종류수가 증가될 수 있다.

  도 5는 보안디코더(202)를 갖는 플레이어(201)의 전체적 구성을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보안디코더

(202)는 칩 하나의 IC로서 구성된다. 보안디코더(202)는 소위 템퍼 레지스탄트(tamper resistant)의 구성을 갖는다. 즉,

보안디코더(202)는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부터 보안디코더(202) 내의 콘텐츠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되고 위조될 수 없

는 구성을 가진다.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음악데이터가 매체(1)에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재생부

과금처리에 필요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다. 압축부호화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로 칭하고 재생부과금처리

를 위한 데이터는 부수데이터로 칭한다. 본 발명에서는, 압축부호화와 암호화 양쪽을 항상 행할 필요는 없다. 압축부호화

만이 이용될지라도, 복호하는 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음악데이터의 저작권보호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매체(1)로서, 메모리카드,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독출 전용의 광디스크 등이 이용될 수 있다. 기록 가능한 매체의 경우

에, 상술한 바와 같이, 위성망, 휴대폰 네트워크, 인터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된 콘텐츠데이터를 포함하는 데

이터가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2)를 통해 매체(1)에 기록된 콘텐츠데이터와 부수데이터가 보안디코더(202)에

공급된다. 아날로그 오디오신호가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다. 아날로그 오디오신호는 증폭기 등을 통해 스피커, 헤

드폰 등에 의해 재생된다.

  보안디코더(202)는 암호화의 디코더(11)와, 압축부호화의 신장기(12)와, D/A변환기(13)를 가진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암호화에 이용될 수 있다. DES는 평문을 블록으로 나누고 모든 블록에 대해 암호화를 행하기 위

한 블록암호화 중 하나이다. DES는 매 블록마다 암호화 변환을 행한다. DES는 64비트(56비트의 키와 8비트의 패리티

(parity))의 키를 이용하여 64비트의 입력에 대해 암호화 변환을 행하고 64비트를 출력한다. DES 이외의 암호화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ES가 암호화 및 복호를 위해 동일한 키 데이터를 이용하는 공통 키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암호화 및

복호를 위해 다른 키 데이터를 사용하는 공개 키 암호화의 한 예인 RSA 암호화도 이용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키 데

이터는 인증이 성립된 사용자장치(104)에 인도된다.

  보안디코더(202)는 CPU를 포함하는 제어부(14)와; 제어부(14)와 외부 CPU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기 위한 CPU 인

터페이스(15)와; 메모리부(16)와; 청취권데이터가 수신될 때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청취권데이터를 수신하고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에 재생로그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부(17) 및 안테나(18)로 구성된다. 제어부(14)는 디코더(11)

에 있어서 복호의 전단계에서 분할되고 후에 설명 될 부수데이터를 수신하고 복호 및 신장화(decompressing)를 행한다.

  통신부(17) 및 안테나(18)는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와 비접촉 방식으로 청취권데이터를 통신한다. 보안디코더(202)

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플레이어(201)가 인증된 조건하에서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청취권데이터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201)의 조작에 필요한 전력도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얻고, 전체

적인 플레이어(201)의 전원이 오프되어 있을 지라도, 플레이어(201)와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 사이에서 청취권데이터

의 수신과 재생로그의 전송이 행해질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수신된 청취권데이터는 메모리부(16) 내

에 저장된다. 게다가, 플레이어(201)의 재생로그도 메모리부(16) 내에 저장된다. 메모리부(16)는 플레이어(201)의 전원이

오프 되더라도 메모리콘텐츠가 유지되는 불휘발성 메모리이다.

  복사 출력이 디코더(11)로부터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 출력될 수 있다. 복사 출력의 여부는 제어부(14)에 의해 제어

된다.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 복사출력은 부수데이터 및 콘텐츠데이터이다. 게다가, 디코더(11)와 신장기(12)는

제어부(14)로부터의 지시에 기초하여, 각각, 복호처리와 신장처리를 생략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디코더(11) 및 신장기

(12)가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레이어(201)는 암호화되지 않은 오디오데이터와 압축부호화 되지 않은 오디오데이

터(선형 PCM)를 재생할 수 있다.

  시스템제어기(21)는 플레이어(201)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도록 제공된다. 시스템제어기(21)는 CPU로 구성되고 보안디

코더(202) 내에 있는 제어부(14)와 통신함으로써 보안디코더(202)의 동작을 제어한다. 조작부(22), 표시부(23), 메모리부

(24)와, 모뎀(25)이 버스를 통해 시스템제어기(21)에 연결된다. 게다가, 시스템제어기(21)는 매체(1)의 재생동작과 매체

인터페이스(2)의 동작을 제어한다.

  조작부(22)는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는 복수의 스위치, 키 등에 해당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지시를

발생한다. 시스템제어기(21)는 조작부(22)의 입력에 기초하여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한다. 표시부(23)는, 예를 들어, 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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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구성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메뉴를 표시하고 플레이어(201)의 동작모드를 표시하기 위해 이

용된다. 메모리부(24)는 시스템제어기(21) 내의 메모리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제공된 외부메모리이다. 모뎀(25)은 공중회

선과 접속되고 외부와의 데이터 통신에 이용된다. 예를 들어, 보안디코더(202)의 메모리부(16)의 재생로그와 청취권데이

터를 메모리부(24)에 전송함으로써, 시스템제어기(21)는 남아있는 재생가능회수 또는 재생가능시간에 관한 재생가능잔량

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표시부(23)에 표시하고, 모뎀(25)을 통해 재생로그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

가, 청취권데이터는 모뎀(25)을 통해 수신되는 것도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플레이어 자체는 데이터부과기의 기능도

가진다.

  사용자가 조작부(22)를 조작할 때, 시스템제어기(21)는 제어부(14)로 하여금 매체(1)내의 원하는 콘텐츠데이터를 재생

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재생될 콘텐츠데이터가 재생에 대해 무료인 데이터이면, 아날로그 출력이 보안디코더(202)를 통해

발생된다고 하여도, 메모리부(16)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일 재생된 콘텐츠가 재생 부과금의 대상

인 콘텐츠이면, 메모리(16) 내의 청취권데이터는 변경된다. 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이, 청취권데이터로서의 재생가능도

수는 "1"만큼 감해진다.

  부과금처리로서는 각종 타입이 가능하다. 부과금처리는 주로 구매형과; 일괄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하는 타입과; 보안디코

더(202)에 의해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가 복호될 때마다 시청료를 부과하는 도수형으로 특정된다. 구매형은 콘텐츠데이

터가 한 번 구매된 후에는, 그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에 부과금이 되지 않는 타입이다. 일괄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하는

타입은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에 의해 시청료가 총괄적으로 지불되는 월별계약의 타입으로, 시청기간 및 시청시간이 한정되

는 등의 타입으로 특정된다.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암호화가 보안디코터(202)에 의해 복호될 때마다 시청료를 부과하는 도수형으로서 여러 형태가 가

능하다. 제 1의 형태에 따르면,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가 행해질 때마다, 미리 설정된 금액(선불카드, 전자화폐) 또

는 도수로부터 금액 또는 도수가 감해진다. 제 1형태의 경우에, 만일 잔고 또는 잔여도수가 부족하면, 콘텐츠데이터는 재

생될 수 없다. 제 2의 형태에 따르면, 매번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가 행해질 때마다 금액 또는 도수가 더해진다. 제 2형

태의 경우에, 만일 축적된 금액이나 또는 축적된 도수가 미리 설정된 금액 또는 도수에 도달하면, 콘텐츠데이터는 재생될

수 없다. 제 3의 형태에 따르면,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시간에 따라 도수 또는 금액이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진다.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지는 금액 또는 도수는 일정하게 될 수 있거나 또는 재생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 가중

될 수도 있다. 부과금처리는 콘텐츠데이터의 한 타이틀(음악의 예를 들면; 1곡) 또는 콘텐츠데이터의 복수의 타이틀(음악

의 예를 들면; 앨범)에 응하여 행해진다.

  콘텐츠의 재생처리를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터 전체가 재생된 경우에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

터가 재생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콘텐츠 또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시간이 소정의 시간과 같거나 또는 더 긴 경우에는,

콘텐츠가 재생된 것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게다가,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용 콘텐츠의 재생은 부과금되지

않는다. 부과금대상으로서 작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라도, 예를 들어, 콘텐츠의 선두부의 재생, 이를테면, 콘텐츠데이터의

선두부로부터 10초는 무료로 될 수 있거나 또는 콘텐츠의 단지 하이라이트 부분만의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이 무료로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처리가 유료가 되는 콘텐츠와 재생처리가 무료가 되는 콘텐츠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료/무

료는 콘텐츠데이터에 부가된 부수데이터에 의해 식별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압축부호화 및 암호화된 콘텐츠; 예를 들면, 오디오데이터)의 전에 부가되는 데이터이다. 부

수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암호화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데이터의 전에 부가되고 기록가능한 매체상에 기록되거나 또는

매체(1) 상의 데이터관리를 위한 영역내에 기록된다. 독출전용매체의 경우에는, 부수데이터로서, 부수정보가 데이터관리

영역 내에 기록된다. 광디스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영역이 디스크의 최내주측 상의 영역에 제공된다. 메모리카드

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악데이터의 한 음악곡이 하나의 파일로 취급되는 파일관리데이터가 규정된다.

  부수데이터는 콘텐츠가 유료콘텐츠인지 또는 무료콘텐츠인지 지시하기 위한 부과금식별자와; 상술한 바와 같은 구매형,

일괄형, 도수형 등과 같은 부과금타입을 구분하고 각 부과금타입에 있어서 부과금조건을 지시하기 위한 재생조건라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생조건라벨이 구매형을 나타낼 때, 구매가의 데이터를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낸다. 일괄형의 재

생회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재생회수의 데이터를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낸다. 일괄형의 재생기간을 한정하는 경우에

는, 재생기간의 데이터(하루, 한 주, 한 달 등)를 재생조건라벨로서 나타낸다. 도수형의 경우에는, 도수의 데이터(￥1/2분,

￥1/1분, ￥1/30초,...)를 재생조건라벨로서 나타낸다. 게다가, 부과금을 전제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도, 콘텐츠데이터가 무

료로 시청될 수 있는 경우의 조건도 재생조건라벨 상에 나타낼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5-0109620

- 8 -



  콘텐츠데이터의 압축부호화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 암호화의 종류 및 암호화의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정보, 채널수를

나타내는 정보, 비트율을 나타내는 정보 등도 부수데이터 내에 기록된다.

  게다가, 매체ID,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식별되는 CD, MD, 기록 가능한 광디스크, 불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는 메모리카

드 등과 같은 매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리얼 번호가 부수데이터에 포함된다. 게다가, 디코더ID가 부수데이터 내에 배치된

다. 디코더ID는,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식별되는 사용자의 단말과 사용자의 플레이어(201) 내에 설치된 보안디코더(202)

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리얼번호인 ID이다.

  이제 도 6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도 5에 도시된 플레이어(201) 내에서 실행되는 부과금처리의 한 예를 설명하겠다.

부과금처리는 보안디코더(202) 내의 제어부(14)와 시스템제어기(21)에 의해 실행된다. 제 1스텝(S1)은 재생될 콘텐츠데

이터가 매체(1)에 존재하는 재생대기모드를 나타낸다. 특히, 상술한 EMD에의해 분배된 콘텐츠데이터가 매체(1)에 저장되

어 있는 경우와, 콘텐츠데이터가 이미 매체(1)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재생대기모드에 해당한다. 스텝(S2)에서, 사용

자가 조작부(22)의 재생버튼을 누름으로서, 재생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가 판정된다.

  만일 스텝(S2)의 결과가 부정을 나타내면, 이것은 콘텐츠데이터의 재생 대신에 복사의 조작을 의미한다. 스텝(S3)에서,

무료재생용 콘텐츠가 복사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무료재생용 콘텐츠는 재생에 의해 부과금되지 않는 콘텐츠를 나타낸

다. 스텝(S3)에서의 판정은 부수데이터에 포함된 식별자을 참조하여 된다. 만일 스텝(S3)에서 콘텐츠가 무료재생용 콘텐

츠라고 판정되면, 암호화가 복호되는 보안디코더(202)로부터의 복사출력이 저작권보호의 목적을 위해 금지된다(스텝

(S4)).

  만일 스텝(S3)에서 콘텐츠가 무료재생용 콘텐츠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즉, 유료재생용 콘텐츠가 복사된다고 판정되면,

유료재생용 콘텐츠의 복사가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출력된다(스텝(S5)). 유료재생용 콘텐츠는 자유롭게 복사된다. 이 복

사출력은, 하지만, 부수데이터이고 암호화되고 압축부호화된 데이터이다.

  만일 스텝(S2)에서 재생버튼이 조작되고 재생동작이 지시되었다고 판정되면, 스텝(S6)에서 부과금처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201)의 표시부(23)에 메시지가 표시되어, 사용자가 조작부(22)의 조작으로 답하도

록 촉진한다. 만일 사용자가 부과금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면, 무료재생이 실행될 수 없다(스텝(S7)). 사용자가 재생시키도

록 선택된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조건라벨에 의해 지시된 부분적인 무료재생, 예를 들어, 음악곡의 선두부 또는 하이라이트

부분의 재생이 무료로 행해지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사용자가 부과금처리를 허용하면, 현재 재생되는 콘텐츠

에 관한 재생부과금조건이 스텝(S8)에서 표시부(23)상에 제시된다. 부수데이터내의 재생조건라벨의 정보에 기초하여 부

과금조건이 표시부(23)에 제시된다.

  스텝(S9)에서, 부과금타입이 구매형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만일 그것이 구매형이면, 구매용 부과금이 행해진다(스텝

(S10)). 스텝(S11)에서, 키를 사용하여 콘텐츠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가 보안디코더(202)의 디코더(11)에서 복호된다. 스

텝(S12)에서, 콘텐츠데이터의 무료재생이 행해진다. 이 경우에는, 무료로 재생되는 콘텐츠의 복사가 금지된다. 이동, 즉,

복사와는 달리 원래의 데이터가 복사원이 되는 저장부 또는 메모리매체에 남지 않은 콘텐츠의 이동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스텝(S9)에서 부과금타입이 구매형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부과금타입이 일괄형, 예를 들어, 월별계약형인지의 여부

가 스텝(S13)에서 판정된다. 월별계약이 존재할 때, 콘텐츠가 계약된 음악곡인지의 여부가 스텝(S14)에서 판정된다. 만일

스텝(S14)에서 콘텐츠가 계약된 음악곡, 즉, 콘텐츠데이터라고 판정되면, 스텝(S15)이 이어지고 콘텐츠데이터의 무료재생

이 행해진다. 이 경우에, 유료재생용 콘텐츠가 자유롭게 복사될 수 있다.

  스텝(S13)에서 부과금타입이 월별계약형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재생되는 콘텐츠데이터는 도수형으로 판정되고 부과금

된다. 스텝(S17)에서 콘텐츠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가 복호된다. 스텝(S18)에서 부과금재생처리가 행해진다. 부과금재생

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재생은 재생의 도수, 재생시간 등에 따라 부과금 된다. 부과금재생용 콘텐츠는 스텝(S18)에서 자

유롭게 복사될 수 있다. 게다가, 스텝(S14)에서 계약이 월별계약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정되어도, 부과금재생처리(스텝

(S17),스텝(S18))가 행해진다.

  도 7은 데이터부과기(204)의 한 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상기 부과기(204)는, 예를 들어, 휴대될 수 있는 휴대형의 구성을

가진다. 참조부호(301)는 부과기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CPU를 나타내고; 참조부호(302)는 암호화/복호화모듈을; 참조부

호(303)는 표시부(에를 들면, 액정표시장치)를; 참조부호(304)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키/버튼을 나타낸다. 부과기(204)의

동작에 관한 메뉴, 부과금처리조건 등이 표시부(303)에 표시된다. 암호화/복호화모듈(302)은 송신시에 암호화처리를 그

리고 수신시에 암호화의 복호처리를 행한다. 참조부호(305)는 데이터부과기별 ID가 저장된 저장부를 나타낸다. 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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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에 저장된 데이터부과기별 ID는, 예를 들어, 재생로그와 함께 결제센터에 전송되어, 데이터부과기(204)와 재생로그

사이의 대응관계가 알려지도록 한다. 모뎀(306)과 USB(Universal Serial Bus)통신모듈(307)이 결제센터(도 2의 결제센

터(110))와 통신하기 위해 제공된다. 결제센터와의 통신은 전화회선을 통해 모뎀(306)으로 행해지고, 청취권데이터는 결

제센터로부터 수신될 수 있고, 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결제센터로 재생로그가 전송될 수 있다. 결제센터와의 통신은

USB총신모듈(307)을 이용하여 개인용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또한 유사하게 행해질 수 있다.

  데이터부과기(204)에 의해 결제센터로부터 수신된 청취권데이터는 청취권데이터메모리(308)에 저장된다. 플레이어

(201)의 보안디코더(202)로부터 수신된 재생로그는 사용상황메모리(309)에 저장된다. 부과기(204)의 로그를 재생로그에

부가함으로서 입수된 로그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결제센터에 전송된다. 메모리(308,309)는 메모리(308,309) 내의 메모리

콘텐츠들이 부과기(204)의 전원이 오프 되더라고 유지되는 불휘발성메모리이다.

  비접촉통신모듈(310)과 안테나(311)가 비접촉 방식으로 재생로그 등의 데이터를 플레이어(201)와 통신하기 위해 이용

된다. 이러한 통신은 플레이어(201)와 부과기(204) 사이에서 인증이 행해지는 조건하에서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부과기(204)는 재생로그 등과 같은 데이터의 통신에 제한 없이 보안디코더(202)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201)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모듈(301) 과 안테나(311)를 통해서 플레이어(201)에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플레이

어(201)의 주전원이 오프되어도, 보안디코더(202)와 부과기(204) 사이에서 청취권데이터와 재생로그가 송수신될 수 있

다. 안테나(311) 이외에, 라인 접속용 단자도 제공된다. 청취권데이터 판매단말(206)과의 통신은 비접촉 통신모듈(310)

및 안테나(311) 또는 라인 접속용 단자에 연결된 라인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도 8은 보안디코더(202)의 보다 자세한 구성, 즉, 부과금처리에 관한 기능적 구성을 나타낸다. 도 7에 도시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같은 참조부호로 나타내었다. 매체(1)로부터 독출된 암호화되고 압축부호화된 콘텐츠데이터 및 부수데

이터로 구성되는 데이터는 디코더(11)에 공급된다. 매체(1)가 무조건 식별되게 하기 위한 매체별ID도 디코더(11)에 공급

된다. 매체(1)에 의해 독출된 데이터에 행해진 암호화는 디코더(11)에 의해 복호된다.

  디코더(11)의 출력데이터는 재생조건라벨검출부(401)에 공급되어 부수데이터 내에 있는 재생조건이 복호되고 출력된

다. 디코더(11)로부터 출력된 재생조건라벨은 보안디코더(202)의 처리를 위해 이용된다. 신장기(12)에서는, 라벨검출부

(401)를 통해 공급된 디코더(11)로부터의 출력데이터에 압축부호화의 신장처리가 행해진다. 신장기(12)의 출력데이터는

워터마크검출부(402)에 공급된다. 워터마크검출부(402)는 아날로그출력시에 부가된 워터마크를 검출하고 검출된 워터마

크와 재생조건라벨에 기초하여 재생조건라벨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한다.

  참조부호(403)는 청취권카운터를 나타낸다. 청취권카운터(403)에서, 이후 보다 자세히 설명될 바와 같이,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가 복호될 때마다, 청취권데이터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카운터(403)는 청치권데이터, 예를 들어, 메모리부

(16)에 저장된 도수데이터를 감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메모리부(16)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는 안테나(18)(또는 라인)

와 통신모듈(17)에 의해 앞서 언급한 데이터부과기(204)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이다. 통신모듈(17)에는 암호화 및 복호모듈

이 제공된다. 여기서 "청취권"이라는 용어가 음악곡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되었지만, 비디오데이터도 포함하여 고려될 때

는, "청취권"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시청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청취권카운터(403)에서 청취권에 관한 처리가 행해질 때,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출력데이터에 워터마크가 부가된

다.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출력데이터에 부가된 워터마크에 관한 한은, 음악곡데이터에 존재하는 여분의 부분, 예

를 들어, 출력되는 오디오데이터의 하위의 비트를 사용하여 워터마크가 부가될 수 있다. 부가된 워터마크는 데이터가 아날

로그신호로 변환되어도 남아있는 데이터이며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매우 어렵다. 부가부(404)에 의해 부

가된 워터마크는 재생조건라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데이터와 디코더별ID(405)의 정보를 포함한다. 워터마크가 부과된 데

이터는 D/A변환기(13)에 의해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되고 보안디코더(202)의 외부로 출력된다. 앞서 말한 워터마크검출부

(402)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부가된 워터마크를 검출한다.

  보안디코더(202)에는 IC카드의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데이터부과기(204)는 결제센터나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전자화폐

를 수령하여 보안디코더(202)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령된 전자화폐를 IC카드에 기록한다. 즉, 보안디코더(202)는

청취권데이터의 기록에 응하여 선택장치로서 전자화폐의 기록장치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도 9는 청취권카운터(403)의 부분을 보다 자세히 나타낸다. 부과금처리가 도수형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본 발명에 적

용되는 한 예를 설명하겠다. 즉, 음악곡이 실행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마다 미리 설정된 도수로부터 도수가 감해지

거나, 음악곡이 실행되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처리마다 도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음악곡데이터로서 콘텐츠데이터의 재생

시간에 따라 도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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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조건라벨추출부(411)는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 예를 들어, 음악곡데이터로부터 재생조건라벨을 추출한다.

부과금조건은 추출부(411)가 추출한 재생조건라벨 내에 포함된다. 기본클럭추출부(412)에 의해 음악곡데이터로서의 콘

텐츠데이터로부터 부과금의 기본클럭이 추출된다. 추출된 기본클럭은 음악곡데이터가 신장기(12)로부터 출력되는 동안의

기간동안에만 발생된다. 기본클럭의 주기는 음악곡데이터로서의 콘텐츠데이터마다 고정되고 그것들은 2분, 1분, 30초, 등

의 주기에서 발생된다. 복수의 기본클럭이 그 주기에 대응될 수도 있다. 기본클럭의 주기는 부과금의 단위로서 다루어진

다. 즉, 기본클럭의 한 주기는 하나의 도수에 대응되고 시간의 단위에 대응된다.

  추출된 기본클럭과 재생조건라벨에 기초하여, 청취권데이터의 카운트제어부(413)는 카운팅동작을 제어한다. 즉, 재생조

건라벨을 참조하여 청취권데이터의 메모리(414)(메모리부(16)의 일부)에 저장된 청취권데이터에 감산 또는 합산처리가

행해져서, 메모리(414)에 청취권데이터를 재기록 한다. 만일 재생시간 또는 재생기간이 재생조건라벨로서 설정되면, 타이

머/캘린더에 대해 재생시간의 축적처리 또는 현재 일시를 재생가능기한과 조회하기 위한 조회처리가 행해진다.

  청취권데이터 카운트제어부(413)는 콘텐츠데이터의 재생 가능여부를 더 판정한다. 예를 들어, 재생도수가 감해지고 나

머지가 "0"과 같을 때,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음을 판정한다. 만일 축적된 도수가 설정된 도수에 도달하거나, 재생시

간의 축적이 설정된 시간에 도달하거나, 또는 현재 일시가 재생기한에 만기가 되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는 것이

또한 같게 판정된다.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음악곡데이터의 게이트부(416)가 제어된다. 만일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으면, 음악곡데이터가 게이트부(416)를 지나 출력된다. 한편, 만일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으면, 음악곡데이터의

출력은 게이트부(416)에 의해 금지된다. 제어부(413)에 의해 콘텐츠데이터의 그 이상의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콘텐츠데이터가 더 이상 재생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201)의 표시부(23)에 표시될 수도 있다.

  도 10의 플로우챠트를 참조하여 도 8에 도시된 보안디코더(202)의 워터마크검출부(402)의 처리를 설명하겠다. 워터마

크의 검출처리(S21)가 개시될 때, 스텝(S22)에서 워터마크의 추출처리가 행해진다. 스텝(S23)에서는, 스텝(S22)에서 워

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3)에서 만일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이것은 워터마크가 부가되지 않아서, 음악곡재

생데이터가 출력됨(스텝(S24))을 의미한다. 스텝(S23)에서 만일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다고 판정되면, 스텝(S25)

에서 재생조건라벨의 데이터거 워터마크에 삽입되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5)에서 재생조건라벨이 삽입되지 않

았다고 판정되면, 스텝(S24)이 다음에 오고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

  스텝(S25)에서 재생조건라벨의 날자가 워터마크에 삽입되었다고 판단되면, 스텝(S26)에서, 워터마크내의 재생조건라벨

과 재생조건라벨검출부(401)에 의해 검출된 부수데이터의 재생조건라벨의 조회처리가 행해진다. 스텝(S27)에서, 그 재생

조건라벨들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판정된다. 스텝(S27)에서 그 두 재생조건라벨이 동일하다고 판정되면, 음악곡재생데이

터가 출력된다(스텝(S24)). 스텝(S27)에서 만일 그 두 재생조건라벨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적어도 재생조건라벨중

하나가 왜곡되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음악곡재생데이터가 출력되지 않는다(스텝(S28)).

  도 11은 보안디코더(202)의 워터마크부가부(404)에 의해 실행된 워터마크부가처리를 나타내는 플로우챠트이다. 워터마

크부가처리(스텝(S31))가 개시될 때, 스텝(S32)에서, 워터마크검출부(402)가 워터마크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었는지 여

부가 판정된다. 스텝(S32)에서, 만일 상술한 스텝(S27)에 기초하여 워터마크가 정확하게 추출되었다고 판정되면, 워터마

크가 부가되지 않고 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스텝(S33)). 즉, 매체(1)로부터 독출된 데이터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변경되지

않는다.

  만일 스텝(S32)에서의 결과가 부정이면, 워터마크에 삽입된 데이터가 스텝(S34)과 스텝(S35)에서 형성된다. 스텝(S34)

은 재생조건라벨로부터 워터마크에 삽입된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스텝(S34)에서, 재생조건라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워터마크로서 삽입된다. 스텝(S34)에서 형성된 워터마크로서 삽입된 데이터는 재생조건라벨의 데이터

자체로 한정되지 않고, 연산처리된 해시값(hash value)과 같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스텝(S35)은 보안디코더의 개별ID 데

이터로부터 워터마크 내로 삽입될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처리에 관한 것이다. 스텝(S35)에서, 보안디코더별 ID 데이터

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워터마크에 삽입된다. 개별ID 데이터를 삽입함으로써, 워터마크가 부가된 보안디코더(202)가 특정될

수 있다.

  스텝(S36)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스텝(S34) 및 스텝(S35)에서 형성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워터마크는 보안디코더(202)

로부터 출력된 음악곡데이터에 삽입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워터마크는 음악곡데이터의 여분의 부분을 사용하여 삽입된

다. 워터마크가 디지털방식으로 부가될지라도, 음악곡데이터가 아날로그신호로 변환된다고 하여도 워터마크는 남아있고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어렵다. 스텝(S37)에서, 워터마크가 부가되고 재생데이터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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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센터(110) 또는 청취권데이터 판매단말(206)로부터 상술한 데이터부과기(204)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와 데이터부

과기(204)로부터 플레이어(201)로 인도된 청취권데이터에 관해서는, 도 13과 수반하는 도면을 사용하여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설명하겠다.

  도 13a 및 도 13b는 청취권데이터가 데이터부과기(204)에 인도될 때 포맷의 한 예를 나타낸다. 도 13a는 한 프레임(256

비트)의 구성을 나타낸다. 프레임의 선두에는 동기신호(8비트)가 위치된다. 그 뒤에 헤더(8비트)가 위치된다. 청취권데이

터의 사용기간의 제한의 유무를 헤더에 의해 나타낸다. 예를 들어, 0(00000000)과 동일한 모든 8비트의 헤더는 청취권데

이터의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0001xxxx)인 헤더는 청취권데이터의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나타낸다. 하

위 4비트의 (xxxx)는 "미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하위 4비트를 사용하여 구곡만이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는 청취권데이터

와 신곡이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청취권데이터가 구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년은 12비트로 표현되고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월(1월∼12월)은 4비트로

표현된다. 년이 A.D. Y와 같으면, (2000 - Y)의 값이 12비트로 표현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은 년 및 달로도 표현

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이 2000년 7월의 데이터일 때, 콘텐츠데이터, 예를 들어, 음악곡데이터는 2000년 7월 1일

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취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음악곡데이터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

년 7월 31일 사이의 기간동안에 자유롭게 청취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취권데이터의 도수(포인트)는 감해지지 않는다. 청

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다.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달을 나타내는 부분에 수반하는 128비트의 부분은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키를 나타낸다.

특히, 청취권데이터의 사용기간의 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고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MP)(사용가능기간이 한정되면, 그

것의 사용권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한 키이다. DES, RSA, 등은 암호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DES는 평문을 블록화하고 블록마다에 암호화변환을 행하기 위한 블록암호화중 하나이다. DES는 64비트의 키(56비트의

키와 8비트의 패리티)를 사용하여 64비트의 입력과 64비트의 출력으로 암호화변환을 행한다. DES는 암호화 및 복호에 대

해 동일한 키 데이터를 사용하는 공통키 시스템이다. RSA는 암호화 및 복호에 대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공통키 암호화중

하나이다. 다른 암호화도 사용될 수 있다.

  암호화 키의 다음에, 32비트의 암호화된 청취권데이터(MP)가 배치된다. 데이터(MP)는 232까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64비트의 데이터(MP), ECC(Error Correction Code)가 배치된 후에, 한 프레임의 데이터배열이 완결된다. 예를 들어,

ECC로서 리드-솔로몬코드(Reed-Solomon code)가 사용된다.

  청취권데이터의 에러내성을 올리기 위해,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같은 데이터가 4회 반복적으로 전송된다. 4회의 수

치는 한 예이고, 에러율에 따라 적절한 반복회수가 설정된다. 청취권데이터가 4회 반복될 때, 데이터는 (256×4 = 1024)

만큼 분리된다.

  청취권데이터와 청취권데이터(MP)의 사용기간의 데이터의 암호화를 복호하기 위해, ECC에 의해 비교조회와 에러정정

이 행해지고, 복호용 키가 입수되고, 복호용 키에 의해 청취권데이터(MP)가 이어서 복호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에

EDC(Error Detection Code)를 부가하고 에러검출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도 13a에 도시된 전체데

이터에 스크램블(예를 들어, 최대지속주기(M)계열을 사용하여 랜덤변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기간 한정이 있는 전자화폐 및 전자사용권과 기간 한정이 없는 전자화폐 및 전자사용권이 혼재하

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 13b에 도시된 포맷의 둘 또는 그 이상의 슬롯이 준비된다.

  13a 및 13b에 도시된 청취권데이터의 전송포맷에 따라, 주요부는 청취권데이터(MP)의 32비트만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요부는 암호화 및 ECC(위조가 확인될 수 있음)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므로, 청취권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입수되

거나 또는 위조되는 바와 같은 상황이 방지된다.

  도 14는 제공서비스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을 MA로 가정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을 MB로 가정한다.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타입(MA)과 비교하여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타입(MB)이 저렴하게 구매될 수 있다. 청취권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사용자가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게 된다.

도 14의 스텝(S41)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될 때, 제공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A형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스

텝(S42)에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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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제공된 서비스가 MA형이라고 판정되면, 스텝(S43)에서 사용자가 소유하는 청취권데이터(MA 또는 MB)의 유무가

판정된다. 스텝(S43)에서 그들 타입중 하나의 청취권데이터가 있으면, 제공된 서비스가 수신되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

터의 재생이 행해질 수 있다(스텝(S44)).

  만일 스텝(S42)에서의 결과가 부정이면(즉, 제공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A형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스텝(S46)

에서 서비스가 청취권데이터의 MB형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MB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스텝(S47)에

서 청취권데이터의 MB형의 유무가 판정된다. 만일 청취권데이터의 MB형이 있으면, 서비스가 수신되고, 예를 들어, 스텝

(S48)에서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다. 만일 스텝(S46) 또는 스텝(S47)에서 판정결과가 부정이면, 서비스가 수신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없다.

  기간 한정을 가진 청취권데이터의 경우에, 콘텐츠데이터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 없이 오디오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되고 청취될 수 있다. 도 15의 플로우챠트는 그러한 처리를 나타낸다.

  도 15의 스텝(S51)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될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콘텐츠데이터를 재생하기로 의도할 때, 스텝

(S52)에서 현재 달의 MB형(기간한정이 있음)의 청취권데이터의 유무가 판정된다. 만일 현재 달의 MB형의 청취권데이터

가 있으면, 제공된 서비스가 수신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콘텐츠데이터가 재생될 수 있다(스텝(S13)). 스텝(S13)에서, 청취

권데이터가 체크된다. 이것은 한달의 청취권데이터의 경우에라도, 수신될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그러한 시간 등의 기

간에 대해 아무런 제약없이 콘텐츠가 재생될 수 있는 서비스가 그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스텝(S52)에서, 현재 달의

MB형의 청취권데이터가 없다고 판정되면, MA형의 청취권데이터에 의해 재생부과금이 행해진다(스텝(S54)). 스텝(S54)

에서, MA형의 청취권데이터의 유무가 판정된다.

발명의 효과

  본 실시예가 주로 오디오콘텐츠에 관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디오데이터 이외에,

비디오데이터, 정지영상데이터, 문자데이터,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 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츠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버와 휴대 플레이어와 당해 서버와 당해 휴대 플레이어와 통신하기 위한 단말장치사이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 플레이어상에서 기록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 플레이어상에서 콘텐츠의 재생된 이력을 재생이력정보로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기억된 재생이력정보를 상기 휴대 플레이어로부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보로 상기 재생이력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는 상기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복수의 콘텐츠가 존재하여 각각의 콘텐츠의 재생된 이력이 상기 재생이력정보로 기억되며, 상기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

여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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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휴대 플레이어로부터 당해 플레이어 상에서의 콘텐츠의 재생이력이 포함된 재생이력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수단과;

  상기 수집수단으로부터 수집된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하는 계산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암호화되어 있고,

  상기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재생정보를 출력하는 복호화수단을 더 갖추며,

  상기 계산수단은, 상기 복호화수단으로부터 출력된 재생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수단은, 상기 재생이력정보를 단말장치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적어도 재생시간에 관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청구항 7.

  기록매체에 기억된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수단과,

  상기 재생수단으로부터 재생된 콘텐츠의 재생이력을 재생이력정보로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된 재생이력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출력하는 암호화수단과,

  상기 암호화수단에 의해 출력된 암호화 재생이력정보를 서버에 업로드하는 업로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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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업로드 수단은 상기 암호화된 재생이력정보를 단말장치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이력정보는 적어도 콘텐츠의 재생시간에 관계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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