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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소스디바이스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DRM을 이용하여 A/V 기기에서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되는 A/V 신호를 인증하고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규칙으로부터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A/V(Audio/Video) 채널의 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DRM 모듈; 상기 제어 명령과, 상기 싱크 디바이

스로부터 수신한 벤더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 디코더로부터 입력 받은 A/V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거쳐 그 인증 결과에

따라서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입력 컨트롤러; 상기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와 실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및 상기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고

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A/V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신호 송신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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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컨텐츠 제공업체의 정의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디스플레이 기기)의 인증을 통해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의 출력 방법을 DRM 서버에서 제어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DRM, DVI, HDMI, 컨텐츠, 인증, 컨텐츠, 소스 디바이스, 싱크 디바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RM의 일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DVI 또는 HDMI를 이용하여 소스 기기와 싱크 기기간에 A/V 신호를 송수신하는 개략도이다.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라 HDCP를 내장한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5는 DRM 컨텐츠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a는 DRM 규칙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b는 DRM 규칙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c는 DRM 규칙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은 벤더 정보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8은 입력 컨트롤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9는 DRM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전체 과정을 실예를 들어 설명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90 : 네트워크 100 : 종래 기술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

200 : 싱크 디바이스 300 : 본 발명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

400 : DRM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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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DRM을 이용하여 오디오/비디오(이하 A/

V라 함) 기기에서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출력단자를 통해 출

력되는 A/V 신호를 인증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수신기기의 인증을 통해 컨텐츠

의 DRM 규칙에 따른 A/V 신호를 출력하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관한 종래의 기술로는 먼저,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해당 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는 소스 디바이스(source

device)만이 해당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DRM 기술과, 소스 디바이스(source device)와 싱크 디바이스(sink

device)간에 송수신하는 A/V 신호를 인증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있다. 여기서, 소스 디바이스는 디지털 미디어를 재생하고

이에 대한 A/V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이고, 싱크 디바이스는 단순히 상기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소스 디바이스는 셋톱 박스, DVD 플레이어,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이 될 수 있고, 싱크 디바이스는 디지털 TV,

LCD 모니터, PDP 모니터 등이 될 수 있다.

종래의 DRM 기술

최근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DRM을 적용한

상용 서비스들이 도입되었거나 도입 중에 있다. DRM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가 갖는 여러 가지 특성으

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와는 달리 손실이 없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과, 재사용 및 가

공이 용이한 특성과, 쉽게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복제와 배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디지털 컨텐츠는 그 제작에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용인될 경우에, 이는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은 꺾이게 될 것이고 이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과거에는 주로 디지털 컨텐츠 무단접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접근(access)은 대가를 지불한 일부 사람에게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암호화되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었

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접근한 디지털 컨텐츠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배포할 경우에 제3자는 대가를 지불하

지 않고도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DRM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DRM은 어

떤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암호화된 디지털 컨텐츠를 복호화하

여 재생시키려면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DRM을 적용하면 디지털 컨텐츠를 기존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DRM의 개념은 도 1을 통해 설명한다. DRM은 암호화 또는 스크램블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 컨텐츠(이하에서는 암호화

된 컨텐츠로 언급한다)와 보호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도 1을 참조하면, DRM에 의해 보호되는 컨텐츠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용자(4)와, 컨텐츠를 공급하는 컨텐츠 공급자

(Contents Issuer; 1)와 컨텐츠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라이센스 발행기관

(License Issuer; 2), 및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3)이 도시된다.

동작을 살펴보면, 사용자(4)는 원하는 컨텐츠를 컨텐츠 공급자(1)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DRM으로 보호된 암호화된 컨텐

츠를 얻는다. 사용자(4)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는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발행기관(2)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용자(4)는 암호화된 컨텐츠를 재생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증기관(3)은 컨텐츠 공급자(1)와 사용자

(4)에게 정당한 사용자임을 나타내는 인증서(Certificate)를 발행한다. 인증서는 사용자(4)의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부터

디바이스 내에 넣을 수도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인증기관(3)으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

다.

A/V 신호의 인증, 제어 기술

최근 디지털 미디어 재생장치에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A/V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디지털 미디어를 만족스럽게 감상하

기 위하여 상기 장치들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A/V 채널로서, DVI나 HDMI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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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Digital Display Working Group(이하, DDWG라 함)은 PC와 VGA 모니터 간에 디지털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표

준화할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999년에 배포된 DVI 1.0 스펙(specification)은 압축되지 않은 디지털 비디오를 전송

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1600×1200를 넘는 PC 그래픽 해상도 및 HDTV 해상도를 지원한다.

2003년경부터 전자업계는 DVI 출력을 DVD 재생장치 또는 위성 셋톱 박스의 영상 출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DVI 입

력은 디지털 TV, LCD 모니터, 또는 PDP 모니터의 영상 입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DVI는 컨텐츠의 불법 복사

를 방지하기 위한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표준, EDID(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 표준, 그리고 상기 EDID를 판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DDC(Display Data Channel) 표준을 지원한다.

DVI는 TMDS(transition-minimized differential signaling)을 사용한다. 비디오 데이터의 8비트는 트랜지션 최소화된

(transition-minimized) 10비트의 DC 값으로 변환되고, 시리얼화(serialization)된다. 수신기는 수신한 비디오 데이터를

역시리얼화(deserialization)하고, 다시 8비트로 변환한다. 따라서, 디지털 RGB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는 3개의 TMDS

신호를 필요로 하며, 이 3가지 신호 채널과 TMDS 클럭 채널을 합하여 하나의 TMDS 링크를 구성할 수 있다.

DVI가 압축되지 않은 디지털 RGB 비디오의 전송을 담당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DVI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작고, 보다 탄

력적인 솔루션(solution)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2002년 4월에, 히타치, 마쓰시다, 필립스, 소니, 톰슨 社 등에

의하여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워킹 그룹이 조직되었다.

HDMI에는 DVI에 비하여, 디지털 오디오가 추가된 점이라든가, CEC(Consumer Electronics Control)를 지원하는 점과

같이 새로운 장점이 부가되었다. HDMI는 다섯 개의 비디오 케이블을 여덟 개 이상의 오디오 케이블을 하나의 케이블로 대

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HDMI 입력은 또한 디지털 TV, LCD 모니터, 또는 PDP 모니터에 사용되고 있다. 어댑터 케이블

을 사용하면, HDMI는 DVI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HDMI는 DVI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므로, DVI와 마찬가지로, HDCP 표준, EDID 표준, 및 표준을 지원한다. HDMI는 비디오

포맷 면에서, RGB 및 4:4:4의 YCbCr와, 4:2:2의 YCbCr을 지원하며, 화소당 24비트의 전송률을 지원한다. 그리고, 오디

오 포맷 면에서, 압축되지 않은 스테레오 오디오 스트림 및 압축된 오디오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DVD 오디오

도 하나의 케이블을 통하여 수신기에 디지털 신호로 전송될 수 있다. 여기서, R, G, B는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 신호를

나타내고, Y, Cb, Cr은 각각 휘도(밝기) 신호, 파란 정도 신호, 빨간 정도 신호를 나타낸다.

이상의 DVI 또는 HDMI를 이용하여 소스 기기와 싱크 기기간에 A/V 신호를 송수신하는 개략도는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각각의 TMDS 채널(채널0 ~ 채널2)은 R, G, B 데이터 또는 Y, Cb, Cr 데이터를 각각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별도의

TMDS 클럭 채널을 통하여 소스 기기와 싱크 기기간에 A/V 데이터의 동기화를 수행한다. 또한, 싱크 기기의 EDID를 소스

기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데이터 채널(display data channel; 이하 DDC라 함)이 별도로 존재한다. HDMI의 경

우에는 비디오 채널 이외에도 8개의 오디오 채널이 존재한다.

DVI와 HDMI 기반의 소스 디바이스는 싱크 디바이스 측의 EDID(enhance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를 확

인함으로써 제조사 ID, 제품 ID, 시리얼 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싱크 디바이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

디오 또는 비디오 포맷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A/V 신호를 송신한다.

한편, DVI 또는 HDMI는 또한 HDCP를 지원한다. 따라서, 소스 디바이스는 출력하는 A/V 신호를 HDCP 스크램블러

(scrambler)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이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는 HDCP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를 이용하여 암

호화된 A/V 신호를 복호화한다. 따라서, 소스 디바이스에서 HDCP 스크램블러로 암호화한 방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복

호화할 수 있는 HDCP 디스크램블러를 내장한 싱크 디바이스만이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출력되는 A/V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HDCP 디스크램블러를 갖추지 못한 싱크 디바이스로는 소스 디바이스가 아예 A/V 신호의 송출을 차단하거

나, A/V 신호가 송출된다 하더라도 상기 싱크 디바이스는 암호화된 A/V 신호를 복호화 할 수 없어서 원하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

즉, HDCP 모듈은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싱크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A/V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통해 데이터의 복제

방지 및 제 3기기로의 유출방지를 가능하게 한다.

도 3은 종래의 기술에 따라 HDCP를 내장한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소스 디바이스

(100)는 싱크 디바이스(200)와 DVI 또는 HDMI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만약, DVI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된 경우

라면 도 3에서 Y, Cb, Cr 채널과 오디오 채널은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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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또는 HDMI 표준은 그래픽 호스트(graphic host), 즉 소스 디바이스(100)와 디지털 표시 장치, 즉 싱크 디바이스(200)

간의 고속 직렬 디지털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DVI 표준은 소스 디바이스(100) 측에서의 코딩 모드, 싱크 디바이스(200)

측에서의 디코딩 모드, 신호 송신기(Tx; 160) 및 신호 수신기(Rx; 210)의 전기적 특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

은 본 발명에서 이용된다.

DVI 또는 HDMI 표준은 또한, 소스 디바이스(100)가 싱크 디바이스(200)에 저장된 EDID 표준 제어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제어 모드, 즉 DDC를 규정한다.

소스 디바이스(100)는 데이터 수신부(110)와, 미디어 디코더(120)와, 입력 인터페이스(130)와, 오디오 변조기(140)와, 신

호 송신기(160)와, HDCP 스크램블러(150)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싱크 디바이스(200)는 신호 수신기(210)와, HDCP 디

스크램블러(220)과, 오디오 복조기(230)와, 출력 인터페이스(240)와, EDID 메모리(250)와, 비디오 출력 장치(260)와, 오

디오 출력 장치(2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컨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데이터 수신부(110)을 통하여 수신되어 MPEG 디코더와 같은 미

디어 디코더(120)에서 디코딩되어 A/V 데이터로 된다. A/V 데이터는 입력 인터페이스(130)으로 입력되어 실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화소 데이터와 실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된다.

화소 데이터는 신호 송신기(160)로 입력되며,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변조기(140)에서 싱크 기기(200)에서 수신하기에

적합한 주파수로 변조되어 신호 송신기(160)로 입력된다.

신호 송신기(160)는 HDCP 스크램블러(150)을 내장하고 있어서, 화소 데이터 및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

를 각각의 해당 채널을 통하여 싱크 디바이스(200)로 송신한다.

싱크 디바이스(200)의 신호 수신기(210)는 해당 채널로부터 암호화된 A/V 신호를 수신하고, HDCP 디스크램블러(220)을

통하여 상기 암호화된 A/V 신호를 복호화함으로써 실제 화소 데이터와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한다. 화소 데이터는

출력 인터페이스(240)로 입력되고,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복조기(230)를 통하여 복조되어 가청 주파수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되고, 출력 인터페이스(240)로 입력된다.

출력 인터페이스(240)로 입력된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각각 비디오 출력 장치(260)와 오디오 출력 장치(270)로

입력되어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로 출력된다.

상기한 종래의 DRM 기술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의 인증을 통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된 멀티미디

어 컨텐츠의 DRM 규칙을 해석하고 컨텐츠의 사용에 대해 소스 디바이스 자체를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정

당한 권한을 가진 소스 디바이스에서 송출하는 A/V 신호를 수신하는 싱크 디바이스에서 수신하는 것을 컨텐츠 제공자가

인증, 제어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기존의 DRM 방식으로는 비록 DRM이 적용된 컨텐츠라 하더라도 싱크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을 제어할 수 없어

싱크 디바이스별 차별화된 제어가 어려우며 싱크 디바이스를 통한 출력 A/V 데이터의 불법복제방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래의 A/V 신호의 인증, 제어 기술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간, 즉 기기 간에 인증 및 제어는 가

능하다. 그러나, 이는 컨텐츠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수행되는 것이며, 컨텐츠에 따라서 싱크 디바이스에서 멀티미디어를 디

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인증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싱크 디바이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컨텐츠별 인증 기능은

제시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창안된 것으로, 기존의 DVI 또는 HDMI 인터페이스의 표준 규격에 대한 호환성을 유

지하면서 비디오/오디오 채널을 제어할 수 있도록 DRM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DRM 기술을 적용하여 컨텐츠 제공자가 싱크 디바이스별로 차별화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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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은 DVI와 HDMI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을 각 싱크 디

바이스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전송 차단, 일부 신호만의 전송 등 싱크 디바이스를 유연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소스 디바이스는, 소스 디바이스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에 포함되

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규칙으로부터 상기 소스 디바이

스와 싱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A/V(Audio/Video) 채널의 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DRM 모듈; 상기

제어 명령과,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벤더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 디코더로부터 입력 받은 A/V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거쳐 그 인증 결과에 따라서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입력 컨트롤러; 상기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와 실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및 상기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

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A/V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송신하

는 신호 송신기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a) 소스 디바이스

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규칙으로부터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A/V 채널의 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

으로 변환하는 단계; (b) 상기 제어 명령과, 상기 싱크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벤더 정보를 기반으로 미디어 디코더로부터

입력 받은 A/V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거쳐 그 인증 결과에 따라서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c) 상기 필터링

된 A/V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및 (d) 상기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

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A/V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디지털 A/V 채널은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방식으로 이

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벤더 정보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EDID(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로부터 얻어지며,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EDID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와 연결된 DDC(Display Data Channel)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입력 컨트롤러는 상기 벤더 정보에 포함된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토대로, 상기 DRM 규칙을 담고

있는 제어 명령을 해석하여 A/V 데이터의 출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결정하는 인증 적용부; 및 상기 A/V 데이터에 상기 제

약 조건에 따라서 제한되는 A/V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함으로써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A/V 필터링

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약 조건은 일부 채널을 차단하는 제약 조건 또는 전송정보를 변형하는 제약 조건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RM 컨텐츠는 상기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상기 DRM 규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RM 컨텐츠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여러 가지 제품 ID가 기록

되며, 각 제품 ID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DRM 컨텐츠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HDCP 스크램블러(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Scrambler)를 통하여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RM 컨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DRM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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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RM 서버는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별 또는 제품별 사용상 제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DRM 규칙으로 정의하고,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암호화하며, 이들을 함께 DRM 컨텐츠로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RM 서버는 컨텐츠 제공자의 정책을 기초로 DRM 규칙을 생성하는 DRM 규칙 생성부;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는 컨텐츠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생성된 DRM 규칙과 함께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DRM 적용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싱크 디바이스(200)는 도 3에서 도시한 종래의 싱크 디바이스(200)와 그 구조 및 동작이 동일하다.

소스 디바이스(300)는 도 3에서 도시한 DVI 또는 HDMI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소스 디바이스(300)에서 DRM 모듈

(320)과 입력 컨트롤러(340)를 포함하는 DRM 칩셋(390)이 추가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소스 디바이스(300)는 DRM 서버(400)에서 생성되어 네트워크(90)를 통하여 전달되는 DRM 컨텐츠(30)를 입력

받고 이와 싱크 디바이스(200)로부터 수신하는 EDID 정보를 해석하여 싱크 디바이스(200)로 송출한 신호의 종류를 결정

한 다음, 결정된 신호를 싱크 디바이스(200)에 송출한다. 소스 디바이스(300)는 DRM 컨텐츠(30)를 DRM 서버(400)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미리 DRM 컨텐츠(30)를 다운받은 다른 소스 디바이스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소스 디바이스(300)에서 각 구성요소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RM 컨텐츠(30)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DRM 규칙(DRM rule)을 메타데이터(meta-data)로 갖는 암호화된 컨텐츠로써

DRM 서버(400)에 의해 생성되고 다양한 네트워크 경로(예컨대, TCP/IP 네트워크, IEEE 1394 등)을 통해 소스 디바이스

(300)로 전송될 수 있다. DRM 컨텐츠(30)를 생성하는 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도 9의 설명에서 하기로 한다.

이러한 DRM 컨텐츠(30)의 구성은 도 5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DRM 컨텐츠(30)는 DRM 규칙(31)과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32)로서 구성된다. DRM 규칙(31)은 DRM 서버(400) 내의 DRM 적용부(420)에 의하여 생성되는데, 그 기본 구조

(structure)는 도 6a에 도시된다.

DRM 규칙(31)의 구조는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manufacturer ID) 별로

여러 가지 제품 ID(product ID)가 기록되며, 각 제품 ID별로 제약 조건(constraint)이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에

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항상 각 제품 ID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자 ID 별로 대하여 제약 조건이 기록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약 조건이 설정된다는 의미이다.

DRM 규칙은 싱크 디바이스(디스플레이 기기)의 유형(제조사, 제조모델 등)별 제약조건 등을 입력요소로 취할 수 있다. 제

약 조건은 예를 들어, '전송금지', '전송정보 변형', '채널별제어'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송금지'는 데이터 스트림을 아예 전송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는 컬러영상데이터를 흑백으로 변형하거나 음성데이터에 노이즈(noise)를 입력하는 등의

데이터를 왜곡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채널별제어'는 R,G,B,Y,Cb,Cr 등의 비디오 채널과 오디오 채널 중 일부 채

널의 데이터 스트림만을 전송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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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는 DRM 규칙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DRM 규칙(31)의 계층 구조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같

은 계층적으로 정의되는 언어로 구현할 수 있다. 도 6b에서, 싱크 디바이스(200)의 제조자 ID(ManufacturerID)에는

'SAMSUNG'과 'SONY'가 있는데, 각 제조자 별로 제약 조건(Constraints)을 부여하고 있다. 각 제약 조건에서 "0"으로 표

현된 것은 해당 제약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1"로 표현된 것은 해당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ChannelR = "0"은 현재 컨텐츠에 대하여, 소스 디바이스(300)는 해당 제조자의 싱크 디바이스(200)로는 R 채널

신호를 출력함을 의미하고, ChannelR ="1"은 R 채널을 출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GrayScale ="1"은 비디오 신호

를 출력하되 흑백 화면으로만 출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며, Noise="1"은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되 다소의 잡음을 섞어서 출

력한다는 것이다. 흑백 화면의 비디오 또는 잡음이 섞인 오디오는 컨텐츠의 내용을 알 수는 있게 하되, 그 내용을 감상하기

에는 부적합하게 출력하는 경우로서, 컨텐츠에 대한 홍보용, 내지 데모(demonstration)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도 6b에서, 'SAMSUNG'의 모든 싱크 디바이스 제품은 제한 없이 현재 컨텐츠의 모든 A/V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SONY'의 모든 싱크 디바이스 제품은 현재 컨텐츠의 RGB 비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있지만, YCbCr 비

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 그리고, 오디오 신호도 8개의 채널 중 2개의 채널(예컨대, 스테레오 음향)로만 수신할 수 있

으므로,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5.1채널 돌비(Dolby) 사운드나 DTS(Digital Theater Systems) 사운드 등은 청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외의 제조자에 대한 DRM 규칙은 (A) 부분에 계속하여 기록할 수 있다.

도 6c는 DRM 규칙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b와 같이 특정 제조자의 모든 싱크 디바이스 제품에 동일한 제약 조

건을 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특정 제조자의 특정 제품별로 제약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SAMSUNG'이 제

조한 싱크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제품 ID가 'PDP1004' 인 PDP(Plasma Display Panel) 제품에는 제약 조건이 전혀 없

으나, 제품 ID가 'LCD4078'인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니터 제품은 오디오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외의 'SAMSUNG' 제품에 대한 DRM 규칙은 (B) 부분에 계속하여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PHILIPS'에 대한 DRM 규칙

은 (C) 부분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외의 또 다른 제조자에 관한 DRM 규칙은 (D) 부분에 기록할 수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한다. 데이터 수신부(310)는 컨텐츠 제공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DRM 컨텐츠를 네트워크(90)를 통하여 수

신한다. 상기 네트워크(90)는 TCP/IP 네트워크, IEEE 1394 링크일 수 있고, 소스 디바이스(300)가 셋톱 박스인 경우에는

무선 매체(wireless medium)일 수도 있다. 또한, DVD 플레이어인 경우에는 광 디스크일 수도 있다. 데이터 수신부(310)

는 무선 매체에 따라서, Ethernet 어댑터, 디지털 방송 수신 튜너, 또는 광 디스크 판독장치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DRM 모듈(320)은 데이터 수신부(310)를 통하여 수신되는 DRM 컨텐츠를 입력받고, 소스 디바이스(300)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30)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32)를 복호화하고, DRM 규칙(31)으로부터 DVI 또

는 HDMI 채널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Control Message; 50)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제어 명령(50)은 XML 등의 메타데이

터로 표현된 DRM 규칙(31)을 마이크로프로세서(미도시)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데이터로 표현한 것이다.

암호화된 컨텐츠를 복호화하는 방법은 종래의 DRM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발행기관으로부터 발행 받은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복호화할 수 있다. 그리고, 소스 디바이스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나타내는 인증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소스 디바이스를 제작할 때부터 디바이스 내에 넣을 수 있

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미디어 디코더(330)는 DRM 모듈(320)에서 복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정의 방식으로 압축을 해제함으로써 A/V 데

이터(60)을 생성한다. 상기 미디어 디코더(330)는 미디어를 인코딩한 방식에 대응하여 결정될 것인데, 인코딩 방식의 예로

는 MPEG1, MPEG2, MPEG4, H.261, H.263, MP3, DTS 등이 있다.

입력 컨트롤러(340)는 DRM 모듈(320)에서 생성된 제어 명령(50)과, 싱크 디바이스(200)로부터 DDC를 통하여 수신한 벤

더 정보(40)를 기반으로 미디어 디코더(330)로부터 입력받은 A/V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거쳐 그 인증 결과에 따라서 필터

링된 A/V 데이터(70)를 입력 인터페이스(350)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필터링된 A/V 데이터(70)는 완전 인증된 경우 미디

어 디코더(330)로부터 출력된 A/V 데이터(60)와 같을 것이고, 인증에서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송차단, 전송정보변형,

채널별 필터링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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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벤더 정보의 내용을 나타낸 도면이다. 입력 컨트롤러(340)가 싱크 디바이스(200)의 EDID 메모리(250)으로부터

DDC를 통하여 수신하는 벤더 정보(vendor information; 40)에는 제조자 ID와 제품 ID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EDID 표

준은 디지털 표시 장치와 같은 표시 장치와 퍼스널 컴퓨터, 디지털 비디오 플레이어 등과 같은 소스 디바이스와의 호환성

을 보장한다. EDID에는 상기 제조자 ID, 제품 ID와 같은 벤더 정보(40) 외에도, 디지털 표시 장치의 표시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80)를 포함된다.

도 8은 입력 컨트롤러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입력 컨트롤러(340)는 인증 적용부(341)와 A/V 필터링부(342)를 포함

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인증 적용부(341)는 벤더 정보(40)에 포함된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토대로, DRM 규칙(50)을 담고 있는

제어 명령(50)을 해석하여 A/V 데이터(60)의 출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일부 채널 차단, 전

체 전송 차단, 전송정보의 변형 등이 있다.

A/V 필터링부(342)는 A/V 데이터(60)에 인증 적용부(341)로부터 결정되는 제약 조건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하는 A/V 데

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함으로써 필터링된 A/V 데이터(70)를 출력한다.

다시 도 4를 참조한다. 입력 인터페이스(350)는 필터링된 A/V 데이터(70)를 입력 받아 실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

는 화소 데이터(pixel data)와 실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한다. 화소 데이터는 신호 송신기(380)로 입력되

며,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변조기(360)에서 싱크 기기(200)에서 수신하기에 적합한 주파수로 변조되어 신호 송신기

(380)로 입력된다.

신호 송신기(380)는 내장된 HDCP 스크램블러(370)을 통하여 화소 데이터 및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

화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각각의 해당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200)로 송신한다. HDCP

표준은 비디오 신호의 스크램블/디스크램블 처리와, 소스 디바이스(300)와 싱크 디바이스(200) 간에 비디오 신호를 디지

털 전송할 때의 공유 키 전달을 규정한다. DVI 표준은 비디오 신호의 암호화 및 해독 기술로서 HDCP 표준을 권장하고 있

다.

상기와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A/V 신호로 변환할 때에는 싱크 디바이스의 EDID 메모리에 저장된 속성 정보를 고려한

다. 속성 정보는 소스 디바이스 측에서의 디코딩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만일 소스 디바이스가 속성 정보 값을 잘

못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스 디바이스는 오작동하게 될 것이다.

상기 속성 정보는 싱크 디바이스(300) 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미도시)에 의해 판독된다. 신호 송신기(380)는 상기 판독된

속성 정보에 포함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시야각 명세(수평 픽셀수, 수직 라인수 등)와 비디오 신호의 디코딩 파라미터(프레

임 주파수 등)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속성 정보는 비디오 신호의 형식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오디오 신호의 형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포함한

다. 비디오 신호의 형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해상도, 비디오 프레임 주기, 픽셀수, 라인수, 신호 형식(RGB 신호 또는 휘도

/색차 신호 형식) 등을 포함하고, 오디오 신호의 형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오디오 데이터의 샘플 비트수, 샘플링 주파수,

스피커수에 대응하는 채널수 등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싱크 디바이스(200)의 구성 및 동작은 종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싱크 디바이스(200)의

신호 수신기(210)는 해당 채널로부터 암호화된 A/V 신호를 수신하고, HDCP 디스크램블러(220)을 통하여 상기 암호화된

A/V 신호를 복호화함으로써 실제 화소 데이터와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를 출력한다. 화소 데이터는 출력 인터페이스(240)

로 입력되고, 변조된 오디오 데이터는 오디오 복조기(230)를 통하여 복조되어 가청 주파수 대역의 오디오 데이터로 복원

되고, 출력 인터페이스(240)로 입력된다. 그리고, 출력 인터페이스(240)로 입력된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각각

비디오 출력 장치(260)와 오디오 출력 장치(270)로 입력되어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로 출력된다.

도 9는 DRM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DRM 서버(400)는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별 또는 제품별 사용상 제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DRM 규칙으로 정의하고,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암호화하며, 이들을 함께 DRM 컨텐츠로 바인딩한다. DRM 서버(400)는 컨텐츠 제공자의 정책을 기초로

DRM 규칙(31)을 생성하는 DRM 규칙 생성부(410)와,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는 컨텐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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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430)와, 생성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32)를 상기 생성된

DRM 규칙(31)과 함께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30)를 생성하는 DRM 적용부(420)를 포함할 수 있다. 공개키를 이용

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32)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DRM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도 4, 도 8, 및 도 9에서, 각 구성요소는 "모듈"로서 정의될 수 있다. 모듈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FPGA또는 ASIC

과 같은 하드웨어 모듈을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

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모듈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모듈들, 클래스 모듈

들 및 태스크 모듈들과 같은 모듈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

들, 드라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

다. 모듈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듈들은 통신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행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전체 과정을 실예를 들어 설명한 도면이다.

DRM 규칙 생성부(410)에서는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채널에 대하여 제조자별로 제약조건 또는 권한을 할당할 수 있다.

제조자 A에는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제조자 B에는 Y(밝기) 채널와 오디오 채널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그리고, 오디오

채널은 모든 제조자에게 권한이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DRM 규칙과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바인딩된 DRM 컨텐츠는 소스 디바이스인 DVD 플레이어에 입력되면, DRM 모

듈과 입력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DRM 칩셋을 내장한 DVD 플레이어는 각 싱크 디바이스(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특정 신호를 필터링된 A/V신호를 송출한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1의 제조자가 A임을 EDID로부터 정보를 얻은 DVD

플레이어는 전체 신호를 송신한다. 또한, DVD 플레이어는 제조자가 B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2에는 흑백 영상 및 오디

오 신호를 송신한다. 그리고, 제조자가 C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3에는 오디오 신호만 송신한다.

이와 같이, 각 싱크 디바이스 별로 다른 제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이는 현재 컨텐츠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일 뿐이고, 다

른 컨텐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적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컨텐츠 별로 싱크 디바이스를 유연하게 컨트

롤 할 수 있게 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DRM 서버(400)에서 싱크 디바이스별 제약 조건을 DRM 규칙으로 정의하고(S10),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함께 DRM 컨텐츠(30)로 바인딩한다(S20).

소스 디바이스(300)의 DRM 모듈(320)은 통하여 DRM 컨텐츠(30)로부터 DRM 규칙(31)을 추출하여 제어 명령으로 변환

하고(S30),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한다(S40).

미디어 디코더(330)는 상기 복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압축 해제하여 A/V 데이터를 복원한다(S50).

입력 컨트롤러(340)는 싱크 디바이스의 EDID 메모리에 저장된 벤더 정보를 DDC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고(S60), 상기 제

어 명령과 상기 벤더 정보로부터 제약 조건을 결정하고(S70), 상기 제약 조건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하는 A/V 데이터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여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한다(S80).

입력 인터페이스(350)는 필터링된 A/V 데이터(70)를 입력 받아 실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화소 데이터(pixel

data)와 실제 청취할 수 있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한다(S90).

신호 송신기(380)는 내장된 HDCP 스크램블러(370)을 통하여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S100), 암호화

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각각의 해당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200)로 송신한다(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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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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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컨텐츠 제공업체의 정의에 따라 싱크 디바이스(디스플레이 기기)의 인증을 통해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의 출력 방법을 DRM 서버에서 제어할 수 있다. 즉, 컨텐츠의 사용 허가 및 제어는 싱크 디바이스의 설계단계에서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제공업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동적인 제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소스 디바이스에서 싱크 디바이스에 녹화장치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의 전송을 제어함으로써 싱크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컨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스 디바이스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규칙으로부터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A/V(Audio/Video)

채널의 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DRM 모듈;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벤더 정보에 포함되는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토대로, 상기 제어 명령을 해석하여 A/V 데이터의 출

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결정하는 인증 적용부;

상기 제약 조건에 따라 상기 A/V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함으로써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A/V 필터링

부;

상기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및

상기 변환된 화소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디지털 A/V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신호 송신기를 포함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A/V 채널은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

바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A/V 채널은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벤더 정보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EDID(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로부터 얻어지며,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EDID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와 연결된 DDC(Display Data Channel)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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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약 조건은 일부 채널을 차단하는 제약 조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약 조건은 전송정보를 변형하는 제약 조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M 컨텐츠는

상기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상기 DRM 규칙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RM 규칙은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여러 가지 제품 ID가 기록되며, 각 제품 ID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RM 규칙은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소 데이터 및 오디오 데이터는, HDCP 스크램블러(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Scrambler)를 통하여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M 컨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DRM 서버로부터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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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별 또는 제품별 사용상 제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DRM 규칙으로 정의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암호화하며, 이들을 함께 DRM 컨텐츠로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컨텐츠 제공자의 정책을 기초로 DRM 규칙을 생성하는 DRM 규칙 생성부;

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는 컨텐츠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생성된 DRM 규칙

과 함께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DRM 적용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디바이스.

청구항 16.

(a) 소스 디바이스에 관한 인증을 통해 DRM 컨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규칙으로부터 상기 소스 디바이스와 싱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A/V 채널의 제어를

위한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단계;

(b)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벤더 정보에 포함되는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토대로, 상기 제어 명령을 해석하여 A/V 데이터의

출력에 대한 제약 조건을 결정하는 단계;

(c) 상기 제약 조건에 따라 상기 A/V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함으로써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

(d) 상기 필터링된 A/V 데이터를 화소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 및

(e) 상기 변환된 화소 데이터 또는 오디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고속 직렬 디지털 A/V 신호로 변환하

여 상기 디지털 A/V 채널을 통해 싱크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A/V 채널은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또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벤더 정보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의 EDID(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로부터 얻어지

며, 제조자 ID와 제품 I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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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EDID는 상기 싱크 디바이스와 연결된 DDC(Display Data Channel)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약 조건은

일부 채널을 차단하는 제약 조건 또는 전송정보를 변형하는 제약 조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

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DRM 컨텐츠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여러 가지 제품 ID가 기록되며, 각 제품 ID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

어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DRM 컨텐츠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먼저 제조자 ID가 기록되고 각 제조자 ID 별로 제약 조건이 기록되는데,

상기 제약 조건에는 싱크 디바이스별 채널 제어정보가 담긴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

어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이전에,

(a-1) 싱크 디바이스의 제조자별 또는 제품별 사용상 제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DRM 규칙으로 정의하고, 멀티미디어 컨텐

츠를 암호화하며, 이들을 함께 DRM 컨텐츠로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및

(a-2) 상기 생성된 DRM 컨텐츠를 상기 소스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a-1)단계는

컨텐츠 제공자의 정책을 기초로 DRM 규칙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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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소스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공개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상기 생성된 DRM 규칙

과 함께 바인딩함으로써 DRM 컨텐츠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텐츠별로 싱크 디바이스로의 출

력을 제어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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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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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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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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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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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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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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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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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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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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