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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컴퓨터 액세스 가능 메모리 매체에 저장된 특정 파일에 대한 액세스 보
안유지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파일 관리 프로그맨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체제 구성요소로서 제
공된다.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 및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이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
리 매체에 저장된다.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는 각각의 암호화된 파일과 연관된다. 보안 스터브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가능한 코드를 구상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에 
저장된 호출 파일을 호출하는데 사용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호출된 파일이 연관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지를 판정한다. 호출된 파일이 연관된 암호화되지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지의 여부에 
따른 특정 방식으로 호출된 파일이 처리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 기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기법의 구현에 사용될 수 있는 독
립형 데이타 처리 시스템, 전화기 및 각종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를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 기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본 발명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분산 데이
타 처리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장치 식별을 발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속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4도는 소프트웨어 객체를 암호화하는 루틴을 도시하는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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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는 본 발명의 기법에 따라 소오스(소프트웨어 업자) 및 사용자(고객)사이의 정보 교환을 도시하는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쉘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라 업자와 고객사이의 대화를 나타내는 흐름도.

제8도, 제9도, 제10a도 및 제10b도는 본 발명에 따라 시험 기간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예시한 도면.

제11도는 일시 액세스 키를 개시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예시한 도면.

제12도는 장치 식별을 발생하는 바람직한 기법을 예시한 블럭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라 장치 식별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동작을 도시한 블럭도.

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품 키를 발생하는 바람직한 기법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15도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객체를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실제 키를 발생하기 위
해 일시 제품 키를 사용하는 기법을 도시한 블럭도.

제16도 및 제17도는 제15도의 블록도에 따라 도출된 실제 키의 유효여부를 검증하는 바람직한 기법을 도
시한 도면.

제18도는 일시 키를 포함하는 정보를 갖는 키 파일을 암호화하는 바람직한 루틴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19도는 본 발명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내의 암호화 헤더를 처리하는 바람직한 기법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20도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를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실제 키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내의 다수의 입력을 사용하는 기법을 블럭도로 도시한 도면.

제21도는 제20도에 따라 도출된 실제 키를 사용하는 암호해독 동작을 도시한 도면.

제22도는 실제 키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교 동작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23도는 검증된 실제 키를 사용하는 암호해독 동작을 도시하는 도면.

제24,25,26,27 및 2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암호화 헤더의 사용을 나타내는 도면.

제29도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의 시험 기간 사용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기법을 도시한 흐름도.

제30도 및 제31도는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내에서의 시험 기간 사용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임포트/엑스포트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

제32도 및 제33도는 제30도 및 제31도에 도시된 임포트/엑스포트 동작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34도 및 제35도는 임포트/엑스포트 동작을 수행하는 다른 기법을 도시한 블럭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데이타 처리 시스템                    74 : 메모리 제어기

78 : 인터럽트 제어기                        102 : 디스크 제어기

108 :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           203 : 실제 키

201 : 소프트웨어 객체                       205 : 암호화 엔진

207 :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         377 : 제품 키

379 : 실제 키 발생기                         393 : 생성 키 파일

397 : 키 파일                                    405 : 암호화된 키 파일

421 : 유일한 시스템 속성                   413 : 암호해독 엔진

499 : 헤더                                        651 : 소오스 컴퓨터

655 : 장치 식별 파일                         707 : 목표 컴퓨터

807 : 엑스포트 키 디스켓                   1665 : 전달 키

1701 : 목표 컴퓨터 속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객체(software object)에 대한 액세스의 보안유지(securing) 기법에 관
한 것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객체에 대한 액세스의 임시 암호화 및 제한(temporarily  encrypting  and 
restricting) 기법에 관한 것이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성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
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잠재적인 소비자가 각종 소프트웨어 제품을 시험가동(browse)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자에 포장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그 제품
을 구입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갖
는 큰 불만 사항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종종 다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해본 후에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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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적합한 제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piracy)가 난무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잠재적 소프트웨어 구
매자는 종종 친구 혹은 관련 업체로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대여한다. 이러한 일시적 대여는 
종종 오랜 기간으로 연장되며, 이 잠재적 구입자는 결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정본을 구입하지 않고 대여한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의 영화 예고편 및 TV의 광고처럼 통상의 통신 채널(common communication channel)을 통하여 소프
트웨어 제품의 견본을 광고할 수는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업자는 새로운 제품을 광고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쇄물 및 직접 메일 광고(direct mail advertisement)를 이용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인쇄
물은 종종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정적인 인쇄물로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제품 사이의 상호작용이 시뮬레이션(simulation)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제품을 액세스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액세스로 인해 소프트웨어 제품이 불법적으로 사
용될 염려가 없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자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배포 (distribute)하므로써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
용하는 키를 배포해야 한다. 업자는 이후 전적으로 잠재적 구매자의 정직성 및 인격에 의존할 수 밖에 없
다. 부도덕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용자는 자신의 친구 혹은 관련 업체에 키를 넘겨주어 이들이 불법적인 
액세스를  행할  수도  있다.  또한  부도덕한  사용자가  공중이  액세스할  수  있는  게시판 (publicly-
accessible bulletin boards)에 이 키를 공개하므로써 다수의 사용자가 불법적인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쉽게 근절될수 없으며, 따라서 업자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시험 사용을 
위해 제품을 배포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일시 사용을 넘어선 불법적인 사용 및 불법 복제의 위험없이 사용자가 일시
적으로 시험적 소프트웨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업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객체를 배포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바람직하게 이 목적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computer-accessible 
memory)상에 파일 관리 프로그램(file management program)과 함께 소프트웨어 객체를 제공하므로써 성취
된다. 바람직하게, 소프트웨어 객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암호화 동작을 통해 반전가능하게
(reversibly) 그 기능이 제한된다.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통상의 우편 및 배달 서비스를 통해 
업자에서 잠재적 구매자로 전달된다. 잠재적 구매자는 매체를 수신했을 때,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적재하고 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와 연관시킨다. 이후, 컴퓨터 액
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독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고, 소프트웨어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소정의 일시 시험 
기간 동안의 사용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일시 시험 사용 모드 동안, 소프트웨어 객체는 이 소프트웨
어 객체의 가역적인 기능 제한을 반전시키므로써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은 바람직하
게 소프트웨어 객체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호출되었을 때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
를 암호해독하므로써 성취될 수 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게 복제 동작을 차단하며, 따라서 
이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는 운영체제에 의해 이 소프트웨어 객체가 호출되었을 때만 일시적으로 암호
해독된다. 잠재적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 객체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면, 이 소프트웨어 객체는 영구 사용 
동작 모드로 진입하며, 이 소프트웨어 객체의 기능적 제한이 영구적으로 반전되어, 잠재적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 객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잠재적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시험 가동하여, 이소
프트웨어가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객체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운영 체제 입
력 호출 및 출력 호출을 감시한다. 파일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시험 가동 대상 소프트웨어 객체를 요구할 때를 식별한다. 이후, 파일 관리 시스템은 이 소프트웨어 객체
와 연관된 일시 액세스 키를 인출하고, 이어서 일시 액세스 키를 검사하여 이 키가 유효한지를 판정한다. 
다음, 파일 관리 시스템은 이 소프트웨어 객체의 기능적 제한을 반전하고, 이를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업자에게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객체를 배포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
다. 소프트웨어 객체는 긴 수명 암호 키(long-lived encryption key)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업자에서 
사용자에게로 전송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는 특정한 시스템 구성(particular system 
configuration)을 구비한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 적재된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용자 제
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특정 구성에 기초한 장치 식별 번호(numerical machine identification)가 이후 
도출된다. 다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장치 식별 번호 및 긴 수명 암호화 키에 기초한 일시 키가 도출된
다. 긴 수명 키 발생기가 제공되어 일시 키를 수신하고 긴 수명 암호화 키를 발생한다. 일시 키는 사용자
가 규정된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객체를 액세스하기 위해 긴 수명 암호화 키를 발생하도록 한다. 이들 동
작은 다수의 모드에서 동작가능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이들 모드에는 설정 동작 
모드, 장치 식별 동작 모드 및 일시 키 도출 동작 모드가 포함된다. 설정 동작 모드동안, 파일 관리 프로
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으로 적재되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와 연
관된다. 장치 식별동작 모드동안,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적어도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
템의 속성에 기초한 장치 식별 번호가 도출된다. 일시 키 도출 동작 모드동안, 적어도 부분적으로 장치 
식별 번호에 기초한 일시 키가 도출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또한 시험 동작 모드를 허용하며, 이 모
드에서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구비하여 실행되어, 일시 키에 
의한 소프트웨어 객체에의 액세스를 정의된 기간동안으로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일시 키를 포함하는 적
어도 하나의 입력을 수신하면 긴 수명 키 발생기는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긴 수
명 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메체에 저장된 특정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보안유지(securing)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 구성요소로서 제공된다.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에 적어도 하나의 암호
화된 파일 및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을 포함하는 다수의 파일이 저장된다. 각 암호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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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사전선택된 부분이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되고, 이 파일을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
보를 포함하는 암호해독 블럭이 발생되며, 이 암호해독 블록은 컴퓨터 메모리의 어느 부분에 기록된 상기 
사전선택된 부분을 대신하여 이 파일에 통합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
에 저장되어 있는 호출된 파일에 대한 데이타 처리 동작 호출(data processing operation calls)을 감시
하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호출된 파일이 이에 연관된 암호해독 블록을 갖는 지를 판정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호출된 파일이 연관된 암호해독 블럭을 갖는 지의 여부에 의존하는 특정 방식으로 호출된 파
일을 처리한다. 암호해독 블럭을 통합하여도 암호화된 파일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 유형
의 처리 에러의 발생이 차단된다. 시험 기간동안, 암호화된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보존되며 복제될 수 
없다. 잠재적인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면, 영구 키가 제공되어 암호해독 블럭 대신 
사전 선택된 부분을 대체한다. 일단, 암호해독 블럭이 제거되면, 암호화된 파일은 암호해독되어 구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이 운영체제에 의해 호출될 
때, 이를 인터셉트하며, 암호해독 블럭을 사용하여 키 파일 명칭을 도출하고 호출된 파일을 판독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해독 블럭은 유효 세그먼트를 구비하며, 이 세그먼트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암호해독되고 상기 키가 특정 파일을 암호해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호
출된 파일의 선택된 세그먼트와 비교된다. 암호해독된 유효 세그먼트가 알려진 순수 텍스트 유효 세그먼
트(known clear text validation segment)와 일치하면, 파일은 이후 동적으로 암호해독되어 차후의 처리
를 위해 전달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에 저장된 특정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보안유지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데이타 처리 시스
템의 운영 체제 구성요소로서 제공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
체에는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 및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이 저장된다. 암호화된 파일
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가능한 코드로 구성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security stub)와 연관된
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에 저장된 호출된 파일에 대한 데이타 처리 시
스템 호출을 감시하고, 호출된 파일이 연관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 지를 판정하며, 호출
된 파일이 연관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지의 여부에 의존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호출된 파
일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호출된 파일이 이에 연관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
터브를 갖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호출된 파일의 처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호출된 파일이 이에 연관된 암
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다고 판정되면, 호출된 파일의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음의 사항이 검사되어야 한다. 먼저,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가 검사되어 암호해독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암호해독 동작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호출된 파일이 후속 처리
를 위해 전달되도록 허용된다. 바람직하게, 호출된 파일은 처리를 위해 운영 체제로 전달됨에 따라 동적
으로 암호해독 된다. 또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는 호출된 파일의 실행전에 호출된 파일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가 우연히 호출된 파일에 부착된 채로 남는다면, 처리 동
작은 중단되어야 하며, 프로세서가 잠겨지는 것(locked-up)을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가 전송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소오스에서 사용자로 소프트웨어 객체를 배포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소오스에서 잠재적 사용자로 배포된다. 이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
모리 매체는 소정 암호화 엔진 및 긴 수명 비밀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를 포함한다. 안
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인터페이스 프
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소정 속성을 사용하여 장치 식별을 발생하는 
장치 식별 모듈을 포함하며, 또한 최소한 일시 키를 입력으로 수신하고 긴 수명 비밀 키를 출력으로 발생
하는 긴 수명 비밀 키 발생기를 포함한다. 검증 모듈이 제공되고, 이는 일시 키를 테스트하여 그 유효성
을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객체 소오스는 일시 키 발생기를 유지하며, 이 일시 키 발생기는 최소한 장치 
식별을 입력으로서 수신하고 일시 키의 출력을 발생한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
리 시스템으로 적재된다. 사용자 식별 모듈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적어도 하나의 소정 속
성을 검사하고, 장치 식별을 발생하기 위해 사용된다. 소오스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동안, 장치 식별을 보
안이 유지되지 않는 통신 채널(insecure communication channel)상으로 전달된다. 소프트웨어객체의 소오
스에서, 일시 키는 일시 키 발생기에 대한 입력으로서 장치 식별 (및 다른 정보)을 사용하여 발생된다. 
소오스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동안, 일시 키는 전형적으로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통신 채널상으로 전달된
다. 다음, 검증 모듈은 일시 키의 유효성을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어서, 긴 수명 비밀 키 발생기가 
사용되어 일시 키를 수신하고 긴 수명 비밀 키를 발생하므로써 소프트웨어 객체의 암호를 해독하고 소프
트웨어 객체에 일시적으로 액세스한다. 사용자에게는 또한 임포트 모듈 및 엑스포트 모듈(import module 
and export module)이 제공되며, 이들 모듈은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내의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으
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 키 파일 및 장치 식별 파일을 전송하는데 휴대용 메모리 매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일시 키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객체에 대한 일시 시험 액세스가 허용된다.

이하 본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을 시험 기간(trail period)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은 제1도에 
예시된 것과 같은 독립형 PC(stand-alone PCs), 혹은 제2도에 예시된 것과 같은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
(distributed data processing system)에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트
웨어 제품에 대한 일시 시험 기간 액세스는 특정 데이타 처리 시스템 속성(particular data processing 
system attributes)을 구비한 특정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에서 시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좌우된다. 이러
한 동작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 속성에 기초하는 일시 액세스 키(temporary access 
key)를 사용하여 시험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호화함으로써 성취된다. 제3도는 다수의 시스템 구성 속성
(system configuration attributes)을 도면으로 예시하며, 이 속성은 이하 상세히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일
시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먼저, 제1도의 독립형 데이타 처리 시스템 및 제2도의 분산 데이
타 처리 시스템을 기술하고 이어서 제3도에 예시된 특정 시스템 구성 속성을 설명할 것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될 수 있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10)이 예시되어 있다. 도면으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타 처리 시스템(10)은 프로세서(12)를 포함하며, 이 프로세서는 본 도
면에는 도시되지 않는 그래픽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및 중앙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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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 프로세서(12)에 접속되며, 이 디스플레이는 공지의 방법으로 컬러 혹은 흑백 모니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또한 키보드(14)가 프로세서(12)에 접속된다. 키보드(14)는 바람직하게 표준 컴퓨터 키
보드를 사용하며, 이 키보드는 케이블로서 프로세서에 접속된다.

또한, 마우스(20)와 같은 그래픽 포인팅 장치(graphical  pointing  device)가 프로세서(12)에 접속된다. 
마우스(20)는 공지의 방법으로 케이블을 통해 프로세서(12)에 접속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마우스(20)는 
좌측 및 우측 버턴을 구비하며, 사용자가 이들 버턴을 누르거나 혹은 클릭(clicked)함으로써 커맨드 혹은 
제어 신호(command or control signal)가 데이타 처리 시스템(10)에 제공된다.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서는 마우스를 사용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라이트 펜(light pen), 터치 스크린(touch sensitive screen) 
같은 또 다른 그래픽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할 수도 있음을 쉽게 이해할 것이
다. 또한, 당업자라면 데이타 처리 시스템(10)이 뉴욕 아몬크(Armonk, Newyork)에 소재한 IBM 사에 의해 
제조된 모델 80 PS/2 와 같은 이른바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음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은 독립형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으나, 또한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 발명의 임포트 루틴(import routine) 및 엑스포트 루틴(export 
routine)이 사용되어 분산 데이타 시스템내에 존재하는 특정 데이타 처리 장치사이에서 휴대용 메모리 매
체(디스켓 혹은 테이프)를 통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암호화된 파일, 이들 파일의 암호화된 키 파일 및 
연관된 파일 관리 프로그램(file management programs)을 전송한다. 본 발명의 임포트 및 엑스포트 루틴
이 이하 상세히 기술되지만, 기본적 분산 데이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도는 다수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 속성을 예시한 블럭도이며, 이 속성은 특정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이 
시스템이 독립형이건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내의 노드(node)이건) 유일하게 식별하고, 또한 장치 식별 
값(machine identification value)을 발생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장치 식별 값은 일시 액세스 제품 
키(temporary access product key)를 발생하거나 혹은 도출하는데 사용되고, 이 제품 키는 특정 소정의 
시험 구간동안 암호화된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도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특정 
시스템 버스(60) 구조, 특정 메모리 제어기(74), 버스 제어기(76), 인터럽트 제어기(78), 키보드 마우스 
제어기(80), DMA 제어기(66), VGA 비디오 제어기(82), 병렬 제어기(84), 직렬 제어기(86), 디스켓 제어기
(88) 및 디스크 제어기(82)를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다수의 빈 혹은 점유된 슬롯(106)이 특정 데이타 처
리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특정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RAM(70), ROM(68) 혹은 
CMOS RAM(72)으로부터 도출된 속성을 보유할 수 있다. 프린터(96), 모니터(94), 마우스(92), 키보드(90), 
디스켓(100) 혹은 디스크 드라이브(104)와 같은 단말 장치가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속성을 도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장치 식별 값의 도출은 이하 상세히 기술된다.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 방법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운전 해볼 수 있는 수단
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완전한 프로그램이 디스켓 혹은 CD-ROM과 같은 컴퓨터 액세
스 가능 메모리 매체(computer accessible memory media)에 의해 잠재적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이 개념은 
사용자가 배포된 매체에서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키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에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다양한 제품을 시운전하도록 허용하는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다. 인터페이스는 배포된 매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주문(ordering) 및 잠금해제(unlocking)를 허
용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잠금해제는 일시  액세스(암호  해독)  키의  수신,  검증  및  기록(reception, 
validation and recording)에 의해 성취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user-controlled data proccessing system)내에 
상주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운영 체제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PC 도스 환경내의)상주 프로그램의 예
로 종결 및 잔류(terminate and stay resident) 동작을 위한 상주 프로그램 TSR이 있으며,이 프로그램은 
DOS 파일 입력 및 출력 동작을 인터셉트(intercept)하고 제어한다. 일시 액세스 키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때, 이전에 시험 동작 모드에서 시스템 파일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된다. 제품이 시험 동작 
모드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일시 키는 저장된다. 일단 시험 동작 키가 존재하면,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
은 파일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개시될때만 실행될 수 있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
되고 유효 시험 동작 모드 키가 특정 동작에 대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유효 시험 동작 모드 
키는 기간 만료(expire)되지 않은 키이다. 유효 시험 동작 모드는 타이머 혹은 카운터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타이머가 사용되어 소정 기간을 카운트 다운(count down)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카운터가 사용되
어 시험 모드 동작동안 허용된 소정의 시험 세션(session)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키가 유효하다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TSR과 직접적으로 통신하며, 특정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험 모드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후,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시(kick off)한다.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상주하는 코드가 운영 체제에 대한 제어를 유지한다. 이 코드는 시험 
동작 모드의 사용을 감시하여, 파일이 암호 해독(decrypt)되고 메모리에 적재(loading)되는 것을 허용한
다. 이 동작은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타를 액세스하려는지를 판정하고 이 데
이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만이 이 데이타를 액세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수행된다.

제4도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호화하는 루틴을 예시한 블럭도이다. 소프트웨어 객체(201)를 구성하는 2진 
문자는 암호화 엔진(205)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실제 키(203)는 암호화 엔진(205)에서 암호화 키로 사
용된다. 암호화 엔진(205)의 출력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207)이다. 암호화 엔진(205)은 공지의 DES 
알고리즘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소프트웨어 객체(201)를 무작위화
(randomize)하는 배타적인-OR 동작(exclusive-OR operation)이 될 수도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의 기법에 따른 소오스(209)(소프트웨어 업자)와 사용자(211)(잠재적 고객)사이의 정보 
교환을 예시한 도면이다. 소오스(209)와 사용자(211)사이의 화살표는 업자(209)와 고객(211) 사이의 객체 
혹은 정보의 교환을 나타낸다. 화살표(213)에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소오스(209)에서 사용
자(211)로  직접  전송된다.  이  전송은  미합중국  우편  배달(mail  delivery),  배달회사  배달(courier 
delivery), 익스프레스 서비스 배달(express service delivery) 혹은 책 및 잡지와 같은 인쇄물에 의한 
배달의 형태를 띌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자 우편(electronic mail) 혹은 기타 전송 기법을 사용하여 전
자 서류(electronic documents)가 소오스(209)로부터 사용자(211)에게 전달될 수 있다. 화살표(215)에서, 
바람직하게 사용자(211)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식별하는 유일한 장치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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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보(user-specific information)가 보안이 유지되지 않은 통신 채널을 거쳐 사용자(211)로부터 소오
스(209)로 전송된다. 전형적으로, 이 정보는 전화를 통해 교환되나, 전자 우편 혹은 기타 통신 기법을 사
용할 수도 있다. 화살표(217)에서 소오스(209)는 사용자(211)에 제품 키를 제공한다. 제품 키는 메모리 
매체에  포함된  제품이 전술한 소정의 간격동안 일시적으로 액세스되도록 허용한다.  이  기간은 사용자
(211)가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 기간으로 고
려된다. 사용자(211)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액세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오스(209)와 더 
통신하여야 한다. 제품 키는 소정의 특정한 시간 동안 혹은 소정의 특정 수의 세션(sessions)동안 사용자
(211)가 소프트웨어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자의 클럭 혹은 카운
터는 감소한다. 시험 기간이 종료될 때, 더 이상의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211)는 소
오스(209)와 접촉하여,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액세스를 위하여 이 제품을 영구적으로 잠금
해제하는 영구 키를 구입하는 승낙 조처(affirmative steps)를 취해야 한다.

소오스(209)와 사용자(211)사이의 통신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한결 용이하게 행하여진다. 인터페이
스의 발생은 제6도의 흐름도로 예시된다. 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블록(219)에서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블럭(221)으로 진행하며, 이 블럭(221)에서 소오스(209)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 기간 사용의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통화(currencies)를 결정하는 언어 및 장소 선택
(language and locale selection)을 행한다. 다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한 묶음이 되어(즉, 번들로) 단일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에 의해 사용자(211)에게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블록(223)
에 따르면, 소오스(209)는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판정을 실행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블록(223)에 따라, 적절한 필드가 완료된다. 다음, 소프트웨어 
블럭(225)에 따라,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제한되거나 혹은 암호화된다.

그후, 소프트웨어 블럭(227)에 따라, 셀이 디스켓 혹은 CD-ROM과 같은 켬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
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과 함께 적재된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 블럭(229)에서 종결된다.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업자와 고객사이의 대화의 흐름도를 예시한다.  이  흐름도는 소프트웨어 블럭
(231)에서 시작하여 단계(233)로 진행되며, 단계(233)에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시도 및 구
매(try-and-buy) 시험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이후, 단계(235)에 따라,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로부터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으로 적재되어 실행
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다수의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구비하며, 이 스크린은 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옵션을 제시한다. 따라서, 단계(237)에 따르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시험가동을 허용하고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한다. 다음, 단계(239)에 따라, 
고객과 업자는 전형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대화하여, 업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소집하게 되고 소정의 
시험 기간동안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에 포함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일시 키를 배포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이 기간은 내부 클럭 혹은 카운터에 의해 정의
되며, 이 카운터는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잠재적 사용자에게 부여된 세션 수를 추적한다. 단계
(241)는 시험 기간 사용을 허용함을 나타낸다. 이후, 소프트웨어 블럭(243)에 따라,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은 데이트 처리 시스템내의 모든 입/출력 호출(input and output calls)을 관찰하고 감시하여 컴퓨터 액
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에 포함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불법적인 사용을 차단한다.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호출을 감시하여, 이 파일이 후속 단계
로 전달되기 전에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혹은 거부(deny)되는지를 판정한다. 고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액
세스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이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단계(245)에 개시된 것처럼 고객은 업자와 한번 더 대화하여 업자는 고객에게 영구 키를 전송
한다. 고객이 영구 키를 수신했을 때 이 프로세서는 종결되며, 사용자가 구입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
프트웨어 제품이 암호해독되어 이후 사용자는 구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자유로이 액세스 할 수 있
게 된다.

제8도, 제9도, 제10a도 및 제10b도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예시하며, 이 스크린은 본 발명에 따른 
시험 기간 동작을 용이하게 한다. 제8도는 주문 형식 사용자 인터페이스(order form user 
interface)(249)를 예시하며, 이 인터페이스는 고객이 또 다른 윈도우에서 주문 부기(view order)를 선택
했을 때 디스플레이된다. 주문 형식 사용자 인터페이스(249)는 타이틀 바(title bar)(251)를 구비하며, 
이 바는 소프트웨어 업자를 식별하고, 업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사용자와 업자 사이의 대
화를 용이하게 한다. 주문 형식 필드(255)가 제공되어 시험 기간동안 검사될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한다.  수량  서브필드(quantity  subfield)(259),  아이템  서브필드(item 
subfield)(257),  서술  서브필드(description  subfield)(260)  및  가격 서브필드(price  subfield)(253)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브필드가 제공된다. 삭제 버턴(delete button)(261)은 잠재적 사용자가 주문 형식 필
드로부터 아이템을 삭제하도록 허용한다. 부합계 필드(subtotal field)(263)는 주문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의 부합계를 제공한다. 지불 방법 아이콘(payment method icon)(265)은 허용가능한 지불 형식을 식별
한다. 물론 잠재적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업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
트웨어를 구입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와 달리,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구입하기에 적당한지를 결정
하기 위해 시험 기간 동작 모드동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시험가동할 수 있다. 다수의 
기능 아이콘(267)은 주문 형식 인터페이스(249)의 가장 아래 부분에 제공된다. 이들 아이콘은 폐쇄 아이
콘(close icon), 팩스 아이콘(fax icon), 우편 아이콘(mail icon), 인쇄 아이콘(print icon), 잠금해제 
아이콘(unlock icon) 및 도움말 아이콘(help icon)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그래픽 포인팅 장치의 통상적인 
포인팅 및 클릭 동작을 사용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팩스 아이콘은 팩시밀리 
장치 혹은 팩시밀리 보드를 사용하여 업자와의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인쇄 아이콘은 사용자가 소프트웨
어 업자와 대화한 기록을 복제하여 종이에 기록한다.

고객,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 및 고객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고객 식별(273), 매체 식별
(269) 및 장치 식별(271)에 의해 식별된다. 매체 식별은 잠재적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컴퓨터 액세스
가능 메모리에 할당된다. 이 식별은 고정되며, 변하지 않는다. 고객 식별(273)은 잠재적 사용자와 업자 
사이의 대화로부터 도출된다. 바람직하게, 고객은 전화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업자는 
고객 식별(273)을 제공하며, 이 식별은 특정 고객에 대해 유일하다. 장치 식별(271)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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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매체상에 상주하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도출되며, 이 식별은 잠재적 고객
이 사용하는 특정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대해 유일하다. 잠재적 고객은 전형적으로 전화에 의한 대화를 
통해 업자에게 장치 식별을 제공할 것이며, 팩스 대화 혹은 정규적인 우편 대화를 통해서도 이 식별을 제
공할 수 있다.

제9도는 주문 정보 대화 인터페이스(order form dialog interface)(275)를 나타낸다. 이 인터페이스는 잠
재적 고객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정보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며, 성명 필드(name field)(277), 주소 필드
(address field)(279), 전화 번호 필드(281), 팩시밀리 번호 필드(283), 지불 방법 필드(285), 배달 방법 
필드(shipping  method  field)(287),  회계  번호  필드(account  number  field)(289),  만료  일자 필드
(expiration data field), 부가세 ID 필드(value added tax ID field)(293)를 포함한다. 주문 형식 대화 
인터페이스(275)는 또한 인쇄 버턴(295) 및 취소 버턴(297)을 포함하며, 이들 버턴은 잠재적 사용자가 이
들 필드로부터 정보를 삭제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종이에 기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제10a도 및 제10b도는 잠금해제 대화 인터페이스 스크린(301, 303)을 예시한다. 사용자는 그래픽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잠금해제 리스트(305)의 구성요소인 내용 아이템 번호 필드(307) 및 서술 필드(309)에 
의해 식별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아이템을 선택한다. 인터페이스는 또한 고객 ID 필드(313) 및 장치 ID 
필드(315)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업자는 전화, 팩스 혹은 우편으로 고객에게 고객 식별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고객은 전화,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장치 식별 필드(315)내의 장치 식별을 업자에게 제공한
다. 일단 이 정보가 시험 기간 동작동안 요구되는 제품의 식별과 함께 교환되면, 키 필드(311)에 위치한 
일시 액세스 키가 제공된다. 이 키는 일시적으로 고객에 의해 식별되고 선택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잠금해
제할 것이다. 폐쇄 버턴(319), 저장 버턴(save button)(317) 및 도움말 버턴(321)이 또한 이 인터페이스 
스크린내에 제공되어 사용자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제10b도는 단일 제품 잠금해제 인터페이스 스크린(303)을 예시한다. 이 인터페이스 스크린은 장치 식별 
필드(313), 고객 식별 필드(315), 및 키 필드(311)를 포함한다. 잠금해제된 제품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식
별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화는 단지 단일 제품에만 관계하며, 사용자는 일시 시험 기간 동작이 요
구하는 제품을 알고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저장 버턴(317), 취소 버턴(319) 및 도움 버턴(321)이 또
한 이 인터페이스에 제공되어 사용자의 대화를 용이하게 한다.

제11도는 시험 기간 동작 모드를 개시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암호화된 제품을 잠금해제하는데 사
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제공한다. 제11도의 개시 일자(날짜) 대화는 제10a도 혹은 제10b도의 
잠금해제 대화에서 저장 버턴이 선택된 후 디스플레이된다. 사용자는 데이타 필드(310)에 제공된 날짜를 
확인하도록 요청받는다. 사용자는 계속 버턴(continue button)(312), 취소 버턴(cancel button)(314) 혹
은 도움말 버턴(316)을 가리키거나 클릭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되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필드(310)에 디
스플레이되는 날짜는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시스템 클럭으로부터 도출된다. 사용자는 시스템 
클럭을 변경하여 시험 기간동작 시작 날짜나 혹은 표준날짜에 상응하도록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 기간 동작은 두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1 형식은 사용자가 모든특징(feature)을 시도하는 것
을 허용하지만, 데이타 파일의 프린팅 혹은 저장같은 주요 동작을 허용하지 않는 기능적으로 디스에이블
(functionally disable)된 제품 유형이며, 제 2 형식은 한정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 기능(fully 
functional) 제품이다. 이는 액세스 보호를 필요로 하며, 고객이 무료로 혹은 명목상의 비용만 지불하고 
제품의 모든 기능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형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액세스는 타임
(timed)키에 의해 제어된다. 제품을 사용하는 시험 기간은 업자에 의해 정의된다. 시험 기간은 키가 송출
(issue)되었을 때 시작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험 동작 기간동안 사전검토되는 제품은 단지 고객 쉘
(customer shell)내로부터 실행될 수 있다. 암호해독 드라이버(decryption driver)는 암호화 제품이 복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쉘 외부에서 제품이 동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실시예
에서, 시험 기간은 카운터에 의해 정의되며, 이 카운터는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부여되는 각각의 세션마
다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한다. 이는 일시 키에 의한 암호해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되어 고객이 소정
의 횟수만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시 액세스 키의 제한은 키의 제어 벡터에 설정된다. 전형적으로, 제어 벡터는 키에 대한 간단한 서술, 
장치 식별 번호 및 (클럭 값 혹은 카운터 값과 같은)시험 기간 데이타를 포함하는 포맷된 텍스트 열
(formatted text string)을 포함한다. 제어 벡터를 변경하면 키가 파손된다. 보호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실행될 때, 사용 데이타(usage data)는 시험 동작 기간의 제한을 시행(enforce)하기 위해 갱신되어야 한
다. 탬퍼링(tampering)으로부터 클럭 혹은 카운터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값은 전형적으로 암호화된 파일
내의 다수의 위치에 기록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시험 기간 정보(클럭 값 및/혹은 카
운터 값)는 키 파일 및 장치 식별 파일에 복제되며, 이 키 파일은 이하 상세히 기술된다. 암호화된 프로
그램에 대한 액세스가 요구될 때, 클럭 및/혹은 카운터의 값이 동일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이들 모두의 위
치가 점검된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3개의 파일 모두를 성공적으로 탬퍼링할 만큼의 능력은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클럭과 카운터의 조합이 사용되어 시스템 클럭을 리셋하기 위한 백업 및 복원 동
작(back up and restore operation)에 대한 확장된 사용을 방지한다. 시험 사용이 요구될 때 마다 PC의 
클럭을 리셋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시스템상의 조정 파일들의 날짜/시간 스탬프를 추적하고 파일 날
짜/시간 스템프와 시스템 클럭중에서 가장 최근의 날짜를 사용하여 감지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타이머 및/혹은 카운터 정보가 저장되는 3 위치중의 하나는 시스템 파일이다. OS/2 운영 체제하에서 동작
할 때, 시간 및 사용 데이타는 OS/2 운영시스템내의 OS2.INI 와 같은 시스템 데이타 파일내에 저장될 수 
있다. 시험 및 사용데이타를 리셋하려면 사용자는 이들 파일을 지속적으로 백업하고 복원하여야 한다. 이
들 파일은 사용자 시스템의 동작에 중요한 다른 데이타도 포함하고 있다. 부주의한 사용자는 종종 이들 
파일을 구 버전(older version)으로 복원함으로써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데이타를 상실할 수
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이들 보호 기법은 시도 기간 사용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시키려는 
사용자의 불순한 의도를 차단할 수 있다.

넓게 보면, 본 발명에 있어서, 업자는 다수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CD-ROM 혹은 자기 매체 디스켓
과 같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으로 적재한다. 또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상으로 적재되며, 이 프로그램은 업자와 고객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다수의 사용자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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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크린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다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는 사용
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으로 적재되고,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적재되어 실행된다. 파일 관리 프로
그램은 고객에게 다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을 제공하며, 고객에 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요금 정보)를 수집하고, 시험 기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을 수신한다. 고객 
식별 번호, 제품 식별 번호, 매체 식별 번호 및 장치 식별 번호와 같은 정보가 업자와 고객사이에서 교환
된다. 업자는 자신의 내부 기록에 따라 고객 식별 번호를 발생한다. 바람직하게, 소프트웨어 업자는 소프
트웨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설정된 공간 형식으로 타이핑하여 잠재적 소프트웨어 고
객을 식별한다. 이와 달리, 소프트웨어 업자는 완성된 주문 정보 대화 인터페이스 스크린(275)의 팩시밀
리 혹은 우편 전송을 수신할 수 있다(제9도). (CD 및 디스켓과 같은) 배포된 메모리 매체는 또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하나의 속성에 적어도 부분
적으로 의존하는 유일한 장치 식별을 발생한다. 이 장치 식별은 바람직하게 한번의 셋업 프로세스동안 생
성되는 임의의 8비트 수이다. 바람직하게, 8 개의 임의의 비트는 난수 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의 시드(Seed)로서 시스템 시간을 시용하여 기본 난수 발생기로부터 발생된다. 바람직하게, 점검 비트
(check bits)가 최종 결과에 추가된다. 주문 시스템에 대해서 이들 점검 비트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주
문을 받은 사람은 고객이 전화상으로 불러준 장치 ID를 키인(key in)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점검 비트는 
고객에게 이 번호를 반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서도 장치 ID의 즉시 검증(instant verification)을 허용한
다. 바람직하게, 마스터 파일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에 유지되며, 이 마스터 파일은 장치 
식별의 순수 텍스트(clear text) 및 장치 식별의 암호화된 버전을 보유한다.

소프트웨어 고객이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시 시험 사용을 주문할 때, 고객은 전화를 통해 구두로 소프트웨
어 업자에게 장치 식별을 전달한다. 이에 응답하여, 업자는 소프트웨어 고객에게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
리 매체 상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일시 액세스 키로 동작하는 제품 키 및 고객 식별 번호를 
전달한다. 바람직하게, 제품 키는 장치 식별, 고객 번호, 주문된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제 
암호화 키 및 제어 데이타 블럭의 함수이다. 소프트웨어 고객은 제품 키를 고객 번호 및 제어 데이타 식
별 블럭과 조합하여 실제 암호화 키를 발생하므로써 제품 키를 검증할 수 있다. 이 키는 그후 암호화된 
검증 세그먼트를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되어 비교 동작을 허용한다. 암호화된 검증 세그먼트가 알려진 검증 
세그먼트의 순수 텍스트와 동일하다면, 사용자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제품 키가 양호한 키이고 소프트웨
어 제품에 대한 일시적 액세스를 허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정한다. 따라서, 전술한 비교에서 키들
이 일치한다면, 키는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시스템상에서 키 파일내에 저장된다. 바람직하게, 키 파일
은 제품 키, 고객 키(고객 번호와 내부키 발생키에 의해 발생됨) 및 장치 식별을 포함하는 순수 ASCII 스
트링을 포함한다. 암호해독 수단이 실제 암호하 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의 아이템 모두가 변하
지 않아야 한다. 키 파일을 특정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공고히 결합시키기 위해, 동일한 키 
파일이 시스템 파라미터로부터 도출된 키에 의해 암호화된다. 이들 시스템 파라미터는 데이타 처리 시스
템의 구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넓게 말하면, 본 발명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전화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는)일시 키는 실제 키를 고객 번
호, 장치 식별 번호 및 다른 소정의 순수 텍스트와 조합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다. 따라서, 이 키는 단일 장치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 이 키가 다른 사용자에게 주어지더라도, 이 사
용자의 장치 프로그램을 잠금해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자가 완성된 프로그램
을 디스켓 혹은 CD-ROM 과 같은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로 배포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없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암호화 동작에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몇몇 바람직한 유일한 속성은 하드디스크 일련 번호, 하드 디스
크의 크기 및 포맷 시스템 모델 번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카드, 하드웨어 일련 번호 및 다른 구성 파라
미터를 포함한다. 이 기법의 결과는 장치 식별 파일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동일한 복제품
(clone)인 시스템상에서만 암호해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복제 시스템은 매우 구하기 어려운데, 왜냐
하면, 대부분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상이한 구성을 가지며 상당한 노력이 없이는 일치시키기 힘들기 때
문이다. 이들 특징은 이하 상세히 기술된다.

제12도를 참조하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 및 이에 포함된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을 구비하여 배포된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를 수신한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제12도의 단계
(35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구성을 평가한다.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사
용자 특정 속성은 단계(353)에서 도출되며, 장치 식별 발생기(355)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이 발생기는 바
람직하게 난수 발생기이며 다수의 이진 문자를 입력으로써 수신하고 장치 식별(357)을 나타내는 의사 무
작위 출력(pseudo-random output)을 발생한다. 장치 식별 발생기(355)는 임의의 통상적인 의사 난수 발생
기이며, 이 발생기는 이진 문자를 입력으로 수신하고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다수의 의사 무작위 이진 
문자를 출력으로 발생한다.

제13도를 참조하면, 장치 식별(357)은 또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내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존된다. 장치 식
별(357)은 암호화 엔진(359)에 입력으로 제공되며, 이 엔진은 암호화된 장치 식별(351)을 출력으로 발생
한다. 암호화 엔진(359)은 DES 알고리즘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루틴을 포함할 수 있다. 키(36
3)는 암호화 엔진(359)에 입력으로 제공되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암호화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 키(363)
는 시스템 속성 선택기(365)로부터 도출된다. 선택될 수 있는 시스템 속성의 유형은 시스템 속성 목록
(367)에 도시되며, 이 목록은 하드 디스크 일련 번호, 하드 디스크 크기, 하드 디스크 유형, 시스템 모델 
번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카드, 하드웨어 일련 번호 혹은 다른 구성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순수 텍스트 장치 식별(357) 및 암호화된 장치 식별(361)은 메모리에 보존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순수텍스트 식별(357)을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에 나타낸다. 사용자는 그후 소프트웨어 업자에게 장치 식별을 전송하고, 이 식별은 제14도의 블럭
도에 따라 사용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품 키 암호하 엔진(375)은 소프트웨어 업자의 제어하에 유지된다. 이 제품 키 암호
화 엔진(375)은, 장치 식별(375), (소프트웨어 업자의 내부기록 보관에 따라 고객에게 할당된) 고객 번호
(369), (소프트웨어 고객이 관리하는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 상에 보관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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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독하는데 사용되는) 실제 암호화 키(371), (임의의 소정의 텍스트 부분일 수 있는) 제어 블럭 텍스트
(373), (시험 사용 기간을 정의하는 클럭 및/혹은 카운터 값과 같은) 시험 기간데이타(374)를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제품 키 암호화 엔진은 출력으로서 제품 키(377)를 발생한다. 제품 키(377)는 실제 키(371)을 
드러낼 위험없이 보안유지되지 않는 통신 채널을 거쳐 소프트웨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실제 키
(371)는 암호화동작에 의해 마스크(mask)될 수 있으며, 제품 키(377)는 장치 식별(357)이 도출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갖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액
세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될 수 있다.

제품 키(377)의 전송시에,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상주하는 파일관리 프로그램은 실제 키 발
생기(379)를 이용하여, 제품 키(377), 고객 번호(369), 제어 블록 텍스트(373), 장치 식별(357) 및 시험 
기간 데이타(374)를 포함하는 다수의 입력을 수신한다. 실제 키 발생기(379)는 도출된 실제 키(381)를 출
력으로 발생한다.

제품 키 암호화 엔진(375) 및 실제 키 발생기(379)의 동작을 수행하는 암호화 및 암호해독 알고리즘(제14
도 및 제15도)은 1992년 10월 21일 출원되어 계류중인 Method and System for Multimedia Access Control 
Enablement 라는 명칭의 미합중국 특허출원번호 제 07/964,324 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이
를 참조로서 인용한다.

다음, 제16도 및 제1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출된 실제 키(381)는 소프트웨어 업자가 제공한 제품 키
(377)의 유효성(validity) 및 정당성(authenticity)을 판정하기 위해 테스트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도
출된 실제 키(381)는 암호화 엔진(383)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소정 암호화 검증 데이타 세그먼트(385)는 
암호화 엔진(385)에 다른 입력으로 제공된다. 암호화 엔진은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387)를 출력으로 
제공한다. 그후, 제17도에 따르면,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387)는 비교기(389)에서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391)와 비교된다. 비교기(389)는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391)와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387)
를 단순히 비트단위로 비교한다.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387)가 알려진 검증 텍스트(391)와 
일치한다면, 키 파일이 단계(393)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계(395)에서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상에 경고(waring)가 나타난다.

제18도를 참조하면, 키 파일(397)은 일시 제품 키, (고객 번호의 암호화 버전인) 고객 키, 순수 텍스트에
서의 장치 식별 번호 및 (클럭 및/혹은 카운터 값과 같은) 시험 기간 데이타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 키 파일은 암호화 엔진(399)에 입력으로 제공된다. 키(401)는 또한 암호화 엔진(399)에 입력으
로 제공된다. 키(401)는 장치 식별 번호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 속성과 같은 유일한 시스템 속성
(403)으로부터 도출된다. 암호화 엔진(399)은 암호화된 키 파일(405)을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제19, 20, 21, 22 및 23도는 일시 액세스 키가 수신되어 검증되고, 키 파일(397)(제18도)에 기록된 후의, 
파일 관리 프로그램의 동작을 도시한다.

제19도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때 수행되는 단계
를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암호화된 파일(405)은 인출되어,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헤더
(header) 부분이 판독된다. 헤더는 키 파일의 위치를 포함하는 다수의 구성요소를 구비한다. 키 파일의 
위치는 단계(409)에 따라 키파일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헤더는 또한 암호화된 검증 텍스트(411)를 
포함한다. 암호화된 검증 텍스트(411)는 또한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판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리고 제1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 파일은 제품 키(419), 고객 키(417) 및 장치 식별
(415)을  포함한다.  이들은  암호해독엔진(413)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엔진(413)은  실제 키
(421)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실제 키(421)가 배포된 메모리 매체상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호
해독하는데 사용되기 전에, 유효성이 먼저 테스트된다. 제21도는 검증 테스팅의 블록도이다. 헤더에 포함
된  암호화된  검증  텍스트(423)는  암호해독  엔진(425)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제20도의  동작에서 
도출된) 실제 키(421)가 또한 암호해독 엔진(425)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엔진(425)은 순수 검
증 텍스트(427)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제22도의 블럭도로 도시된 바와 같이, 순수 검증 텍스트(427)는 
비교기(42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431)가 또한 비교기(429)에 입력으로서 제
공된다. 비교기(429)는 도출된 검증 텍스트(427)가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431)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
를 판정한다. 이들 텍스트가 일치하면, 소프트웨어 객체는 단계(433)에 따라 암호해독된다. 그러나, 일치
하지 않는다면, 단계(435)에서 경고가 나타날 것이다. 제23도는 제22도의 단계(433)의 암호해독 동작을 
예시한 블럭도이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객체(437)는 암호해독 엔진(43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검증
된 실제 키(441)도 또한 암호해독 엔진(43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엔진(439)은 암호해독된 
소프트웨어 객체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암호화 헤더는 어느 파일이 순수 텍스트 파일과 함께 저장될 때 암호화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공된다. 암호화된 파일을 위한 암호화 헤더를 제공함에 있어서, 파일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다. 왜냐하면, 이 크기는 설치(installation) 동안 (본 발명의 개념과는 관계없는) 검증 단계의 일부로
서 점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일을 예정된 것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설치동안 동작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가 있다.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과 
연관된 파일 명칭이 변경될 수 없으므로 암호화 헤더는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암호화된 제품을 액세
스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원래의 파일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 파일을 액세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파일이 암호화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파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과 다른 
연관된 소프트웨어 제품 사이의 유익하고 또한 필요한 통신을 저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프레드시트 
어플리케이션(spreadsheet applications)은 통상 스프레드시트의 부분을 연관된 워드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식(port)하여 재정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인쇄된 서류로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워드 처리 
시스템의 하드 코딩(hard coding)된 원 파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 사이의 원활한 
통신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암호화 헤드는 암호화된 파일을 정규 파일 길이로 보존하고, 소프트웨
어 제품에 대한 파일 명칭을 변경되지 않은 형태로 보존함으로써 이들 문제점을 해결한다.

제24도는 암호화 헤더(451)를 구비한 암호화된 파일을 도식적으로 예시한다. 암호화 헤더(451)는 유일한 
식별자 부분(453), 키 파일 부분의 명칭, 암호화된 검증 세그먼트(457), 암호화 유형(459), 사이드 파일
의 오프셋(offset to side file) 및 암호화된 파일 데이타(463)를 구비한 다수의 코드 세그먼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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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된 파일 데이타(463)는 워드 처리 프로그램 혹은 스프레드시트 같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나타낸다. 암호화 헤더(451)는 통상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부를 구
성하는 암호화된 데이타를 대신하여 제공된다. 암호화 헤더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 1 부분을 
대신하여 대체(substitute)된다. 암호화된 파일 데이타(463)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의 첫 부분에 암호화 
헤더(451)를 위치시키기 위해, 암호화된 파일 데이타의 일 부분이 다른 위치로 복제되어야 한다. 사이드 
파일의 오프셋(461)은 대체된 파일 데이타가 포함된 사이드 파일의 위치를 식별한다. 

제25도는 암호화된 파일 및 사이드 파일의 디렉토리(directory)사이의 관계를 예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
이, 암호화된 파일(465)의 디렉토리는 파일 aaa, 파일 bbb, 파일 ccc, 파일 ddd에서 파일 nnn 까지를 포
함한다. 이들 각각의 파일은 특정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디렉토리 명칭을 나타낸다. 각각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파일의 크기 및 파일 명칭을 변경시키지 않고 암호화된 헤더(451)를 수용하
기 위해 대체된 파일의 앞 부분을 포함하는 사이드 파일과 연관된다. 파일 aaa 는 사이드 파일 AAA 과 연
관된다. 소프트웨어 제품 파일 bbb 는 사이드 파일 BBB 와 연관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 ccc 는 
사이드 파일 CCC 와 연관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 ddd 는 사이드 파일 DDD 와 연관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 nnn 은 사이드 파일 NNN 과 연관된다. 제25도에서, 디렉토리 명칭(467, 469, 471, 473 
및 475)은 사이드 파일(477, 479, 481, 483 및 485)과 연관되는 것으로 도시된다. 사이드 파일의 목적은 
각각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파일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암호화 헤드로 테그(tag)되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암호화 헤더(451)의 암호화 유형 세그먼트(459)는 암호화 유형을 식별하여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다.

다수의 통상적인 암호화 기법중의 임의의 기법이 제품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암호화 
유형이 동일한 메모리 매체상에 포함된 상이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암호
화 유형 세그먼트(459)는, 적절한 암호화/암호해독 루틴이 호출되어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암호해
독됨을 보장한다. 암호화 헤더(451)의 키 파일 명칭의 세그먼트(455)는 키 파일의 어드레스(전형적으로 
디스크 드라이브 위치)를 제공한다. (제18도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키 파일은 제품 키, 고객 키 
및 순수 장치 ID를 포함한다. (제20도에 따라) 실제키를 발생하는데 이들 3개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암호화된 검증 세그먼트(457)는 제21도에 도시된 루틴에서 사용된는 암호화된 검증 텍스트를 포함한다. 
이 루틴은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를 발생하며, 이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는 제22도의 루틴을 사용하
여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와 비교된다. 도출된 순수 검증 텍스트가 알려진 순수 검증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도출되고 검증된 실제 키를 사용하여 제23도의 루틴에 따라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
을 암호해독하는 프로세스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제23도의 암호해독 동작을 수행하기에 앞서, 대응
하는 사이드 파일의 내용이 암호화 헤더(451)를 대신하여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다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작은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암호해독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완성됨을 보장한다.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 의한 처리를 위해 파일이 도출될 때마다, 운영 체제내에 
상주하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입/출력 요구를 인터셉트하여 파일의 앞부분을 검사함으로써 유일한 식별
자(453)와 같은 암호해독 블록 식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지를 판정한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제24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파일의 시작부에 존재할 것이다.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파
일이 암호해독 블럭을 갖는다고 판정하면,  TSR  이 블럭을 메모리로 판독할 것이다.  블럭은 그후 파싱
(parse)되어, 키 파일을 포함하는 드라이브 및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환경 변수(environment variable)를 
복제하고,  암호화  블럭으로부터의  키  파일  명칭을  접합(concatenate)하여  완전한  키  파일  명칭(fully 
qualified  key  file)을  생성한다.  TSR  은  그후  키  파일의  개방을  시도한다.  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TSR  은  암호화된  파일의  개방을  시도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응답하여  액세스  거부(access 
denied)를 복귀시킨다. 키 파일이 존재한다고 판정되면, TSR은 키 파일을 개방하여 키(제품 키, 고객 키, 
장치 식별)를 판독하고 실제 키를 발생시킨다. 이 실제 키는 암호해독 블록 검증 데이타를 암호해독하는
데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 동작은 이 암호해독 동작이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비교가 
실패하였다면,  키  파일은  유효하지  않음(invalid)으로  판정되고,  TSR  은  액세스  거부  메시지(access 
denied message)를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방을 시도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비교가 성공적이면,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암호화 헤더에 설정된 암호화 유형에 따른 파일을 암호해독하
는 준비를 한다. TSR 은 그후 유효 파일 취급(valid file handle)을 호출 어플리케이션으로 복귀시켜 이 
파일이 개방되었음을 나타낸다.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된 파일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할 때, TSR은 이 데이
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전달하기 전에 이 데이타를 판독하여 암호해독한다. 요구된 데이타가 사이드 
파일에 저장되어있는 대체된 데이타의 일부이면, TSR은 사이드 파일을 판독하여 적절히 암호해독된 블럭
을 호출 어플리케이션으로 복귀시키며, 호출 어플리케이션은 이 데이타가 별도의 파일로부터 전달되었음
을 인식하지 못한다.

암호화 헤더의 넓은 개념이 제24 및 제25도에 도시되어 있으나, 암호화된 파일을 생성하는 좀 더 상세 측
면이  제26도,  제27도  및  제28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7도  및  제28도는  데이타  파일의  두  유형을 
도시한다. 제27도는 비실행 데이타 파일(non-executing data file)을 도시하고, 제28도는 실행 데이타 파
일(executing  data  file)을  도시한다.  제26도는  헤더(499)를  도시하며,  이  헤더는  서명 세그먼트
(signature segment)(501), 헤더 LEN(503), 사이드 파일 인덱스(505), 사이드 파일 LEN(507), 암호해독 
유형 식별자(509), 검증 데이타(511) 및 키 파일 명칭(518)을 포함한다. 제2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
프트웨어 제품은 순수 파일(521)로서 시작하며, 특정 암호화 루틴에 따라 암호화된 파일(523)로 암호화된
다. 헤더(499)의 암호화 유형 세그먼트(509)는 순수 파일(521)을 변경하는데 사용된 암호화 유형을 식별
하여 파일(523)로 암호화한다. 다음, 암호화된 파일(523)의 앞 부분은 사이드 파일(527)로 복제되며, 이 
사이드 파일은 헤더(499)의 사이드 파일 인덱스(505) 및 사이드 파일 LEN(507)에 의해 식별된다. 부가적
으로, 검증 데이타의 순수 텍스트의 복제본이 또한 사이드 파일(527)에 포함된다. 이후, 헤더(499)는 암
호화된 파일(523)의 앞부분으로 복제되어 변경된 암호화 파일(525)를 형성한다.

유사한 단계가 제28도에 예시된 실행 파일에 적용된다. (순수 파일(531)로 표시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순
수 텍스트 복제본은 통상적인 루틴에 따라 암호화되어 암호화 파일(533)을 형성한다. 암호화된 파일(53
3)의 앞부분은 사이드 파일(539)에 복제되어 암호화된 파일(533)의 오버레이된 데이타가 보존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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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파일(539)은 검증 데이타의 순수 텍스트의 복제본을 포함한다. 이후, 암호화된 파일(533)은 실행
가능한 스터브(stub)(537) 및 헤더(499)를 암호화된 파일(533)의 제 1 부분으로 오버레이함으로써 변경된
다.

제28도의 실행가능한 스터브(537)의 목적이 이하 설명된다.

퍼스널 컴퓨터용 DOS 운영 체제는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시도할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시
스템의 정지(hang)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제28도의 실행가능 파일의 실행가능 
스터브(537)는 사용자가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사용자가 암
호화된 어플레케이션을 실행하려 시도하면 시스템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드라이브를 포맷팅(formatting)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한다. 실행가능 스터브는 암호화된 소프트웨어의 앞부분에 부착되어 어플리케이션이 
TSR없이 실행되거나 혹은 TSR이 감시(watching)하지 않은 드라이브로부터 실행될 때마다 수행된다 혹은 
TSR이 감시(watching)하지 않는 드라이브로부터 실행될 때마다 수행된다. 이 스터브는 사용자에게 어플리
케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다. 메시지 제공에 추가하여, 이 실행가능 
스터브는 이하 개시되는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될수 있다.

⑴ 실행가능 스터브는 TSR 의 기능을 복제(duplicate)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두번째로 시작하기전
에 동적인 암호화(dynamic encryption)를 설치(install)할 수 있다.

⑵ 실행 가능 스터브는 일시 액세스 키를 턴온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두 번째로 시작할 수 있다.

⑶ 실행 가능 스터브는 TSR 과 통신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이 비롯되어 실행되는 드라이브를 감시하
도록 TSR에 알린다.

실행가능 스터브는 저장되고 암호화된 프로그램으로 이하 개시되는 바와 같이 복제된다.

⑴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된다.

⑵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암호해독 블록이 생성된다.

⑶ 사전 생성된 실행가능 스터브가 암호해독 블록의 앞부분에 부착된다.

⑷ 결합된 암호해독 헤더 및 실행가능 스터브의 길이가 판정된다.

⑸ 상기 길이와 동일한 실행가능 파일의 앞부분에서의 바이트는 이후 메모리, 바람직하게 소정의 사이드 
파일 위치로 판독된다.

⑹ 암호화 헤더 및 실행가능 스터브는 그후 실행가능 코드로 선행 바이트(leading bytes)에 기록된다.

TSR은 암호해독 블록 부분의 실행가능 스터브의 알려진 크기(known size) 이상을 탐색함으로써 실행가능 
스터브가 암호화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TSR이 실행가능 스터브를 암호해독할 때, TSR은 사이
드 파일을 액세스하여 스터브 및 헤더 블록에 의해 대체된 바이트를 판독한다.

제29도는 시험 기간 동안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로서 소프트웨어 블록(601)에서 시작된다. 소프트웨어 
블록(603)에 따라,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 체재내에 위치한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메모
리 매체에 대한 입/출력 호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후, 소프트웨어 블럭(605)에 따라, 각 입/출력 
호출에 대해, 호출된 파일이 인터셉트되고, 소프트웨어 블럭(607)에 따라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액세스의 
허용여부를 판정할 때까지 운영 체제의 호출된 파일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된다. 암호해독 블럭이 위치되
어야 하는 호출된 파일의 일 부분이 판독된다. 소프트웨어 블럭(609)에 따라 호출된 파일의 이 부분이 판
독되며, 소프트웨어 블럭(611)에 따라 키 파일 어드레스가 도출된다. 소프트웨어 블럭(613)에 따라, 도출
된 어드레스는 키 파일을 인출하는 데 사용된다. 판정 블럭(615)에 따라, 키 파일이 위치될 수 없다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블럭(617)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판정 블럭(615)에서 키 파일이 존재한다고 판정
되면, 소프트웨어 블럭(619)에 따라 키가 도출된다. 도출된 키는 이후 소프트웨어 블럭(621)에 따라 암호
화 헤더내에 위치한 검증 세그먼트를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된다. 판정 블럭(623)에서는, 암호해독 검증 세
그먼트가 암호해독 검증 세그먼트의 순수 텍스트와 비교된다. 암호해독된 세그먼트가 알려진 순수텍스트 
세그먼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블럭(625)에서  종료된다.  판정 블럭
(623)에서 암호해독된 검증 세그먼트가 알려진 순수 텍스트 검증 세그먼트와 일치한다고 판정되면, 프로
세스는 소프트웨어 블럭(627)으로 진행하여 호출된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된다. 이후, 암호해독 유형
이 소프트웨어 블럭(629)에 따라 암호해독 헤더로부터 판독되고, 소프트웨어 블럭(631)에 따라 호출된 파
일은 동적으로 암호해독되며, 소프트웨어 블럭(633)에 따라 사용자 제어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운영체제
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블럭(635)에서 종료된다.

암호화된  파일의  불법적인  실행이  시도될  경우,  실행가능  스터브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액세스를 
거부하고,  메시지를  시스템에  전달할  것이나,  전술한  다수의  복잡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처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시험 기간동안 혹은 시험 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잠재적 구입자는 
업자와 접촉하여 컴퓨터 액세스가능 메모리 매체상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제품 구
입을 약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제품을 잠재적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 CD-ROM 혹은 플로피 디스크가 
사용되어 왔다. 바람직하게, 컴퓨터 액세스 가능 메모리 매체는 시험 기간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각 제품
의 두개의 암호화된 복제본을 포함한다. 하나의 암호화된 복제본은 업자가 구입자에게 전송하는 파일 관
리 프로그램 및 일시 키를 사용하여 암호해독될 수도 있다. 다른 암호화된 복제본은 시험 기간 모드 동작
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에 사용자가 일단 구매하면 암호해독되어 사용될 수 있는 영구 
복제본이다. 개요적으로, 사용자는 시험 가동할 소프트웨어 제품을 선택하고, 업자로부터 일시 액세스 키
를 도출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소정의 시험 기간동안 제품을 액세스한다. 시험 기간의 종결전 혹은 종
결 후에, 사용자는 팩시밀리, 전자 우편 혹은 전화를 통해 업자와 접촉함으로써 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의 영구 복제본을 구입할 수 있다. 일단 비용이 지불되면, 업자는 사용자에게 영구 액세스 키를 전달
하며, 이 키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 2 암호화된 복제본을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된다. 이 암호화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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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알고리즘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루틴을 사용하여 암호화될수 있다. 영구 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암호해독되도록 한다. 한번의 거래에서 다수의 복제본을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본 발명은 이동가능 액세스(movable access keys)를 제공하는 기법을 구비하며, 이 기법은 제
30도 내지 제35도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제 2 복제본
을  암호화하고  암호해독하는데  사용된  암호화  알고리즘은  시험  기간  동작  모드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본 발명은 시험 기간의 종결후에 영구 액세스 키의 배포를 허용하는 임포트/엑스포트 기능을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사무실 관리자 혹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 관리자는 시험 기간의 종료후에 암호화된 제품의 소
정수의 복제본을 구입할 것이다.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암호화된 제품에 대한 제한되지 않는 영구 액
세스를 허용하는 영구 키가 송출될 것이다. 계산 장치가 배포 데이타 처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사
무실 혹은 작업 환경에서, 영구 액세스 키는 사무실 관리자 혹은 데이타처리 관리자로부터 암호화된 소프
트웨어 제품의 복제본을 수신하는, 회사내의 선택된 구성원들에게 전송되어야 한다. 영구 키는 제품에 대
한 영구적인 액세스를 허용한다. 회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특정 암호화된 제품의 복제본이 송출되지는 
않으므로,  업자는  불법적인  제품의  배포를  차단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품이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제품은 자신의 암호화된 형태로는 자유로이 배포될 수 있다. 본 발명
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제품에대한 제한되지 않는 액세스를 허용하는 키이다. 전자 우편 혹은 인쇄 
매체상으로 키가 배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본 발명은 소오스 컴퓨터에 상주하는 엑스포트 프로그램 
및 목표 컴퓨터(target computer)에 상주하는 임포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들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
켓과 같은 제거가능 메모리 매체를 통해 액세스 키가 배포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액세스 키가 부
주의 혹은 우발적으로 배포 혹은 누설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두가지 실시예가 이
하 개시된다. 제 1 실시예에서는 소오스 컴퓨터내에 보존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암호화된 파일이 일단 
암호해독되고, 이후 (디스켓 일련 번호와 같은) 운송가능한 메모리 매체에 유일한 암호화 키 및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키 파일은 이후 디스켓을 통해 목표컴퓨터로 운반된다. 목표 컴퓨터에
서는 이 목표 컴퓨터가 운송가능 메모리 매체와 대화하여 도출한 키를 사용하여 이 키 파일을 암호해독한
다. 곧바로, 키 파일 혹은 파일들은 목표 컴퓨터의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부터 도출된 키를 가지고 키
(key)되어지는 암호화 동작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운반가능한 메모리 매체는 목표 컴퓨터상으로 적재되어 목표 컴퓨터 임포트 파일로부터 
목표 컴퓨터와 유일하게 연관되고 목표 컴퓨터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부터 획득
될 수 있는 운반 키를 획득한다. 메모리 매체는 그후 소오스 컴퓨터로 운반되며, 소오스 컴퓨터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키 파일이 암호해독되고, 그후 운반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메모리 매체는 그후 목표 
컴퓨터로 전송되고, 이 컴퓨터에서 운반 키가 발생되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키 파일을 암호해독하는 암
호해독 동작에 사용된다. 바람직하게, 키 파일은 즉시, 목표 컴퓨터와 유일하게 연관되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일한 컴퓨터 구성 속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키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화 동작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제 1 실시예는 제30도, 제31도, 제32도 및 제33도를 참조하여 설명되며, 제 2 실시예는 제34
도 및 제35도를 참조하여 설명된다.

제30도 및 제31도는 엑스포트 및 임포트 동작의 블럭도를 개시하며, 이 동작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엑스포
트(export)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구 키를 다른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한다. 이 엑스포트 
기능은 다른  시스템으로의 임포트를 위해  허용된  액세스  키의  유일한  디스켓  이미지(unique  diskette 
image)를 발생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자가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전송하는 액세스 키는 
40 바이트 미만의 길이이다. 발생된 키 파일은 2000 바이트를 초과하는 길이이다. 엑스포트 기능은 키 파
일 및 장치 식별 파일을 디스켓에 복제하는데 사용된다. 이 두 파일 모두 변경된 디스켓 일련 번호에 의
해 암호화되어 이들 파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적인 포럼(public forum)에 복제되는 것을 차단한
다. 다른 시스템에 제공된 임포트 기능은 이들 파일을 암호해독하고, 디스켓으로부터의 제품 키 및 장치 
식별을 임포트 시스템 마스터 파일내의 임포트 제품 키 및 장치 식별리스트에 추가하고, 키 파일을 임포
트 시스템 하드 디스크로 복제한다. 이 키 파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임포트 시스템상에서 암호화된다.

제30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엑스포트 동작을 도시한 볼럭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소
오스 컴퓨터(651)는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655)을 포함한다. 키 파일(653)은 제품 키, 고객 
키, 소오스 컴퓨터(653)에 대한 장치 식별의 순수 텍스트, (시험 기간을 정의하는 클럭 및/혹은 카운터와 
같은) 시험 기간 데이타 및 엑스포트 카운터를 포함하며, 이 엑스포트 카운터는 특정 보호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의 최대 수를 정의하고, 성취된 엑스포트 동작의 전체 횟수를 추적하는 
이중 동작을 수행한다. 장치 식별 파일은 장치 식별 번호 및 (시험 기간을 정의하는 클럭 및/혹은 카운터
와 같은) 시험 기간 데이타를 포함한다.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655)은 모두 (DES 
알고리즘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에 의해 암호화되며, 이 암호화 동작은 소오스 컴퓨터(651)의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부터 획득된 키에 의해 키되어진다. 엑스포트 동작의 시작시에,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655)은 암호해독된다. 키 파일(653)은 키(659)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해독 동작(657)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유사하게, 장치 식별파일(655)은 키(662)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해독 동작(663)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동작(657, 663)은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655)의 순수 텍스트 
버전을 발생한다. 일단 순수 텍스트가 얻어지면, 키 파일(653)내에 포함된 엑스포트 카운터는 블럭(661)
에 따라 변경된다. 예를 들면, 이 동작이 10 개의 허용된 동작중 7 번째 엑스포트 동작이라면 카운터는 
7:10을 판독할 것이다. 키 파일(653)의 순수 텍스트 버전은 암호화 동작(66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
호화 동작(699)은 (DES  알고리즘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이며, 이 동작은 소오스 컴퓨터
(651)에 접속된 메모리 매체에 유일한 메모리 매체 속성(665)에 의해 키되어지고, 변경자(modifier)(66
7)에 의해 변경된다. 예를 들면, 유일한 디스켓 일련 번호는 메모리 매체(677)에 유일한 메모리 매체 속
성으로 제공될 수 있다. 디스켓 일련 번호는 변경자(667)에 의해 변경되어, 암호화 동작(699)에 입력으로
서 제공된다. 동일한 동작이 장치 식별 파일(655)의 순수 텍스트에 대해서도 수행된다. 유일한 메모리 매
체 속성(671)은 변경자(673)에 의해 변경되고, DES 동작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을 포함할 
수도 있는 암호화 동작(675)에 대한 키로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암호화 동작(669 및 675)의 출력은 복
제 동작(679, 681)에 입력으로서 제공되며, 이들 복제 동작은 암호화된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
(655)을 메모리 매체(677)에 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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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도는 임포트 동작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제30도의) 메모리 매체(677)는 소오스 컴퓨터(651)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되어 (제31도의) 컴퓨터(707)로 운반된다. 이와 달리, 배포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이 
운반은 메모리 매체(677)의 물리적인 제거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제31도를 참조하면, 블럭(683)에 
따라, 목표 장치의 장치 식별은 메모리 매체(677)로 복제되어 어느 목표 컴퓨터가 키 파일 및 장치 식별 
파일을 수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한다. 이후, 블록(685, 693)에 따라, 암호화된 키 파일(653) 및 
장치 식별 파일(655)은 메모리 매체로부터 목표 컴퓨터(707)로 복제된다. 암호화된 키 파일(653)은 암호
해독 동작(689)에 입력으로서 제공되며, 이 암호해독 동작은 키(687)로 키되어진다. 암호해독 동작(689)
은 블럭(669)의 암호화 동작을 반전(reverse)하며, 키 파일(653)의 순수 텍스트 버전을 출력으로서 제공
한다. 마찬가지로, 장치 식별 파일(655)은 암호해독 동작(697)에 입력으로서 제공되며, 키(695)에 의해 
키되어진다. 암호해독 동작(697)은 암호화 동작(675)의 암호화를 반전하며 장치 식별 파일(655)의 순수 
텍스트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블럭(691)에 따라, 소오스 컴퓨터(651)의 장치 식별이 검색되어 키 파일
(653)의 순수 텍스트내의 메모리에 기록된다. 다음, 키 파일(653)의 순수 텍스트는 암호화 동작(69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화 동작(699)은 DES 동작과 같은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으로, 목표 컴퓨터(70
7)의 장치 식별 혹은 변경된 장치 식별과 같은 목표 컴퓨터 유일한 속성에 의해 키되어진다. 장치 식별 
파일(655)의 순수 텍스트는 암호화 동작(703)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화 동작(703)은 DES 암호화 동
작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이며, 이 동작은 목표 컴퓨터(707)의 장치 식별 혹은 변경된 장치 
식별과 같은 유일한 목표 컴퓨터 속성(705)에 의해 키되어진다. 암호화 동작(699)의 출력은 (소오스 컴퓨
터(651)의 키 파일(653)의 일시 제품 키와 동일한) 제품 키를 포함하는 암호화된 키 파일(709), (소오스 
컴퓨터(651)의 키 파일(653)의 고객 번호와 동일한) 고객 번호, (소오스 컴퓨터(651)의 것과는 다른 목표 
컴퓨터(707)의  장치  식별인)  순수  장치  식별,  (소오스(651)의  키  파일(653)의  시험  기간  데이타와 
동일한) 시험 기간 데이타 및 소오스 컴퓨터(651)의 장치 식별의 식별을 발생한다. 암호화 동작(703)의 
출력은 목표 컴퓨터(707)의 장치 식별을 포함하는 장치 식별 파일(711)(소오스 컴퓨터(651)의 것과는 다
름) 및 (소오스 컴퓨터(651)의 장치 식별 파일(655)의 것과 동일한) 시험 기간 데이타를 정의한다.

제32도 및 제33도는 제30도 및 제31도에 도시된 임포트 및 엑스포트 동작의 다른 관점을 도시하며, 본 발
명의 다양한 주요한 특성을 강조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소오스 컴퓨터(801)는 소오스 컴퓨터(801)에 유
일한 시스템 속성 키에 의해 키되어지는 장치 식별 파일(803)을 포함한다. 장치 식별 파일은 장치 식별 
번호, 각각의 보호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허용된 엑스포트 횟수의 카운트(count of the number of 
exports), 사용된 엑스포트의 전체 수의 카운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 1 엑스포트 동작은 1:10의 카
운트를 운반하며, 이는 10 개의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중 하나의 엑스포트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다음 엑스포트 동작에서, 카운터는 2:10으로 증가되며, 이는 10 개의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중 두개의 엑
스포트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엑스포트 동작의 결과를 수신하는 각 목표 컴퓨터는 이 특정 카운터 
값으로 태그되어, 특정 엑스포트 동작의 수신자임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목표 컴퓨터는 1:10의 
카운터 값을 운반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컴퓨터가 10 개의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의 제 1 엑스포트 동작의 
수신자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른 목표 컴퓨터는 카운터 값 7:10을 운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 특정 
목표 컴퓨터가 10 개의 허용된 동작중 7 번째의 엑스포트 동작을 수신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
로, 목표 컴퓨터는 사용된 엑스포트 동작의 전체 수의 카운트를 유지하며, 소오스 컴퓨터는 각각 상이한 
카운터 값을 운반하되, 이 값은 다수의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중 특정 동작에 의해 소오스 컴퓨터로부터의 
장치 식별 파일 및 키 파일을 수신하였음을 나타낸다.

소오스 컴퓨터(801)에서 장치 식별 파일(803) 및 키 파일(805)은 소오스 컴퓨터(801)에 유일한 시스템 속
성을 키로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된다. 그러나, 일단 장치 식별 파일(803) 및 키 파일
(805)이 엑스포트 키 디스켓(807)과 같은 메모리 매체로 전송되면, 장치 식별 파일(809) 및 키 파일(81
1)은 암호화 키로서 디스켓의 일련 번호와 같은 유일한 디스켓 속성을 사용하는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에 의해 암호화된다. 이러한 동작은 장치 ID 파일(809) 및/혹은 키 파일(811)의 내용이 다른 디스켓 
혹은 다른 메모리 매체로 복제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인 액세스를 성취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을 최
소로 한다. 왜냐하면, 장치 ID 파일(809) 및 키 파일(811)의 내용을 목표 컴퓨터로 효과적으로 전송하려
면, 목표 컴퓨터가 엑스포트 키 디스켓(807)으로부터 유일한 디스켓 속성을 판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치 ID 파일(809) 및 키 파일(811)이 이들 아이템이 복제된 디스켓으로 목표 컴퓨터에 
제공될 때만 효율적인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엑스포트 키 디스켓(807)이외의 디스켓을 사용하여 장치 
ID 파일(809) 및 키 파일(811)을 잠재적 목표 컴퓨터로 제공하면 무의미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왜
냐하면, 목표 컴퓨터가 성공적인 암호해독 동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엑스포트 키 디스켓(807)의 유일한 
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33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엑스포트 키 디스켓(807)은 목표 컴퓨터(813)에 제공된다. 물론, 장치 식별 
파일(809) 및 키 파일(811)은 암호화된 형태이다. 엑수포트 키 디스켓(807)에서 목표 컴퓨터(813)로의 전
송에서, 장치 ID 파일(809)의 내용은 목표 컴퓨터(813)의 장치 식별 및 사용된 엑스포트의 수에 의해 갱
신된다. 목표 컴퓨터(813)로의 전송을 성취함에 있어, 장치 식별 파일(815)이 구성되고, 이 파일은 목표
컴퓨터(813)의 장치 식별, 고객 정보 및 소오스 컴퓨터(810)의 장치 식별 번호 리스트와 같은 다수의 아
이템을 포함한다. 장치 식별 파일(815) 및 키 파일(817) 모두 목표 컴퓨터(813)의 유일한 속성을 키로서 
사용하여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이러한 동작은 장치 식별 파일(815) 및 키 파일
(817)을 특정 목표 컴퓨터(813)에 결합시킨다.

엑스포트/임포트 카운터를 이용하여 합법화된 엑스포트/임포트 동작의 전체수 및 사용된 엑스포트/임포트 
동작의 전체 수를 추적함으로써, 본 발명은 시험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배포현황을 추적하는데 사
용될 수 있는 감사 방안(audit trail)을 생성한다. 각각의 소오스 컴퓨터는 수행된 엑스포트 동작의 전체 
수의 기록을 운반한다. 각각의 소오스 컴퓨터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호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목표 컴
퓨터로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임포트/엑스포트 동작의 기록을 운반할 것이다. (디스켓 혹은 디스켓들
과 같은) 전송을 성취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 매체는 모든 엑스포트/임포트 동작에서 사용된 소오스 컴퓨
터 및 목표 컴퓨터 모두의 장치식별 번호의 영구 기록을 운반할 것이다.

엑스포트 및 임포트 동작을 구현하는 절차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결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장치 식별 파일 및 키 파일이 소오스 컴퓨터에서 엑스포트 디스켓으로 전달될 때, 이들은 엑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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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의 유일한 속성으로 암호화되어 엑스포트 디스켓이 복제되거나 혹은 이 디스켓의 내용이 불법적으
로 키를 배포하는 수단으로서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한다. 임포트 동작동안, 장치 식별파일 및 키 
파일은 목표 컴퓨터에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 암호화되어, 소프트웨어 제품이 목표 컴퓨터에 유일한 속
성으로 암호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소오스 컴퓨터의 보안 유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존되는 것을 보장하므로써 키의 불법적인 복제 및 공개를 차단한다. 엑스포트/임포트 기능의 제 2 실시
예가 제34도 및 제35도에 블럭도로 도시되어 있다. 개략적으로, 메모리 매체(1677)는 먼저 목표 컴퓨터
(1707)와 대화하는데 사용되어 목표 컴퓨터로부터 전달 키를 획득하며, 이 전달 키는 목표 컴퓨터(1707)
에 유일하며, 바람직하게 목표 컴퓨터(1707)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부터 도출된
다. 전달 키는 목표 컴퓨터(1707)의 장치 식별을 변경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다음 메모리 매체(1677)는 
엑스포트 동작모드에서 소오스 컴퓨터(1651)와 대화하는데 사용되며, 이 동작 모드에서 키 파일(1653) 및 
장치 식별 파일(1655)이 먼저 암호해독되고, 이후 전달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제34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엑스포트 동작을 도시한 블럭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소
오스 컴퓨터(1651)는 키 파일(1653) 및 장치 식별 파일(1655)을 포함한다. 키 파일(1653)은 제품 키, 고
객 키, 소오스 컴퓨터(1653)의 장치 식별의 순수 텍스트, (시험 기간을 정의하는 클럭 및/혹은 카운터와 
같은) 시험 기간 데이타 및 엑스포트 카운터를 포함하며, 이 엑스포트 카운터는 특정 보호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의 최대 수를 정의하고, 성취된 엑스포트 동작의 전체 수를 추적하는 
이중 동작을 수행한다. 장치 식별 파일은 장치 식별 번호 및 (시험 기간을 정의하는 클럭 및/혹은 카운터
와 같은) 시험 기간 데이타를 포함한다. 키 파일(1653) 및 장치 식별 파일(1655) 모두는 (DES 알고리즘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에 의해 암호화되며, 소오스 컴퓨터(1651)의 유일한 시스템 속성으로
부터 도출된 키에 의해 키되어진다. 엑스포트 동작의 시작에서, 키 파일(1653) 및 식별 파일(1655)은 암
호해독된다. 키 파일(1653)은 키(1659)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해독 동작(1657)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장치 식별 파일(1655)은 키(1661)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해독 동작(1663)에 입력으로서 제
공된다. 암호해독 동작(1657, 1663)은 키 파일 및 장치 식별 파일(1655)의 순수 텍스트 버전을 발생한다. 
일단  순수  텍스트가  도출되면,  키  파일(1653)내에  포함된  엑스포트  카운터는  블럭(1661)에  따라 
갱신된다. 예를 들면, 실행되는 동작이 10 개의 허용된 동작중에서 7번째 허용된 엑스포트 동작이라면, 
카운터는 7:10이 된다. 키 파일(1653)의 순수 텍스트 버전은 암호화 동작(166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화 동작(1669)은 (DES 알고리즘과 같은)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이 될 수 있으며, 이 동작은 사
전에 도출된 전달 키(1665)에 의해 키되어진다. 동일한 동작이 장치 식별 파일(1655)의 순수 텍스트에 대
해  수행된다.  전달  키(1671)는  DES  동작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을  포함하는  입력 동작
(1675)에 대한 키로서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암호화 동작(1669) 및 (1675)의 출력은 복제 동작(1679, 1681)에 대한 입력으로서 제공되며, 
이들 복제 동작은 암호화된 키 파일(1653) 및 장치 식별 파일(1655)를 메모리 매체(1677)로 복제한다.

제35도는 임포트 동작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제34도의) 메모리 매체(1677)는 소오스 컴퓨터(1651)로부터 
제거되어 컴퓨터(1707)로 전달된다. 이와 달리, 배포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이 전달은 메모리 매체
(1677)를 전달하지 않고 실행될수 있다. 이제 제35도를 참조하면, 목표 장치의 장치 식별은 메모리 매체
(1677)로 복제되어 키 파일 및 장치 식별 파일을 수신한 특정 목표 컴퓨터의 기록을 보존한다. 이후, 블
럭(1685, 1693)에 따라, 암호화된 키 파일(1653) 및 장치 식별 파일(1655)은 메모리 매체에서 목표 컴퓨
터로 복제된다. 암호화된 키 파일(1653)은 키(1687)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해독 동작(1689)에 입력으로
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동작(1689)은 블럭(1669)의 암호화 동작을 반전하여, 키 파일(1653)의 순수 텍스
트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장치 식별 파일(1655)은 키(1695)에 의해 키되어지는 암호 해독 
동작(1697)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해독 동작(1697)은 암호화 동작(1675)의 암호화를 반전하여 장치 
식별 파일(1655)의 순수 텍스트를 출력으로서 제공한다. 블럭(1691)에 따라, 소오스 컴퓨터(1651)의 장치 
식별이 검색되어 키 파일(1653)의 순수 텍스트내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다음, 키 파일(1653)의 순수 텍스
트는 암호화 동작(1699)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화 동작(1699)은 DES 동작과 같은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으로 목표 컴퓨터(1707)의 장치 식별 혹은 변경된 장치 식별과 같은 목표 컴퓨터의 유일한 속성에 의
해 키되어진다. 장치 식별 파일(1655)의 순수 텍스트는 암호화 동작(1703)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암호
화 동작(1703)은 DES 암호화 동작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암호화 동작이며, 목표 컴퓨터(1707)의 장치 
식별 혹은 변경된 장치 식별과 같은 유일한 목표 컴퓨터 속성(1705)에 의해 키되어진다. 암호화 동작
(1699)의 출력은 암호화된 키 파일(1709)을 발생하며, 이 파일은 (소오스 컴퓨터(1651)의 키 파일(1653)
의 일시 제품 키와 동일한) 제품 키, (소오스 컴퓨터(1651)의 키 파일(1653)의 고객 번호와 동일한) 고객 
번호, (소오스 컴퓨터(1651)의 것과는 다른 목표 컴퓨터(1707)의 장치 식별인) 순수 장치 식별, (소오스
(1651)의 키 파일(1653)의 시험 간격 데이타와 동일한) 시험 기간 데이타 및 소오스 컴퓨터(1651)의 장치 
식별의 식별을 포함한다. 암호화 동작(1703)의 출력은 장치 식별 파일(1711)을 정의하며, 이 파일은 (소
오스 컴퓨터(1651)의 것과는 다른)목표 컴퓨터(1707)의 장치 식별 및 (소오스 컴퓨터(1651)의 장치 식별 
파일(1655)의 것과 동일한) 시험 기간 데이타를 포함한다.

이상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며, 그 사상 및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 가능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암호화된 파일에의 액세스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상기 암호화된 파일을 갖는 다수의 
파일을 제공하는 단계와, ②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가능한 코드로 구성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
를 상기 암호화된 파일에 부착하는 단계와, ③상기 다수의 파일을 접근가능한 위치에 두는 단계와, ④사
용자 행위에 응하여, 호출된 파일에 대한 사용자 개시 요청을 발생하는 단계와-여기서, 상기 호출된 파일
은 상기 다수의 파일중 하나임- ⑤상기 사용자 요청을 데이타 처리 시스템 호출로 번역하는 단계와, ⑥상
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 호출을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신하는 단계와-여기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 활성상태 또는 ⒝ 비활성상태로 존재하며, 운영체제의 일 구성요소임-, ⑦상기 호출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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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상기 보안 스터브를 가진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파일 
중에서 상기 호출된 파일에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와, ⑧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보안 스터브를 가
지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파일 중에서 상기 호출된 
파일에 비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와, ⑨상기 호출된 파일이 액세스되는 한도까지, 상기 사용자 개시 
요청에 따라 상기 호출된 파일을 처리하는 단계를-여기서, 상기 다수의 파일중 상기 소정 파일에의 사용
자에 의한 액세스는 상기 보안 스터브에 의해 제어됨-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호출된 파일에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와 
비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는 상기 호출된 파일의 적어도 일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호출된 파일에 선택적으로 액세스 하는 단계
와 비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는 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
는다고 판정된 경우, 암호해독 동작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분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호출된 파일이 처리되도록 허용하는 단계와, 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
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 암호해독 동작이 수행되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
여 ⑴ 상기 호출된 파일 및 ⑵ 상기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중의 적어도 하나를 검사하고, ⒝ 상기 
호출된 파일을 암호해독하며, ⒞ 상기 호출된 파일의 처리를 허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가진다고 판정된 경우, 
후속 처리를 위해 상기 호출된 파일을 전달함과 동시에 상기 호출된 파일을 동시에 암호해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 상태에 있고 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부착된 암호화되
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가진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호출된 파일을 처리하기 전에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
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상기 호출된 파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비활성 상
태에 있고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 상기 호출된 파일의 
처리를 저지하고, ⒝ 상기 호출된 파일을 실행할 수 없음을 상기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은 단명 키(a short-lived key)에 의해 암호해독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명  키는  상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정  고객  시험  기간(a  particular 
customer trial interval)을 정의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고객 시험 기간은 ⒜ 소정의 기간(a predefined time interval)과, ⒝ 소정의 
호출 처리의 횟수(a predefined number of processing calls)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상기 단명 키와 상호작용(interact)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
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상기 특정 고객 시험 기간을 변경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
안유지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파일과 연관된 특정 파일에 상기 단명 키를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호출된 파일과 연관된 상기 파일 내의 상기 단명 키를 탐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방법.

청구항 12 

암호화된 파일에의 액세스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장치에 있어서, ①상기 암호화된 파일을 갖는 다수의 
파일을 제공하는 수단과, ②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행가능한 코드로 구성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
를 상기 암호화된 파일에 부착하는 수단과, ③상기 다수의 파일을 접근가능한 위치에 두는 수단과, ④사
용자 행위에 응하여, 호출된 파일에 대한 사용자 개시 요청을 발생하는 수단과-여기서, 상기 호출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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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기 다수의 파일중 하나임- ⑤상기 사용자 요청을 데이타 처리 시스템 호출로 번역하는 수단과, ⑥상
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 호출을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신하는 수단과-여기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 활성상태 또는 ⒝ 비활성상태로 존재하며, 운영체제의 일 구성요소임-, ⑦상기 호출된 파
일이 상기 보안 스터브를 가진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파일 
중에서 상기 호출된 파일에 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수단과, ⑧상기 호출된 파일이 상기 보안 스터브를 가
지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다수의 파일 중에서 상기 호출된 
파일에 비선택적으로 액세스하는 수단과, ⑨상기 호출된 파일이 액세스되는 한도까지, 상기 사용자 개시 
요청에 따라 상기 호출된 파일을 처리하는 수단을-여기서, 상기 다수의 파일중 상기 소정 파일에의 사용
자에 의한 액세스는 상기 보안 스터브에 의해 제어됨-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상기 호출된 파일의 적어도 일부분을 검사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분석하여 암호
해독 동작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상기 호출된 파일이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호출된  파일이  처리되도록  허용하는  패스  스루  동작  모드(a pass-
through mode of operation)와, 상기 호출된 파일이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갖는다고 판
정된 경우에는, ⒜ 암호해독 동작이 수행되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⑴ 상기 호출된 파일 
및 ⑵ 상기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중의 적어도 하나를 검사하고, ⒝ 상기 호출된 파일을 암호해독
하며, ⒞ 상기 호출된 파일의 처리를 허용하는 암호해독 동작 모드(a decryption mode of operation)를 
포함하는 다수의 동작 모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파일이 후속 처리를 위해 전달되는 것과 동시에 상기 호출된 파일을 암호
해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은,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 상태에 있고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호출된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를 상기 호출된 파일로부터 분리하고,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 비활성 상
태에 있고 상기 부착된 암호화되지 않은 보안 스터브가 상기 호출된 파일에 부착된 채로 남아있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 상기 호출된 파일의 실행을 저지하고, ⒝ 상기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 상기 호출된 파일
이 실행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더 사용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암호화된 파일은 단명 키로 암호해독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암
호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단명 키는 상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정 고객 시험 기간을 정의하는 파일 액
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고객 시험 간격은 ⒜ 소정의 기간과, ⒝ 소정의 호출 처리의 횟수중의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상기 단명 키와 상호작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상기 소프트
웨어 제품에 대한 상기 특정 고객 시험 기간을 변경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
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된 파일과 연관된 특정 위치에 상기 단명 키를 두는 수단과, 상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호출된 파일과 연관된 상기 특정 위치에서 상기 단명 키를 탐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파일 액세스 보안유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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