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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부정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

PD인증 프로그램(762)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를 인증한다. 서버인증 프로그램(761)은, 키서버(21)를 인증한다. 서

버용 LCM(514)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로부터의 키서버(21)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요구의 수신을 제어한다.

서버용 LCM(514)는, 키서버(21)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키서버(21)에 키의 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키서버(21)

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한다. 키분배 프로그램(764)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의 키의 송신을 제어한다.

대표도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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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수단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2인증수단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

어수단과,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상기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 상기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상기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수단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에 대한 상기 키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2인증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

제어스텝과,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상기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 상기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상기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상기 키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제공방법.

청구항 3.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2인증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

제어스텝과,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상기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 상기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상기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상기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상기 키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독해 가

능한 프로그램이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 격납매체.

청구항 4.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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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상기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

하는 송신제어수단과,

상기 제 2정보 제공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에 수신되는 상기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청구항 5.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상기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

하는 송신제어스텝과,

상기 제 2정보 제공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에 수신되는 상기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방법.

청구항 6.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스텝과,

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상기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

하는 송신제어스텝과,

상기 제 2정보 제공장치에서 상기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송신한 상기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독해 가능한 프로그램이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 격납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제공장치 및 방법, 정보처리장치 및 방법과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관하여, 특히, 콘텐츠를 복호하는 키를 제

공하거나, 또는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보제공장치 및 방법, 정보처리장치 및 방법과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퍼스널 컴퓨터(1)는, 로칼영역 네트워크 또는 인터

넷 등으로 구성되는 통신네트워크(4)에 접속되어 있다. 퍼스널 컴퓨터(1)는, 콘텐츠서버(22)에서 수신한, 또는 CD

(Compact Disc)에서 독해한 악음의 데이터(이하, 콘텐츠라고 칭함)를, 소정의 압축방식(예를 들면, ATRAC3(상표))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DES(Data Encryption Standard) 등의 암호화방식으로 암호화하여 기록한다.

퍼스널 컴퓨터(1)는,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응하여, 콘텐츠의 이용조건을 나타내는 이용조건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용조건의 데이터는, 예를 들면, 그 이용조건의 데이터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터블 디바이스

(Portable Device(PD라고도 칭함))의 대수(후술하는, 소위 체크아웃할 수 있는 PD의 대수)를 나타낸다. 이용조건의 데이

터에 나타내는 수만큼 콘텐츠를 체크아웃 하였을 때라도, 퍼스널 컴퓨터(1)는, 그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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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컴퓨터(1)의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11)은, 퍼스널 컴퓨터(1)가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예를 들

면, 곡명, 또는 이용조건 등)를 표시시키는 동시에, 체크아웃의 지시 등을 입력하여,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의 규격에 준거한 소프트웨어모듈인 LCM(Licensed Compliant Module)(12)에 그 지시에 대응한 체크아웃 등

의 처리를 실행시킨다.

퍼스널 컴퓨터(1)의 LCM(12)는, 콘텐츠의 부정한 2차 이용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서,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이용조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를 행하는 모듈군으로 구성된다. 이용조건에

는, 콘텐츠의 재생조건, 복사조건, 이동조건, 또는 축적조건 등이 포함된다.

LCM(12)은, 퍼스널 컴퓨터(1)에 접속된 기기가 정당한 것인지의 인증을 행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콘텐츠의 이동처리 등

을 실행한다. 콘텐츠의 이동처리 등에 따라, LCM(12)은 필요한 키를 생성하여 키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또는

접속되어 있는 기기와의 통신을 제어한다.

또, LCM(12)은,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의 정당성을 체크하여, 서버(5)가 지정한 이용조건을 콘텐츠(암호화되어

있음)에 부가하여, 콘텐츠를 기록시킨다.

퍼스널 컴퓨터(1)의 LCM(12)은,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를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예를 들면, 곡명, 또는 이

용조건 등)와 함께, 접속되어 있는 포터블 디바이스(2)에 공급하는 동시에, 포터블 디바이스(2)에 공급한 것에 대응하여,

공급한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용조건의 데이터를 갱신한다(이하, 체크아웃이라고 칭함). 보다 상세하게는, 체크아웃하였을

때, 퍼스널 컴퓨터(1)가 기록하고 있는, 그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용조건의 데이터의 체크아웃 할 수 있는 횟수는 1 감소된

다. 체크아웃 할 수 있는 횟수가 0일 때, 대응하는 콘텐츠는, 체크아웃 할 수 없다.

포터블 디바이스(2)는, 퍼스널 컴퓨터(1)에서 공급된 콘텐츠(즉, 체크아웃된 콘텐츠)를,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예를들

면, 곡명, 또는 이용조건 등)와 함께,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디바이스(3)에 기억시킨다.

포터블 디바이스(3)는, 플래시메모리 등의 기억매체를 그 내부에 가지며, 포터블 디바이스(2)에 착탈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포터블 디바이스(2)는, 콘텐츠에 관련하는 이용조건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되어 있

는 콘텐츠를 재생하고, 도시하지 않은 헤드폰 등에 출력한다.

예를 들면, 콘텐츠에 관련하는 이용조건의 데이터로서 기억되어 있는, 재생제한으로서의 재생횟수를 초과하여 재생하고자

하였을 때, 포터블 디바이스(2)는, 대응하는 콘텐츠의 재생을 정지한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기억한 포터블 디바이스(2)를 퍼스널 컴퓨터(1)에서 떼어내어 들고 가서,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되

어 있는 콘텐츠를 재생시켜서, 콘텐츠에 대응하는 음악 등을 헤드폰 등으로 들을 수 있다.

포터블 디바이스(2)가 USB케이블 등을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접속되었을 때, 포터블 디바이스(2)와 퍼스널 컴퓨터

(1)와는, 상호 인증의 처리를 실행한다. 이 상호인증의 처리는, 챌린지 응답방식의 인증처리이다. 챌린지 응답방식이란, 퍼

스널 컴퓨터(1)가 생성하는 어느 값(챌린지)에 대하여, 포터블 디바이스(2)가 퍼스널 컴퓨터(1)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생성한 값(응답)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서버(5)는,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부호화되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축적하여 퍼스널 컴퓨터(1)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여 축

적하고 있는 콘텐츠를 분배한다. 서버(5)는 키서버(21), 콘텐츠서버(22) 및 숍서버(23)의 기능을 가진다.

키서버(21)는, 콘텐츠서버(22)가 퍼스널 컴퓨터(1)에 공급한 콘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콘텐츠키를 축적하고, 퍼스널 컴퓨

터(1)의 요구에 대응하여, 콘텐츠키를 퍼스널 컴퓨터(1)에 공급한다. 콘텐츠키의 공급 전에, 키서버(21)와 퍼스널 컴퓨터

(1)와는, 상호인증의 처리를 실행하고, 키서버(21)는 그 상호인증의 처리에 의해 공유된 일시키로 콘텐츠키를 암호화하여,

퍼스널 컴퓨터(1)로 송신한다. 퍼스널 컴퓨터(1)는, 수신한 콘텐츠키를 공유하고 있는 일시키로 복호한다.

콘텐츠서버(22)는, 퍼스널 컴퓨터(1)의 요구에 대응하여,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콘텐츠에 대응

하는 이용조건과 함께 콘텐츠(암호화되어 있음)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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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서버(23)는, 콘텐츠서버(22)가 공급하는 콘텐츠에 관련하는 디지털데이터(콘텐츠의 곡명, 가격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일람 등을 포함)를 퍼스널 컴퓨터(1)에 제공하는 동시에, 퍼스널 컴퓨터(1)로부터의 콘텐츠의 구입신청에 대응하여, 그 콘

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서버(22)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및 그 콘텐츠를 복호하는 콘텐츠키를 공급하는 키

서버(21)의 URL 등을 퍼스널 컴퓨터(1)에 공급한다.

다음에, 도 2을 참조하여, 종래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기능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퍼스널 컴퓨터(1)는, 표시

조작지시 프로그램(11) 및 LCM(12)에 가하여, IP(Internet Protocol)통신 프로그램(1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접속 프로그램(14) 및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통신 프로그램(15)을 실행한다.

PHS/IMT통신 프로그램(15)은, 공중회선망(31)을 거쳐서 통신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SP접속 프로그램(14)은,

ISP(32)와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P통신 프로그램(13)은, HTTP(Hypertext Transport Protocol)(71) 및 Wap

(Wireless Access Protocol)(72)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키서버(21), 콘텐츠서버(22), 또는 쇼

핑서버(23)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LCM(12)은,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51), 키관리 프로그램(52),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 키정보수신 프로그램(54), 및

콘텐츠정보수신 프로그램(55)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인센스관리 프로그램(51)은, 콘텐츠의 이용조건에 의거한 콘텐츠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용조건관리

프로그램(61), CD리핑 프로그램(62), 컨버터 프로그램(63) 및 PD인증 프로그램(6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조건관리 프로그램(61)은, 콘텐츠의 이용조건에 의거하여, 퍼스널 컴퓨터(1)가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의 체크아웃 등

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금지할 것인지 등의 관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체크아웃 등에 대응하여 이용조건의 데이

터를 갱신한다. CD리핑 프로그램(62)은, 퍼스널 컴퓨터(1)에 장착된 CD에서 콘텐츠를 독출하는 동시에, 독출한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용조건을 생성한다.

컨버터 프로그램(63)은, 콘텐츠의 암호화방식, 또는 부호화방식을 변환한다. PD인증 프로그램(64)은, 퍼스널 컴퓨터(1)에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디바이스(2)를 인증한다.

키관리 프로그램(52)은, 키서버(21)의 인증처리를 실행하여, 키서버(21)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하여, 콘텐츠에 대응시켜서

콘텐츠키를 관리한다. 키관리 프로그램(52)은, 서버인증 프로그램(65) 및 수신프로그램(66)으로 구성된다.

서버인증 프로그램(65)은, 후술하는 처리에 의해, 키서버(21)를 인증한다. 수신프로그램(66)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

서, 키서버(21)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한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콘텐츠서버(22)에서 콘텐츠의 이용조건의 데이터와 함께 콘텐츠

를 수신하여, 콘텐츠의 이용조건의 데이터와 함께 콘텐츠를 기록한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의 수신프로그램(67)은,

콘텐츠서버(22)에서 콘텐츠의 이용조건의 데이터 및 콘텐츠를 수신한다.

키정보수신 프로그램(54)은, 숍서버(23)에서, 소망의 콘텐츠에 대응하는 콘텐츠키를 공급하는 키서버(21)를 특정하는

URL을 수신한다. 콘텐츠정보수신 프로그램(55)은, 숍서버(23)에서 사용자가 소망하는 콘텐츠를 특정하는 콘텐츠 ID, 및

그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서버(22)를 특정하는 URL을 수신한다.

포터블 디바이스(2)는,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81), 키관리 프로그램(82) 및 콘텐츠관리 프로그램(83)을 실행한다.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81)은,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용조건을 기초로, 콘텐츠의 재생의 횟수 등을 관리하는 이용조건관리

프로그램(91), 퍼스널 컴퓨터(1)를 인증하는 PC인증 프로그램(92) 및 포터블 미디어(3)를 인증하는 PM인증 프로그램

(93)으로 구성된다.

키관리 프로그램(82)은, 퍼스널 컴퓨터(1)에서 공급된 콘텐츠키를, 포터블 미디어(3)가 미리 기억하고 있는 보존용 키로

암호화시키고,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시켜서 관리한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83)은, 퍼스널 컴퓨터(1)에서 공급된 콘텐츠를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시켜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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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미디어(3)는,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101), 키관리 프로그램(102) 및 콘텐츠관리 프로그램(103)을 실행한다.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101)은, 포터블 디바이스(2)를 인증하는 PD인증 프로그램(111)을 가지며, 콘텐츠에 대응하는 이

용조건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용조건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독출 등을 제어한다. 키관리 프로그램(102)은, 포

터블 디바이스(2)에서 공급된 콘텐츠키를 미리 기억하고 있는 보존용 키로 암호화하여 기억하고 관리한다. 콘텐츠관리 프

로그램(103)은, 포터블 디바이스(2)에서 공급된 콘텐츠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숍서버(23)는, 키정보송신 프로그램(121), 콘텐츠정보송신 프로그램(122), 열람프로그램(123) 및 IP통신 프로그램(124)

을 실행한다.

키정보송신 프로그램(121)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가 소망하는 콘

텐츠에 대응하는 콘텐츠키를 공급하는 키서버(21)의 URL을 송신한다.

콘텐츠정보송신 프로그램(122)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가 소망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서버(22)의 URL을 송신한다.

열람프로그램(123)은, 콘텐츠를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에게 시청시키는 시청프로그램(131) 및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가 소망의 콘텐츠를 검색하는 검색프로그램(132)으로 구성되어 있다.

IP통신 프로그램(124)은, HTTP(133) 및 Wap(134)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

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키서버(21)는, 인증프로그램(151), 키분배 프로그램(152), 키보존 프로그램(153), 키생성 프로그램(154) 및 IP통신 프로

그램(155)을 실행한다.

인증프로그램(151)은, 퍼스널 컴퓨터(1) 등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키분배 프로그램(152)은, 인증된 퍼스널 컴퓨터(1)

, 키보존 프로그램(153)이 보존하고 있는 콘텐츠키를 분배하는 프로그램이다. 키보존 프로그램(153)은, 키생성 프로그램

(154)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키를 보존하는 프로그램이다. 키생성 프로그램(154)은, 콘텐츠에 대응시켜서 콘텐츠키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이다.

IP통신 프로그램(155)은, HTTP(171) 및 Wap(172)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

등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콘텐츠서버(22)는, 콘텐츠보존 프로그램(191), 콘텐츠분배 프로그램(192) 및 IP통신 프로그램(193)을 실행한다.

콘텐츠보존 프로그램(191)은, 콘텐츠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콘텐츠ID와 대응시켜서 보존한다. 콘텐츠분배 프로

그램(192)은, 퍼스널 컴퓨터(1)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콘텐츠보존 프로그램(191)이 보존하고 있는, 콘텐츠ID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퍼스널 컴퓨터(1)에 분배한다.

IP통신프로그램(193)은, HTTP(201) 및 Wap(202)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

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포터블 디바이스(2)에 체크아웃하는 처리를 도 3 및 도 4의 플로차트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텝(S101)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PHS/IMT통신 프로그램(15)은, 공중회선망(31)과 접속

을 확립한다. 스텝(S201)에 있어서, 공중회선망(31)의 도시하지 않은 지상국 등은, 퍼스널 컴퓨터(1)와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102)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ISP접속 프로그램(14)은, ISP(32)와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301)에 있어서,

ISP(32)는 퍼스널 컴퓨터(1)와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103)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IP통신 프로그램(13)은, 숍서버(23)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401)에 있어

서, 숍서버(23)의 IP통신 프로그램(124)은, 퍼스널 컴퓨터(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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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402)에 있어서, 숍서버(23)의 열람프로그램(123)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열람용(콘텐

츠의 선택용)의 디지털데이터를 송신한다. 스텝(S104)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도시하지 않은 브라우저 프로그램

은, 디지털데이터에 대응하는 화상 또는 텍스트 등을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열람시킨다. 또, 퍼스널 컴퓨터(1)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스트리밍재생에 의해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시청시키거나, 또는, 키워드에 의해 콘텐츠를 숍서버

(23)의 열람프로그램(123)에 검색시키고, 그 결과를 표시한다. 스텝(S402) 및 스텝(S104)의 처리는,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반복된다.

스텝(S105)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구입의뢰를 숍서버(23)에 송신한다. 스텝(S403)에 있어

서, 숍서버(23)의 열람프로그램(123)은, 퍼스널 컴퓨터(1)에서 송신된 구입의뢰를 수신한다.

스텝(S404)에 있어서, 숍서버(23)의 콘텐츠정보송신 프로그램(122)은, 스텝(S403)의 처리로 수신한 구입의뢰에 대응하

는 콘텐츠를 분배하는 콘텐츠서버(22)의 URL 및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콘텐츠ID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정보를 통신네

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송신한다. 스텝(S106)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콘텐츠정보수신 프로그램

(55)은, 숍서버(23)가 송신한, 콘텐츠정보를 수신한다.

스텝(S405)에 있어서, 숍서버(23)의 키정보송신 프로그램(121)은, 스텝(S403)의 처리로 수신한 구입의뢰에 대응하는 콘

텐츠의 콘텐츠키를 분배하는 키서버(21)의 URL 등의, 키정보를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널 컴퓨터(1)에 송신한다.

스텝(S107)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키정보수신 프로그램(54)은, 숍서버(23)가 송신한 키정보를 수신한다.

스텝(S108)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IP통신프로그램(13)은, 스텝(S106)의 처리로 취득한 콘텐츠정보에 포함되는

콘텐츠서버(22)의 URL을 기초로, 콘텐츠서버(22)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501)에 있어서, 콘텐츠서버(22)의 IP통신

프로그램(193)은, 퍼스널 컴퓨터(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09)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은, 스텝(S106)의 처리로 취득한 콘텐츠ID를 통신네

트워크(4)를 거쳐서, 콘텐츠서버(22)에 송신한다. 스텝(S502)에 있어서, 콘텐츠서버(22)는 퍼스널 컴퓨터(1)가 송신한 콘

텐츠ID를 수신한다. 스텝(S503)에 있어서, 콘텐츠서버(22)의 콘텐츠분배 프로그램(192)은, 스텝(S502)에서 수신한 콘텐

츠ID에 대응하는 콘텐츠(암호화되어 있음)를 콘텐츠보존 프로그램(191)에서 독출하여,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퍼스

널 컴퓨터(1)에 분배한다. 스텝(S110)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의 수신프로그램(67)은, 콘

텐츠서버(22)가 송신한 콘텐츠를 수신한다.

스텝(S111)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IP통신 프로그램(13)은, 스텝(S107)의 처리로 취득한 키정보에 포함되는 키서

버(21)의 URL을 기초로, 키서버(2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601)에 있어서, 키서버(21)의 IP통신 프로그램(155)은,

퍼스널 컴퓨터(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12)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키관리 프로그램(52)의 서버인증 프로그램(65)은, 키서버(21)를 인증한다. 스

텝(S602)에 있어서, 키서버(21)의 인증프로그램(151)은, 퍼스널 컴퓨터(1)를 인증한다.

키서버(21)에는, 마스터키(KMS)가 미리 기억되어 있고, 퍼스널 컴퓨터(1)에는, 개별키(KPP)와 퍼스널 컴퓨터(1)의 ID가

미리 기억되어 있다. 퍼스널 컴퓨터(1)에는, 또한 마스터키(KMP)가 미리 기억되어 있고, 키서버(21)에도 키서버(21)의 ID

와 개별키(KPS)가 기억되어 있다.

키서버(21)는, 퍼스널 컴퓨터(1)에서, 퍼스널 컴퓨터(1)의 ID의 공급을 받고, 그 ID와 자기 자신이 가지는 마스터키(KKS)

에 허시함수를 적용하여, 퍼스널 컴퓨터(1)의 개별키(KPP)와 동일한 키를 생성한다.

퍼스널 컴퓨터(1)는, 키서버(21)에서 키서버(21)의 ID의 공급을 받고, 그 ID와 자기 자신이 가지는 마스터키(KMP)에 허시

함수를 적용하여, 키서버(21)의 개별키(KPS)와 동일한 키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퍼스널 컴퓨터(1)와 키서버

(21)의 양편에, 공통의 개별키가 공유되게 된다. 이들의 개별키를 이용하여 다시, 일시키를 생성한다.

스텝(S113)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키관리 프로그램(52)은, 콘텐츠ID를 키서버(21)에 송신한다. 스텝(S603)에 있

어서, 키서버(21)는 퍼스널 컴퓨터(1)가 송신한, 콘텐츠ID를 수신한다. 스텝(S604)에 있어서, 키서버(21)의 키분배 프로그

램(152)은, 키보존 프로그램(153)이 콘텐츠ID와 대응시켜서 보존하고 있는 콘텐츠키를 독출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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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그 콘텐츠키(일시키에 의해 암호화되어 있음)를 퍼스널 컴퓨터(1)에 송신한다. 스텝(S114)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

(1)의 키관리 프로그램(52)의 수신프로그램(66)은, 키서버(21)가 송신한 콘텐츠키를 수신한다. 키관리 프로그램(52)은, 수

신한 콘텐츠키를 일시키로 복호한다.

퍼스널 컴퓨터(1)의 사용자가,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11)에 대하여, 수신한 콘텐츠의 체크아웃을 지시하였을 때, 스텝

(S115) 이후의 처리가 실행된다.

스텝(S115)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51)의 PD인증 프로그램(64)은, 포터블 디바이스(2)를

인증한다. 스텝(S701)에 있어서, 포터블 디바이스(2)의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81)의 PC인증 프로그램(92)은, 퍼스널 컴

퓨터(1)를 인증한다.

스텝(S115) 및 스텝(S701)에 있어서의 퍼스널 컴퓨터(1)와 포터블 디바이스(2)와의 상호인증의 처리는, 챌린지 응답방식

의 인증처리이고, 스텝(S112) 및 스텝(S602)에 있어서의 키서버(21)와 퍼스널 컴퓨터(1)와의 상호인증의 처리에 비교하

여 연산량이 적다. 퍼스널 컴퓨터(1) 및 포터블 디바이스(2)는, 각각 동일한 연산으로, 응답에서 일시키를 생성하여, 공유

한다.

스텝(S116)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53)은,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포터블 디바이스(2)에

분배한다. 스텝(S702)에 있어서, 포터블 디바이스(2)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83)은, 퍼스널 컴퓨터(1)가 분배한 콘텐츠를

수신하여, 포터블 미디어(3)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103)에 공급한다. 포터블 미디어(3)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103)은

콘텐츠를 기억한다.

또한, 포터블 디바이스(2)와 포터블 미디어(3)는, 포터블 디바이스(2)에 포터블 미디어(3)가 장착되었을 때, 상호 인증한

다.

스텝(S117)에 있어서, 퍼스널 컴퓨터(1)의 키관리 프로그램(52)은, 포터블 디바이스(2)에 스텝(S116)에서 분배한 콘텐츠

에 대응하는 콘텐츠키(포터블 디바이스(2)와 포터블 미디어(3)에서 공유하는 일시키로 암호화되어 있음)를 분배한다. 스

텝(S703)에 있어서, 포터블 디바이스(2)의 키관리 프로그램(82)은, 퍼스널 컴퓨터(1)가 분배한 콘텐츠키를 수신하여, 포

터블 미디어(3)의 키관리 프로그램(102)에 공급한다. 포터블 미디어(3)의 키관리 프로그램(102)은, 콘텐츠키를 일시키로

복호하여, 콘텐츠키를 기억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렇지만, 퍼스널 컴퓨터(1)에 비교하여, 연산능력 또는 기억용량 등 처리능력이 작은, 예를 들면, 휴대형 단말기가, 콘텐

츠서버(22)에서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키서버(21)에서 콘텐츠키를 다운로드하고자 하면, 인증처리의 부하가 크므

로 처리속도가 늦고, 실용에 견디지 못한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룩된 것이고, 처리능력이 작아도, 부정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청구항 1에 기재의 정보제공장치는,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수단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2

인증수단과,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

제어수단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제 2정보 처리장치에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수단과, 제 1정보 처리수단에의 키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2에 기재의 정보제공방법은,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2

인증스텝과,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

신제어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제 2정보 처리장치에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

에,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스텝과,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키의 송신을 제어

하는 송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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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의 프로그램은, 제 1정보 처리장치를 인증하는 제 1인증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

를 인증하는 제 2인증스텝과,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

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스텝과,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제 2정보 처리장치에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제어스텝과,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키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4에 기재의 정보처리장치는,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수단과,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수단과, 제 2정보 제공장치에서 제 1정

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송신한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5에 기재의 정보처리방법은,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스텝과,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스텝과, 제 2정보 제공장치에서 제 1

정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송신한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구항 6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의 프로그램은, 제 1정보 제공장치를 인증하는 인증스텝과,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송신을 제어하는 송신제어스텝과, 제 2정보 제

공장치에서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송신한 키의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제어스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청구항 1에 기재의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에 기재의 정보제공방법 및 청구항 3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있어서는,

제 1정보 처리장치가 인증되고, 제 2정보 처리장치가 인증되고,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

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이 제어되고,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제 2정보 처리장치에

키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이 제어되고,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키

의 송신이 제어된다.

청구항 4에 기재의 정보처리장치, 청구항 5에 기재의 정보처리방법 및 청구항 6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있어서는,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인증되고,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

신요구의 송신이 제어되고, 제 2정보 제공장치에서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수신한 키의 수신이 제어된다.

(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디지털 전송시스템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에서 설명한 구성의 경우와 동일

한 부분에는, 도 1의 경우와 동일한 번호를 붙여있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포터블 미디어(3-1)가 장착가능하게 구성되고, 무선에 의해 통신네트워크(4)에 접속된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콘텐츠서버(22)에서 수신한 콘텐츠(소정의 방식으로 압축되어,

암호화되어 있는)를 이용조건의 데이터 등과 함께 다운로드하여, 콘텐츠 및 그 이용조건의 데이터를 장착하고 있는 포터블

미디어(3-1)에 기억시킨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콘텐츠에 관련하는 이용조건의 데이터에 의거하여,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1)에

기억되어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고, 도시하지 않은 헤드폰 또는 스피커 등에 출력한다. 사용자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

(501)를 들고 다니면서, 소망의 장소에서 소망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그 콘텐츠를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시킬 수 있

다. 사용자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되어 있는 콘텐츠를 재생시켜서, 콘텐츠에 대응하는

음악 등을 헤드폰 등으로 들을 수 있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511)은,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예를 들면, 곡명 또는 이용조건

등)을 표시시키는 동시에, 다운로드의 지시 등을 입력하고, 클라이언트용 LCM(512)에 그 지시에 대응한 처리를 실행시킨

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클라이언트용 LCM(512)은, 인증서버(503)의 서버용 LCM(514)과 협동하여, 이용조건

데이터 및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하는 일련의 처리(후술하는)를 실행한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클라이언트용 LCM(512)은, 콘텐츠의 부정한 2차이용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

로서,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이용조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를 행하는 모듈군으

로 구성된다. 이용조건에는 콘텐츠의 재생조건, 복사조건, 이동조건 또는 축적조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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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용 LCM(512)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1)가 정당한 지의 인증을 행하

고, 안전한 방법으로 서버(5)가 지정한 이동조건의 데이터를 콘텐츠(암호화되어 있는)에 부가하여, 포터블 미디어(3-1)에

콘텐츠를 기억시킨다. 콘텐츠의 이동의 처리 등에 수반하여, 클라이언트용 LCM(512)은, 필요한 키를 생성하여 키를 관리

하고, 또는 접속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1)와의 통신을 제어한다.

퍼스널 컴퓨터(502)는, 통신네트워크(4)에 접속되어 있다. 퍼스널 컴퓨터(502)는, 콘텐츠서버(22)에서 수신한, 또는 CD

에서 독해한 콘텐츠를 소정의 압축방식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DES등의 암호화방식으로 암호화하여 기록한다. 퍼스널 컴퓨

터(502)는,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응하여, 콘텐츠의 이동조건을 나타내는 이동조건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퍼스널 컴퓨터(502)의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511)은,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예를 들면, 곡명 또는 이용조건 등)을

표시시키는 동시에, 다운로드 또는 체크아웃의 지시 등을 입력하여, LCM(513)에 그 지시에 대응한 다운로드 또는 체크아

웃 등의 처리를 실행시킨다.

퍼스널 컴퓨터(502)의 LCM(513)은, 콘텐츠의 부정한 2차이용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서, 개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이용조건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어를 행하는 모듈군으로 구성된다. 이용조건에

는 콘텐츠의 재생조건, 복사조건, 이동조건 또는 축적조건 등이 포함된다.

LCM(513)은, 퍼스널 컴퓨터(502)에 접속된 포터블 디바이스(2)가 정당한 지의 인증을 행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콘텐츠의

이동처리 등을 실행한다. 콘텐츠의 이동처리 등에 수반하여, LCM(513)은 필요한 키를 생성하여 키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또는 접속되어 있는 기기와의 통신을 제어한다.

또 LCM(513)은, 포터블 디바이스(2)의 정당성을 체크한다. 포터블 디바이스(2)는 포터블 미디어(3-2)가 장착되었을 때,

포터블 미디어(3-2)의 정당성을 체크한다. 포터블 디바이스(2) 및 포터블 미디어(3-2)가 정당한 경우, LCM(513)은 서버

(5)가 지정한 이동조건의 데이터를 콘텐츠(암호화되어 있는)에 부가하여, 포터블 미디어(3-2)에 콘텐츠를 체크아웃 한다.

포터블 디바이스(2)는, 퍼스널 컴퓨터(502)에서 체크아웃된 콘텐츠를, 콘텐츠에 관련하는 데이터와 함께,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2)에 기억시킨다.

인증서버(503)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퍼스널 컴퓨터(502)의 PC용 LCM(521)(LCM(513)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으로 구

성됨)은, 인증서버(503)의 서버용 LCM(514)과 협동하여, 이용조건 데이터 및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하는 일련의 처리를

실행한다.

인증서버(503)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퍼스널 컴퓨터(502)의 LCM(513)은, LCM(12)과 동등의 키서버(21)와의 인증처리

등을 실행하여, 이용조건데이터 및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한다.

인증서버(503)는, 서버용 LCM(514)를 실행하여, 상호 인증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또는 상호 인증한 퍼스널 컴퓨

터(502)의 요구에 대응하여, 키서버(21)와의 인증의 처리를 실행한다. 인증서버(503)는, 키서버(21)와의 상호인증의 처리

후, 키서버(21)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하고, 수신한 콘텐츠키를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10) 또는 퍼스널 컴퓨터(502)에 공급

한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또는 퍼스널 컴퓨터(502)는, 키서버(21)와의 인증처리의 실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키서버(21)

와의 인증처리에 비교하여 보다 처리의 부하가 작은 인증서버(503)와의 인증처리를 실행할 뿐으로, 콘텐츠키를 취득할 수

있다.

도 6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601)는, ROM(Read-

only Memory)(602) 또는 RAM(Rand om-Access Memory)(603)에 격납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한다.

ROM(602)은,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Only Memory) 또는 플래시메모리 등으로 수정되

고, 일반적으로는 CPU(601)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산용의 파라미터 중의 기본적으로 고정데이터를 격납한다. RAM

(603)은, SRAM(Static RAM) 등으로 구성되고, CPU(601)의 실행에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실행에 있어서 적

의 변화하는 파라미터를 격납한다.

입력부(605)는, 입력키 또는 마이크로폰 등으로 구성되고, CPU(601)에 각종의 지령을 입력할 때, 또는 음성 등을 입력할

때,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다. 표시부(606)는 액정표시장치 등으로 이루고, 각종 정보를 텍스트나 이미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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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재생부(607)는, 통신부(608)에서 공급된 통화상대의 음성데이터, 또는 인터페이스(609)에서 공급된 포터블 미디어

(3-1)에 기억되어 있는 콘텐츠를 재생하여, 음성을 출력한다.

통신부(608)는, 공중회선망(31)과 접속하고, CPU(601)에서 공급된 데이터(예를 들면, 콘텐츠의 송신요구 등) 또는 입력

부(605)에서 공급된 사용자의 음성데이터를 소정의 방식의 패킷에 격납하여, 공중회선망(31)을 거쳐서 송신한다. 또 통신

부(608)는, 공중회선망(31)을 거쳐서 수신한 패킷에 격납되어 있는 데이터(예를 들면, 콘텐츠 등) 또는 통화상대의 음성데

이터를 CPU(601), RAM(603), 음성재생부(607), 또는 인터페이스(609)에 출력한다.

인터페이스(609)는 CPU(601), RAM(603) 또는 통신부(608)에서 공급된 데이터를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1)에

기억시키는 동시에, 장착되어 있는 포터블 미디어(3-1)에서 콘텐츠 등의 데이터를 독출하여 CPU(601), RAM(603) 또는

음성재생부(607)에 공급한다.

인터페이스(610)는, 외부부착의 드라이브(631)가 접속된다. 드라이브(631)는, 장착되어 있는 자기디스크(641), 광디스크

(642)(CD-ROM을 포함하는), 광자기디스크(643) 또는 반도체메모리(644)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독

출하고, 그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610) 및 버스(604)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ROM(602) 및 RAM(603)에

공급한다.

CPU(601) 내지 인터페이스(610)는, 버스(604)에 의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도 7는, 인증서버(503)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CPU(651)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

다)나, OS(Operating System)을 실제로 실행한다. ROM(652)은, 일반적으로 CPU(651)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산

용의 파라미터 중의 기본적으로 고정의 데이터를 격납한다. RAM(653)은 CPU(651)의 실행에 있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나, 그 실행에 있어서 적의 변화하는 파라미터를 격납한다. 이들은 CPU버스 등으로 구성되는 호스트버스(654)에 의해

상호 접속되어 있다.

호스트버스(654)는, 브리지(655)를 거쳐서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nterface)버스 등의 외부버스

(656)에 접속되어 있다.

키보드(658)는, CPU(651)에 각종의 지령을 입력할 때,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다. 포인팅 디바이스(659)는, 디스플레이

(660)의 화면상의 포인트의 지시나 선택을 행할 때, 사용자에 의해 조작된다. 디스플레이(660)는, 액정표시장치 또는

CRT(Cathode Ray Tube) 등으로 이루고, 각종 정보를 텍스트나 이미지로 표시한다. HDD(Hard disk Drive)(661)는, 하

드디스크를 구동하고, 그 들에게 CPU(651)에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기록 또는 재생시킨다.

드라이브(662)는, 장착되어 있는 자기디스크(681), 광디스크(682), 광자기디스크(683) 또는 반도체메모리(684)에 기록되

어 있는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독출하여, 그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657), 외부버스(656), 브리지(655) 및

호스트버스(654)를 거쳐서 접속되어 있는 RAM(653)에 공급한다.

이들의 키보드(658) 내지 드라이브(662)는, 인터페이스(657)에 접속되어 있고, 인터페이스(657)는 외부버스(656), 브리

지(655) 및 호스트버스(654)를 거쳐서 CPU(651)에 접속되어 있다.

통신부(663)는, 통신네트워크(4)가 접속되고, CPU(651) 또는 HDD(661)에서 공급된 데이터(예를 들면, 콘텐츠키 등)를

소정의 방식의 패킷에 격납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송신하는 동시에,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수신한 패킷에 격

납되어 있는 데이터(예를 들면, 콘텐츠ID 등)를 CPU(651), RAM(653) 또는 HDD(661)에 출력한다.

통신부(663)는, 외부버스(656), 브리지(655) 및 호스트버스(654)를 거쳐서 CPU(651)에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도 8을 참조하여, 본원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기능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에서 설명한 구성의 경

우와 동일한 부분에는, 도 2의 경우와 동일한 번호를 붙이고 있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511), 클라이언트용 LCM(512), IP통신 프로그램(701), ISP접속 프

로그램(702) 및 PHS/IMT통신 프로그램(703)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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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S/IMT통신 프로그램(703)은, 공중회선망(31)을 거쳐서 통신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SP접속 프로그램(702)은,

ISP(32)와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P통신 프로그램(701)은, HTTP(741) 및 Wap(742)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

네트워크(4)를 거쳐서 키서버(21), 콘텐츠서버(22), 숍서버(23), 또는 인증서버(503) 등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클라이언트용 LCM(512)은,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11), 키관리프로그램(712), 콘텐츠 관리프로그램(713), 키정보수신

프로그램(714) 및 콘텐츠정보수신프로그램(715) 등에서 구성되어 있다.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11)은, 콘텐츠의 이용조건에 의거한 콘텐츠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용조건관

리 프로그램(721), 서버인증 프로그램(722) 및 PM인증 프로그램(72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조건관리 프로그램(721)은, 콘텐츠의 이용조건에 의거하여, 포터블 미디어(3-1)가 기억하고 있는 콘텐츠의 재생 등

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금지할 것인지 등의 관리를 실행하는 동시에, 포터블 미디어(3-1)가 기억하고 있는 콘텐츠의 재생

등에 대응하여, 포터블 미디어(3-1)에, 포터블 미디어(3-1)가 기억하고 있는 이용조건의 데이터를 경신시킨다. 서버인증

프로그램(722)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인증서버(503)를 인증한다. PM인증 프로그램(723)은, 포터블 미디어(3-1)

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장착되었을 때, 포터블 미디어(3-1)를 인증한다.

키관리 프로그램(712)은, 인증서버(503)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하여 콘텐츠에 대응시켜서, 콘텐츠키를 포터블 미디어(3-1)

에 기억시켜서 관리한다. 키관리 프로그램(712)은, 인증서버(503)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하는 수신프로그램(724) 등을 포

함한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713)은, 콘텐츠서버(22)에서 콘텐츠의 이용조건과 함께 콘텐츠(암호화되어 있는)를 수신하여, 콘텐

츠의 이용조건과 함께 콘텐츠를 포터블 미디어(3-1)에 기억시킨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713)의 수신프로그램(725)은,

콘텐츠서버(22)에서 콘텐츠의 이용조건 및 콘텐츠를 수신한다.

키정보수신 프로그램(714)은, 숍서버(23)에서 콘텐츠에 대응하는 콘텐츠키를 공급하는 키서버(21)를 특정하는 URL을 수

신한다. 콘텐츠정보수신 프로그램(715)은, 숍서버(23)에서 소망의 콘텐츠를 특정하는 콘텐츠ID 및 소망의 콘텐츠를 공급

하는 콘텐츠서버(22)를 특정하는 URL을 수신한다.

인증서버(503)는, 서버용 LCM(514) 및 IP통신 프로그램(741)을 실행한다.

서버용 LCM(514)는,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51) 및 키관리 프로그램(752) 등을 포함한다.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51)은, 또한 키서버(21)를 인증하는 서버인증 프로그램(761) 및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를 인

증하는 PD인증 프로그램(762) 등을 포함한다.

관리용 프로그램(752)은, 또한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키서버(21)에서 콘텐츠키를 수신하는 키수신 프로그램(763) 및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수신한 콘텐츠키를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분배하는 키분배 프로그램(764) 등을 포함한

다.

IP통신 프로그램(741)은, HTTP(765) 및 Wap(766) 등의 수속을 포함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키서버(21) 또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음에,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처리를 도 9 및 도 10의 플로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

텝(S1001)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PHS/IMT통신 프로그램(703)은, 공중회선망(31)과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1101)에 있어서, 공중회선망(31)의 도시하지 않은 지상국 등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1002)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ISP접속 프로그램(702)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공중회선망

(31)과의 접속을 거쳐서, ISP(32)와 접속을 확립한다. 스텝(S1201)에 있어서, ISP(32)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공

중회선망(31)과의 접속을 거쳐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접속을 확립한다.

이후의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키서버(21), 콘텐츠서버(22), 숍서버(23) 또는 대리서버(503)와의 처리는, 전화기일

체형 단말기(501)와 ISP(32)와의 접속을 거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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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003)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IP통신 프로그램(701)은, 숍서버(23)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

(S1301)에 있어서, 숍서버(23)의 IP통신 프로그램(124)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302)에 있어서, 숍서버(23)의 열람프로그램(123)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열

람용(콘텐츠의 선택용)의 디지털데이터를 송신한다. 스텝(S1004)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도시하지 않은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수신한 디지털데이터에 대응하는 텍스트 또는 화상을 표시부(606)에 표시시켜서 사용자에게 열람

시킨다. 또,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스트리밍재생에 의해, 콘텐츠를 음성재생부

(607)에 재생시켜서 사용자에게 시청시키거나, 또는 키워드에 의해 소망의 콘텐츠를 숍서버(23)의 열람프로그램(123)에

검색시키고, 그 결과를 표시부(606)에 표시시킨다.

스텝(S1302) 및 스텝(S1004)의 처리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예를 들면, 사용자가 구

입하는 콘텐츠를 결정하기까지 반복된다.

스텝(S1005)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구입의뢰를 숍서버

(23)에 송신한다. 스텝(S1303)에 있어서, 숍서버(23)의 열람 프로그램(123)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서 송신된 구

입의뢰를 수신한다.

스텝(S1304)에 있어서, 숍서버(23)의 콘텐츠정보송신 프로그램(122)은, 스텝(S1303)의 처리로 수신한 구입의뢰에 대응

하여, 콘텐츠를 분배하는 콘텐츠서버(22)의 URL 및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콘텐츠ID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정보를, 통신

네트워크(4)를 거쳐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송신한다. 스텝(S1006)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콘텐

츠정보수신 프로그램(715)은, 숍서버(23)가 송신한 콘텐츠정보를 수신한다.

스텝(S1305)에 있어서, 숍서버(23)의 키정보송신 프로그램(121)은, 스텝(S1303)의 처리로 수신한 구입의뢰에 대응하는

콘텐츠의 콘텐츠키를 분배하는 키서버(21)의 URL 등의 키정보를,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에 송신한다. 스텝(S1007)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키정보수신 프로그램(714)은, 숍서버(23)가 송신한 키

정보를 수신한다.

스텝(S1008)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IP통신프로그램(701)은, 스텝(S1006)의 처리로 취득한 콘텐츠정보

에 포함되는 콘텐츠서버(22)의 URL을 기초로, 콘텐츠서버(22)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401)에 있어서, 콘텐츠서버

(22)의 IP통신 프로그램(193)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009)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713)은, 스텝(S1006)의 처리로 취득한 콘텐츠

ID를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콘텐츠서버(22)에 송신한다. 스텝(S1402)에 있어서, 콘텐츠서버(22)는, 전화기일체형 단

말기(501)가 송신한 콘텐츠ID를 수신한다. 스텝(S1403)에 있어서, 콘텐츠서버(22)의 콘텐츠분배 프로그램(192)은, 스텝

(S1402)에서 수신한 콘텐츠ID에 대응하는 콘텐츠(암호화되어 있음)를, 콘텐츠보존 프로그램(191)에서 독출하여, 통신네

트워크(4)를 거쳐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분배한다.

스텝(S1010)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콘텐츠관리 프로그램(713)의 수신프로그램(725)은, 콘텐츠서버(22)

가 송신한 콘텐츠를 수신한다. 콘텐츠관리 프로그램(713)은, 수신한 콘텐츠를 인터페이스(609)를 거쳐서, 포터블 미디어

(3-1)에 공급하고, 콘텐츠관리 프로그램(103)에 콘텐츠를 기억시킨다.

스텝(S1011)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IP통신 프로그램(701)은, 스텝(S1007)의 처리로 취득한 키정보에

포함되는 키서버(21)의 URL을 기초로, 인증서버(503)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501)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IP

통신 프로그램(741)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012)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11)의 서버인증 프로그램(722)은, 인증서

버(503)를 인증한다. 스텝(S1502)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51)의 PD인증 프로그램(762)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를 인증한다.

스텝(S1012) 및 스텝(S1502)에 있어서의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인증서버(503)와의 상호 인증처리는, 챌린지 응답

방식의 인증처리이고, 스텝(S112) 및 스텝(S602)에 있어서의 키서버(21)와 퍼스널 컴퓨터(1)와의 상호 인증처리에 비교

하여, 연산량이 적고, 적은 연산능력, 또는 기억용량이라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및 인증서

버(503)는, 각각, 동일한 연산으로, 응답에서 일시키를 생성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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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S1012) 또는 스텝(S1502)에 있어서의 인증처리에 실패하였을 때(인증의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처리는, 콘텐츠키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다운로드 되지않

고 종료하므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스텝(S1013)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키관리 프로그램(712)은, 콘텐츠ID를 인증서버(503)에 송신한다.

스텝(S1503)에 있어서, 인증서버(503)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송신한 콘텐츠ID를 수신한다. 스텝(S1014)에 있

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키관리 프로그램(712)은, 스텝(S1007)의 처리로 수신한 키정보를 인증서버(503)에 송

신한다. 스텝(S1504)에 있어서, 인증서버(503)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송신한, 키정보를 수신한다.

스텝(S1505)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IP통신 프로그램(741)은, 키서버(21)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601)에 있

어서, 키서버(21)의 IP통신 프로그램(155)은, 인증서버(503)와 IP통신을 확립한다.

스텝(S1016)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라이센스관리 프로그램(751)의 서버인증 프로그램(761)은, 키서버(21)를 인증

한다. 스텝(S1602)에 있어서, 키서버(21)의 인증프로그램(151)은, 인증서버(503)를 인증한다.

예를 들면, 키서버(21)에는, 마스터키(KMSS)가 미리 기억되어 있고, 인증서버(503)에는, 개별키(KPCC)와 인증서버

(503)의 ID가 미리 기억되어 있다. 인증서버(503)에는, 또한 마스터키(KMCC)가 미리 기억되어 있고, 키서버(21)에도 키

서버(21)의 ID와 개별키(KPSS)가 기억되어 있다.

키서버(21)는, 인증서버(503)에서 인증서버(503)의 ID의 공급을 받고, 그 ID와 자기 자신이 가지는 마스터키(KMSS)에 허

시함수를 적용하여, 키서버(21)의 개별키(KPSS)와 동일한 키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인증서버(503)와 키서

버(21)의 양편에, 공통의 개별키가 공유되게 된다. 이들의 개별키를 사용하여, 다시 일시적인 일시키를 생성한다.

인증서버(503)는, 키서버(21)에서, 키서버(21)의 ID의 공급을 받고, 그 ID와 자기 자신이 가지는 마스터키(KMCC)에 허시

함수를 적용하여, 키서버(21)의 개별키(KPSS)와 동일한 키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인증서버(503)와 키서버(21)

의 양편에, 공통의 개별키가 공유되게 된다. 이들의 개별키를 사용하여, 다시 일시적인 일시키를 생성한다.

스텝(S1506) 또는 스텝(S1602)에 있어서의 인증의 처리에 실패하였을 때(인증의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

,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처리는, 콘텐츠키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다운로드하지 않

고 종료하므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스텝(S1507)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키관리 프로그램(752)은, 스텝(S1503)의 처리로 취득한 콘텐츠ID를 키서버(21)

에 송신한다. 스텝(S1603)에 있어서, 키서버(21)는 인증서버(503)가 송신한 콘텐츠ID를 수신한다. 스텝(S1604)에 있어

서, 키서버(21)의 키분배 프로그램(152)은, 키보존 프로그램(153)이 콘텐츠ID와 대응시켜서 보존하고 있는 콘텐츠키를 독

출하고,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그 콘텐츠키(키서버(21)와 인증서버(503)에서 공유하는 일시키로 암호화되어 있음)를

인증서버(503)에 송신한다. 스텝(S1508)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키관리 프로그램(752)의 키수신 프로그램(763)은,

키서버(21)가 송신한 콘텐츠키를 수신한다.

스텝(S1509)에 있어서, 인증서버(503)의 키관리 프로그램(752)의 키분배 프로그램(764)은, 스텝(S1508)의 처리로 수신

한 콘텐츠키를, 키서버(21)와 인증서버(503)에서 공유하는 일시키로 복호하고,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인증서버

(503)에서 공유하는 일시키로 암호화하여, 통신네트워크(4)를 거쳐서, 암호화되어 있는 콘텐츠키를 전화기일체형 단말기

(501)에 송신한다. 스텝(S1015)에 있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키관리 프로그램(712)의 수신프로그램(724)은,

인증서버(503)가 송신한 콘텐츠키를 수신한다. 키관리 프로그램(712)은, 콘텐츠키를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인증서

버(503)에서 공유하는 일시키로 복호하여, 포터블 미디어(3)의 키관리 프로그램(102)에 공급하고, 키관리 프로그램(102)

에, 콘텐츠키를 기억시킨다.

스텝(S1012) 및 스텝(S1502)에 있어서의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와 인증서버(503)와의 상호 인증처리는, 전화기일체

형 단말기(501)와 키서버(21)가 상호 인증할 경우의 처리에 비교하여, 연산량이 적고, 높은 연산능력 또는 큰 기억용량 등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 인증을 실행함으로써, 부정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면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

(501)는, 처리능력이 작아도, 신속히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콘텐츠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콘텐츠를 포터블 미디어(3)에 기억시킬 수 있으므로, 사

용자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에 대하여 체크아웃 등의 조작을 지시할 필요가 없고, 신속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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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버용 LCM(514)의 갱신(예를 들면, 버전업)은, 인증서버(503)의 관리자가 일원적으로 신속히 행할 수 있다. 또한, 클

라이언트용 LCM(512)는, 종래의 LCM(12)에 비교하여, 작은 프로그램이 되므로(예를 들면, 서버인증 프로그램(722)은,

종래의 서버인증 프로그램(65)에 비해 작게 증가할 수 있다.),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클라이언트용 LCM(512)을

갱신하는 처리를 신속히 행할 수 있다.

또한, 인증서버(503)를 이용할 수 있을 때, 퍼스널 컴퓨터(502)의 PC용 LCM(521)은, 상술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의 클라이언트용 LCM(512)과 동일한 처리를 실행한다. 인증서버(503)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퍼스널 컴퓨터(502)의 LCM

(513)은, 종래의 LCM(12)와 동일한 처리를 실행한다.

또 콘텐츠는, 악음의 데이터라고 설명하였으나, 음악의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지화상의 데이터, 동화상의 데

이터, 텍스트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이라도 좋다.

또한,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 또는 퍼스널 컴퓨터(502)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전화기일체형 단말

기(501) 또는 퍼스널 컴퓨터(502)에 한하지 않고, 휴대전화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통신기능부착 촬상기능

부착 디지털비디오 카세트레코더, 통신기능부착 전자수첩장치, 또는 휴대형 퍼스널 컴퓨터 등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는, PHS 또는 IMT에 의해 통신한다고 설명하였으나, PHS 또는 IMT에 한하지 않고, W-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위성통신, 위성방송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또는 프라이베이트 네트워크 등으로 통신하도

록 하여도 좋다.

상술한 일련의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킬 수도 있다. 일련의 처리를 소

프트웨어에 의해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전용의 하드웨어에 짜 넣어져있는 컴퓨터,

또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으로, 각종의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예를 들면 범용의 퍼스널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 격납매체에서 인스톨된다.

컴퓨터에 인스톨되고, 컴퓨터에 의해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는 프로그램을 격납하는 프로그램 격납매체는, 도 6 또는 도 7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자기디스크(641) 혹은 자기디스크(681)(어느 것도, 플로피디스크를 포함한다), 광디스크(642) 혹

은 광디스크(682)(어느 것도, CD-ROM(Compact Disc-Read Only Memory), DVD(Digital Versatile Disc)를 포함한다)

, 광자기디스크(643) 혹은 광자기디스크(683)(어느 것도, MD(Mini-Disc)를 포함한다), 혹은 반도체메모리(644) 혹은 반

도체메모리(684)로 이루는 패키지 미디어, 또는 프로그램이 일시적 혹은 영속적으로 격납되는 ROM(602) 혹은 ROM

(652)이나, HDD(661) 등에 의해 구성된다. 프로그램 격납매체에의 프로그램의 격납은, 필요에 따라서 통신부(608) 또는

통신부(663)를 거쳐서, 로컬영역 네트워크, 인터네트, 디지털 위성방송이라는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

해진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격납되는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스텝은,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시계열적으

로 행해지는 처리는 물론, 반드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병렬적 혹은 개별로 실행되는 처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본 명세서에 있어서 시스템이란, 복수의 장치에 의해 구성되는 장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청구항 1에 기재의 정보제공장치, 청구항 2에 기재의 정보제공방법 및 청구항 3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의하면, 제

1정보 처리장치가 인증되고, 제 2정보 처리장치가 인증되고, 제 1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신요구의 수신이 제어되고, 제 2정보 처리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에 의거하여, 제 2정보 처리장치에 키

의 송신요구를 송신하는 동시에, 제 2정보 처리장치에서 키를 수신하도록 통신이 제어되고, 제 1정보 처리장치에의 키의

송신이 제어되도록 하였으므로, 제 1정보 처리장치는 처리능력이 작아도, 부정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면서, 신속히 콘

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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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기재의 정보처리장치, 청구항 5에 기재의 정보처리방법 및 청구항 6에 기재의 프로그램 격납매체에 있어서는,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인증되고, 제 1정보 제공장치에의, 키를 제공하는 제 2정보 제공장치를 특정하는 데이터 및 키의 송

신요구의 송신이 제어되고, 제 2정보 제공장치에서 제 1정보 제공장치가 제공을 받고, 송신한 키의 수신이 제어되도록 하

였으므로, 처리능력이 작아도, 부정한 콘텐츠의 이용을 방지하면서, 신속히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종래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기능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퍼스널 컴퓨터(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포터블디바이스(2)에 체크아웃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4는 퍼스널 컴퓨터(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포터블디바이스(2)에 체크아웃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관계되는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인증서버(503)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본원의 디지털데이터 전송시스템의 기능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10은 전화기일체형 단말기(501)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1. 전화기일체형 단말기 503. 인증서버

511. 표시조작지시 프로그램 512. 클라이언트용 LCM

514. 서버용 LCM 601. CPU

602. ROM 603. RAM

608. 통신부 641. 자기디스크

642. 광디스크 643. 광자기디스크

644. 반도체메모리 651. CPU

652. ROM 653. RAM

663. 통신부 681. 자기디스크

682. 광디스크 683. 광자기디스크

684. 반도체메모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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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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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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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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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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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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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