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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콘텐츠 관리 방법 및 콘텐츠 관리 장치와 기록 매체

요약

본 발명은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의 복제 총수가 그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을 때, 상대측과 상호간에 인증되면, 암호화 

콘텐츠와,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제1 공유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상기 암호화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

보를 상기 상대측으로 전송하여 상기 전송된 콘텐츠의 복제 총수를 갱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소거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한 덮어쓰기 데이터

를,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제2 공유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나서 상대측으로 전송하고, 상기 상대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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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제3 공유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그 상대측에서 덮어쓰기에 이용한 데이터가 전송

되어 왔을 때, 그것을 상기 제3 공유 정보로 복호한 후,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

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가 소거된 것을 확인하여 상기 소거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의 복제 총수를 갱신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따른 기억 매체(미디어)에 기억시킬 수 있는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기 위한 콘텐츠

관리 방법을 이용한 음악 콘텐츠 이용 관리 시스템(LCM)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메모리 영역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기록 재생 장치(PD)의 내부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c는 3종류의 기억 매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미디어 인터페이스(I/F)부의 내부 구성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체크인 후의 기억 매체의 기록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a 내지 도 7c는 LCM의 은닉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게스트 북의 기억예를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8a 및 도 8b는 상호 인증 방법의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체크인/체크아웃 처리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로서, 미디어의 종별을 판별하여 그 종별에 따른 처리

를 선택하기까지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10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체크아웃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재생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2는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체크인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체크인시의 다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4는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체크아웃시의 다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5는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2인 경우의 재생시의 다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6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체크아웃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7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재생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8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체크인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9는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체크인시의 다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0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체크아웃시의 다른 순서를 설 명하기 위한 도면.

도 21은 기록 매체의 종별이 레벨 0인 경우의 재생시의 다른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2는 상호 인증 처리(AKE)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3은 상호 인증 처리(AKE)의 다른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4는 도 4c에 도시된 레벨 2의 기록 매체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콘텐츠 사용 관리 시스템

2 : 보안 콘텐츠 서버

3 : 수신부

4 : 디바이스 ID 저장부

5 : 사용자 인터페이스

6 : 미디어 인터페이스

7 : 은닉 영역 드라이버

8 : 게스트 북 저장부

9 : 라이센싱 저장부

10 : 음악 데이터 저장부

11 : CD 인터페이스

12 : 기록/재생 장치(PD)

13 : 미디어

15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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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컨대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꾀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록 매체에 기록된 복제 콘텐츠의 소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콘텐츠(저작물 등)는 복사 관리가 행해져 왔다. 복사 세대(世代) 관리나 복사의 수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와 이용 편의의 균형을 맞추어 왔다.

또한, 복사 관리 대신에 「이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복사」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소거하지 않지만, 「이

동」은 다른 장소[기록 매체(미디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시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소거한다. 이동에 의한 복사 

보호(copy protection)가 등장한 배경에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등의 보급이 있다.

최근, 네트워크 등을 통한 오리지널에 충실한 복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사 관리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곤

란하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로부터 미디어로의 무제한 이동, 예컨대 데이터의 영리 목적의 (이동에 의한) 배포는 저

작권 관리를 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리지널 데이터(특히,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복제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면서 기록 매체에 대하여 복제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행하는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복제 콘텐츠의 이동시에 그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복제 콘텐츠를 

확실하게 소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복제 콘텐츠의 기록을 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속시에 제3자가 부정하게, 

예컨대 복제 콘텐츠의 소거를 위한 커맨드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신호를 차단하거나 하여 용이하게 그 기록 매체로부

터 복제 콘텐츠의 소거를 막을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은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면서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행하는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의 소거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장치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기록 매체로부터 기록된 콘텐츠를 소거할 때에,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한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제1 공유 정보를 이용

하여 암호화하고 나서 상대측으로 전송하고, 상기 상대측으로부터, 다시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제2 공유 정보를 이

용하여 암호화된 그 상대측에서 덮어쓰기에 이용한 데이 터가 전송되어 오면, 그것을 상기 제2 공유 정보로 복호한 후

,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가 소거된 것을 확인

하는 것이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예컨대, 제3자에 의한 콘텐츠의 소거를 위한 커맨드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는 공격을 확실

하게 막을 수 있고,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의 소거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으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콘텐츠의 수의 관리를 용이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기록 매체로부터 기록된 콘텐츠를 소거할 때에,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소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가 상호 인증에 의해 생성된 공유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상대측에서 전

송된 후, 다시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소거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르면, 예컨대, 제3자에 의한 콘텐츠의 소거를 위한 커맨드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는 공격을 확실

하게 막을 수 있고,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의 소거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으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콘텐츠 수의 관리를 용이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 형태에 관한 기록 매체에 기억시킬 수 있는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고, 미디어로의 복제 콘텐츠의 

기록, 미디어에 기록된 복제 콘텐츠의 재생 등을 행하는 음악 콘텐츠 이용 관리 시스템[1:이하, 간단하게 LCM(Licen

sed Compliant Module)이라 약칭함]의 구성예를 나타낸 것이다. 또, 여기서는 콘텐츠로서 음악을 일례로서 이용하

고 있지만, 이 경우에 한하지 않고, 영화나 게임 소프트 등이어도 좋다. 또한, 미디어로서 메모리 카드(MC)를 이용하

고 있지만, 이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 DVD 등의 각종 기록 매체이어도 좋다.

EMD(Electronic Music Distributor)는 음악 신호 전송(配信) 서버 또는 음악 신호 전송 방송국이다.

콘텐츠 이용 관리 시스템(1:LCM)은, 예컨대, 퍼스널 컴퓨터(PC)로서, 복수의 EMD(여기서는 EMD#1∼EMD#3)에 

대응한 수신부 #1∼수신부 #3을 구비하고 있고, EMD가 신호 전송하는 암호화 콘텐츠 또는 그 라이센스(이용 조건과

암호화 콘텐츠의 복호키 Kc) 등을 수신한다. 수신부 #1∼수신부 #3은 재생 기능이나 과금 기능을 갖고 있어도 좋다. 

신호 전송된 음악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재생 기능이 이용된다. 또, 과금 기능을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구

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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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1)은 보안·콘텐츠·서버[2:여기서는 Secure Music Server로서 이하, 간단히 SMS이라 약칭함]를 구비하여 

이용자가 구입한 콘텐츠는 EMD 인터페이스(I/F)부(3)를 경유하여 SMS(2)에 축적된다. 음악 콘텐츠는 필요에 따라 E

MD I/F부(3)에서 복호되고, 형식 변환이나 재암호화가 실시된다. SMS(2)가 암호화 콘텐츠를 수취하면 그것을 음악 

데이터 저장부(10)에 저장하고, 음악 데이터 복호키를 라이센스 저장부(9)에 저장한다. SMS(2)가 재생 기능을 갖고 

있어도 좋다. 그 재생 기능에 의해 SMS(2)가 관리하는 음악 콘텐츠를 PC 상에서 재생할 수 있다.

SMS(2)는 미디어[13:이하, 간단히 MC(memory card)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콘텐츠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

고 있다. MC(13)를 기록 재생 장치[12:이하, 간단히 PD(Portable/Personal Device)라고 약칭함]에 세트하여 MC(1

3)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SMS(2)로부터 MC(13)로의 콘텐츠의 기록은 미디어(MC) 인터페이스(I/F)부(6)를 통해 직접 행해지거나 또는 PD(12

)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디바이스 ID 저장부(4)는, 예컨대, ROM으로 구성되고, 그 LCM의 식별 정보(디바이스 ID)가 저장되어 있다.

MC(13)는 그 미디어 고유 또 재기록 불능의 식별 정보(MID)를 갖고 있고, MC(13)에 저장되는 콘텐츠는 MC(13)에 

의존하는 암호화키로 암호화되어 있어도 좋다.

우선, 체크인/체크아웃에 대해서 도 1의 LCM(1)에 따라 설명한다.

체크아웃은 LCM(1)이 「부모」로서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있고, MC(13)에 그 복제를 「자식」콘텐츠로서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식」콘텐츠는 PD(12)에 의해 자유롭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식」에서부터 「손자」콘

텐츠를 작성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부모」가 몇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는 「부모」의 속성으로서 정의된

다. 또한, 체크인은, 예컨대, MC(13)를 LCM(1)에 접속하고, LCM(1)이 「자식」콘텐츠를 소거(또는 이용 불능)함으

로써, LCM(1)내의 「부모」콘텐츠가 「자식」을 하나 만들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부모」에 체크인

한다고도 한다.

이 체크인/체크아웃을 단순히 종래에서부터의 LCM(1)으로 실현하고자 하면, 실제, 다음과 같은 「공격」이 존재한

다. 즉, MC(13)에 저장된 「자식」을 별도의 기억 미디어에(MID를 제외함) 저장해 두고, MC(13)의 「자식」을 「부

모」에 체크인한다. 계속해서, 먼저 저장해 둔 「자식」을 그 MC(13)에 재기록한다. 이미 체크인은 끝났기 때문에, L

CM(1)상의 「부모」는 별도의 MC(13)에 「자식」을 복사하여도 좋다. 이 방법으로 임의의 개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자식」을 만들 수 있다.

상술한 「공격」에는 MC(13)와 LCM(1)의 데이터 전송시에 인증을 행함으로써 대항 가능하다. 즉, MC(13)는 정당

한 LCM(1) 이외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을 접수하지 않고, LCM(1)이 정당한 MC(13) 이외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을 접

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MC(13)내의 「자식」을 별도의 기록 미디어에 저장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LC

M(1)에 대하여 거짓으로 체크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술한 「공격」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실은 LCM(1)과 MC(13)의 인증을 전제로 하여도 체크인/체크아웃은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공격」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우선, LCM(1)상의 「부모」가 「자식」를 만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LCM(1)의 데이터[

특히, 라이센스 저장부(9)의 정보]를 별도의 기억 미디어에 백업한다. MC(13)에 「자식」을 복사한 후, 백업한 LCM(

1)의 데이터를 복귀한다. LCM(1)의 「부모」는 「자식」을 만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별도의 MC(13)에 「

자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임의의 수의 「자식」을 작성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크인/체크아웃을 실현하기 위해서, MC(13)내의 기억 영역에, 공개된 순서

로는 판독/기록할 수 없는 영역(은닉 영역)을 설치하고, 거기에 상호 인증에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 복호에 필요한 정

보나, 액세스 불가능한 디바이스[LCM(1), PD(12)]의 식별 정보(디바이스 ID)의 리스트[최소 리스트(RVC 리스트)] 

등을 기록한다(도 2 참조). 또한, LCM(1)의 기억 영역[예컨대, LCM(1)이 PC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HDD)] 상에 비공개의 순서로밖에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을 설치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은 게스트 북(guest book)을 

그 은닉 영역에 저장한다(도 2 참조). 또한, PD(12)의 기억 영역 상에도 비공개의 순서로밖에 액세스할 수 없는 영역

을 설치하고, 거기에 콘텐츠 복호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도 좋다(도 2 참조). 또, 여기서는 기억 영역중의 

은닉 영역 이외의 통상의 순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영역을 공개 영역이라고 부른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LCM(1)에서는, 은닉 영역에는 게스트 북 저장부(8)가 설치되고, SMS(2)가 이 게스트 북 

저장부(8)에 액세스하기 위한 은닉된 특정 수속을 행한 후, 은닉 영역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은닉 영역 드

라이버(7)를 구비하고 있다.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MC(13)는 그 식별 정보 MID를 저장하기 위한 외부로부터는 재기록 불가능하고, 복사도 

불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식별 정보 저장부(13b:ROM으로 구성됨)와, 은닉 영역(13c)과, 공개 영역(13a:판독/기

록 가능한 RAM으로 구성됨)과, 은닉 영역(13c)이 액세스될 때에 인증부(13)에서 인증을 행하 여 정당한 상대라고 확

인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은닉 영역(13c)에 액세스 가능하도록 게이트를 개방하는 스위치(13e:SW)를 구비한다.

또, 본 실시 형태에서 이용 가능한 MC(13)는 3종류 있고,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식별 정보 MID와 은닉 영역을 

둘다 겸비하고 있는 MC(13)의 종별을 「레벨 2」라 부른다. 은닉 영역은 갖지 않지만 식별 정보 MID는 갖는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은 MC(13)의 종별을 「레벨 1」이라 부른다. 은닉 영역도 식별 정보도 갖지 않는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공개 영역만의 MC(13)의 종별을 「레벨 0」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들 종별은, 예컨대 식별 정보 MID의 유무로 

레벨 0과 그 이외의 종별 등을 판별할 수 있고, 또한 식별 정보 MID의 구성으로부터 레벨 1과 레벨 2를 판별한다. 예

컨대, 식별 정보가 연속한 수치일 때, 소정치 이상은 레벨 2라고 한다.

이하, 특별히 거절되지 않는 한, 레벨 2의 MC(13)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MC(13)는 LCM(1)에 접속된 PD(12)에 세트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LCM(1)에 직접 세트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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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PD(12)의 구성예를 나타낸 것으로, MC(13)는 미디어 인터페이스(I/F부: 12f)에 세트된다. LCM(1)이 PD(12)

를 통해 MC(13)에 판독/기록하는 경우는 PD(12)내의 은닉 영역 액세스부를 경유하여 MC(13)의 은닉 영역에 액세스

한다. 미디어 I/F부(12f)에는 MC(13)의 은닉 영역에 액세스하기 위한 은닉 영역 액세스부를 구비하고 있다. PD(12)

내의 은닉 영역은 플래시 메모리(12d)에 설치되어 있어도 좋다. ROM(12c)에는 MC(13)과 LCM(1) 사이에서 상호 인

증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은닉 영역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인증 수속을 기술한 프로그램이나, MC(13)의 종별

을 판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기록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CPU(12a)의 제어하에 MC(13) 사이의 각종 인증, 

종별 판별 등의 처리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ROM(12c)에는 PD(12)의 식별 정보(디바이스 ID)가 저장되어 있어도 좋다. 또한, 예컨대, 플래시 메모리(12d)에 설

치된 은닉 영역에 은닉 디바이스 ID(SPDID)가 미리 저장되어 있다.

도 5는 LCM(1)의 미디어 I/F부(6)의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MC(13)와의 사이에서 상호 인증을 행하기 위한 인증부(

6c)와, MC(13)의 종별을 판별하는 미디어 판별부(6b)와, 이들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6a)로 구성되어 있다. 인

증부(6c)는 MC(13)의 은닉 영역에 액세스하기 위한 은닉 영역 액세스부이기도 하다.

도 24는 도 4c에 도시된 레벨 2의 MC(13)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은닉

영역(102)은, 예컨대, 1칩의 메모리 소자(예컨대, RAM) 상에 구성되고, RAM 영역과 ROM 영역을 갖고 있다. 예컨대,

RAM 영역인지 ROM 영역인지는, 예컨대 CPU 등으로 구성되는 제어부(101)에 의한 액세스 제어의 차이에 의해 구

별한다. 공개 영역에는 ROM 영역(103)과 RAM 영역(104)이 별개의 메모리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부(101)에는 은닉 영역(102)으로 액세스할 때와 공개 영역(103, 104)으로 액세스할 때 각각 별개의 버스가 접속

되어 있고, 제어부(101)는 어느 한쪽의 버스로 전환하여 은닉 영역(102), 공개 영역(103, 104)으로 액세스하도록 되

어 있다.

제어부(101)는 MC(13)의 각 구성부의 제어를 담당하는 동시에 LCM(1) 등이 MC(13)의 은닉 영역으로 액세스할 때

마다 실행되는 인증 처리(AKE)도 실행한다.

은닉 영역(102)중의 ROM 영역에는, 예컨대 MC(13), LCM(1) 사이에서 상호 인증을 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은닉

영역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인증 처리(AKE)를 기술한 프로그램이나, 은닉 미디어 ID(SMID) 등이 미리 저장되어 있다.

다음에, LCM(1)의 은닉 영역에 저장되는 게스트 북에 대해서 설명한다.

SMS(2)에 의해 유지하는 모든 음악 콘텐츠는 그 각각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정보인 콘텐츠 ID(TID)와, 미리 정해진 

복제 가능 콘텐츠 수, 즉, 자식의 나머지와 체크아웃 리스트를 그 속성 정보로서 갖는다. 이 속성 정보를 게스트 북이

라 부른다. 게스트 북은 은닉 영역에 설치된 게스트 북 저장부(8)에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도 7a에 있어서, 예컨대, 콘텐츠 ID「TID1」인 자식의 나머지는 「2」이고, 그 체크아웃 리스트는 L1이다.

체크아웃 리스트는 복제 콘텐츠(자식)를 기록한 MC(13)의 식별 정보의 리스트로서, 예컨대, 도 7a에 있어서, 체크아

웃 리스트 L1에는 「m1」과 「m2」라는 식별 정보를 갖는 2개의 MC(13)에 콘텐츠 ID「TID1」인 콘텐츠의 자식이

체크아웃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 다음에 나타내는 항목의 순으로 설명한다.

(1) 상호 인증 방법의 개략

(2) 레벨 2의 MC를 이용한 복제 콘텐츠의 체크인/체크아웃/재생

(3) 레벨 0의 MC를 이용한 복제 콘텐츠의 체크인/체크아웃/재생

(1) 상호 인증 방법의 개략

상술한 바와 같이, 체크인/체크아웃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LCM(1), PD(12)와 MC(13) 사이에서(예컨대, 서로 같

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한) 상호 인증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 인증 처리에는 상호 인

증을 행하는 한쪽과 다른쪽에서 공유하는 비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 정보를 예컨대 MC(13)

와 LCM(1) 및 PD(12)가 갖게 된다. 정보 보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비밀 정보는 인증을 행할 때마다 매회 다른 

것을 생성할 수 있다는 동적인 것인 편이 좋다.

그러나, MC(13)라는 미디어 자체에 그와 같은 비밀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고도의 기능을 추가하면 미디어가 고가가 

되어 버린다. 미디어를 널리 일반 대중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염가인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디어(

13:MC)의 비용 절감화를 생각하면, 비밀 정보를 MC(13)에 미리 기억시켜 두는 편이 좋다.

그러나, 모든 미디어, 또는 일정수의 복수 미디어로 공통되는 비밀 정보(이하, 이러한 정보를 글로벌 비밀 정보라고 

부름)를 각 미디어에 미리 기억시켰을 경우, 어느 하나의 미디어로부터 그 비밀 정보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 판독되어 

버렸을 때, 같은 비밀 정보를 기억하는 다른 미디어도 부정하게 이용되어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미디어에 

글로벌 비밀 정보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도 8a 참조).

어느 하나의 미디어에 기억되어 있는 비밀 정보가 부당하게 판독되어 버려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 

정보가 판독되어 버린 미디어만 이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밀 정보는 각각의 미디어에 고유의 것이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미디어에 미디어마다 각각 다른 상호 인증을 위한 비밀 정보를 기억시켜 두고, 이 정보를 이

용하여 LCM(1) 또는 PD(12)와 MC(13)가 상호 인증을 행함으로써, 저비용인 미디어를 이용한 보다 안전성이 높은 

안전한 상호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즉, 본 실시 형태에서 설명하는 상호 인증 방법은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의 미디어(레벨 2의 미디어)에 상호 인증(AKE)을 위해 필요한 각 미디어마다 각각 다른 비밀 정보[여기서는 은닉 미

디어 ID(SMID)로서, 이것은 미디어 ID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한 키 정보 KM으로 미리 암호화된 것]를 (은닉 영역

에)미리 기억시켜 둔다. LCM(1), PD(12)에는 그 미디어의 식별 정보(MID)를 전송한다. LCM(1) 또는 PD(12)측에서

는 MID와,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KM)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을 위한 정보(미디어가 갖는 SMID와 같은 

것)를 소정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하여 인증 처리(AKE)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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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MC(13)에는 각각 고유의 비밀 정보(SMID)를 갖게 해 두는 것만으로, LCM(1), PD(12)가 미디어로부터 

전송되어 온 각 미디어마다 고유의 정보(MID)를 기초로 비밀 정보(SMID)를 생성함으로써, 미디어에 부하를 걸지 않

고서 안전한 상호 인증을 행할 수 있다.

또,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상기한 상호 인증 처리를 AKE라고 부르기로 한다.

MC(13)가 LCM(1)의 미디어 I/F부(6) 또는 PD(12)에 세트되면, 우선, 미디어 IF부(6)와 MC(13) 사이 또는 PD(12)

와 MC(13) 사이에서 상호 인증이 행해져도 좋고(도 9의 단계 S1), 그리고, 쌍방에서 정당한(예컨대, 동일한 규격의 

하드웨어 구성인) 상대라고 판단되었을 때(단계 S2), 미디어 I/F부(6) 또는 PD(12)는 MC(13)로부터 판독한 식별 정

보 MID를 기초로 MC(13)의 종별을 판별한다(단계 S3). 그리고, 미디어 I/F부(6) 또는 PD(12)는 그 종별에 따른 체크

인/체크아웃/재생 처리를 실행한다(단계 S6).

또, 도 9의 단계 S1에 있어서의 상호 인증은 반드시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요지에 관한 상호 인증일 필

요는 없다.

또한, MC(13)에는 레벨 0에서 레벨 2까지의 3종류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여기에서는 레벨 0과 레벨 2의 2종류의 M

C(13)를 대상으로 하여 도 9 이후의 복제 콘텐츠의 체크인/체크아웃/재생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이하의 설명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LCM(1)과 MC(13) 사이, LCM(1)과 PD(12) 사이, PD(12)와 MC(13) 사

이에서, 각각의 은닉 영역으로 액세스할 때에는 한쪽과 다른쪽 사이에서 상호 인증을 행하여 양쪽의 정당성이 확인되

면 각각의 은닉 영역으로의 게이트를 개방하고, 은닉 영역으로의 액세스가 종료되면 은닉 영역으로의 액세스를 가능

하게 하였던 게이트를 폐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예컨대, LCM(1)과 MC(13) 사이에 있어서, SMS(2)는

MC(13)의 은닉 영역(13c)으로 액세스하기 위해, MC(13)와의 사이에서 상호 인증을 행하여 양쪽의 정당성이 확인되

어 스위치(13e)에 의해 은닉 영역(13c)으로의 게이트가 열리면, 은닉 영역(13c)내에 키 정보를 기록하고, 그것이 종

료하면 은닉 영역(13c)으로의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던 게이트가 스위치(13e)에 의해 폐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레벨 2의 MC를 이용한 복제 콘텐츠의 체크인/체크아웃/재생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의 레벨 2의 MC(13)를 이용한 체크인/체크아웃, 재생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체크아웃의 지시가 LCM(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F)부(15)를 통해, 또는 [MC(13)를 LCM(1)에 접속된 PD(12)에 

세트하여 이용한 경우] PD(12)를 통해 SMS(2)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 관해서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SMS(2)는 게스트 북의 체크아웃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예컨대, 콘텐츠 ID가 「TID1」이라고 함)의 자식의 나머지 n

을 조사하여, n＞0일 때, 디바이스 ID 저장부(4)로부터 그 LCM(1)의 디바이스 ID(LCMID)를 독출하여 그것을 MC(1

3)로 전송한다(단계 S101).

MC(13)에서는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가 RVC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체크하고(단계 S102), 등

록되어 있지 않을 때 은닉 영역(13c)으로 액세스하여 마스터키 KM을 독출하여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103). 

MC(13)는 또한, 식별 정보 저장부(13b)로부터 그 식별 정보(MID)를 독출하여 동일하게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104).

LCM(1)에서는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미디어 ID(MID)를 마스터키 KM으로 암호화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에

필요한 정보(KM[MID])를 생성한다(단계 S105).

LCM(1)에서는 이 생성된 정보 KM[MID]을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한다. 한편, MC(13)에서도 은닉 

미디어 ID(SM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한다(단계 S106). 이 상호 인증 처리(AKE)에서는 LCM(1

)과 MC(13) 등이 동일한 함수 g(x, y) 및 함수 H(x, y)를 공유하고 있고, LCM(1)에서 생성된 정보 KM[MID]이 그 M

C(13)의 은닉 미디어 ID(SMID)와 동일하면, 상호 인증 처리(AKE)에 의해 서로 한쪽이 다른쪽을 정당하다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도 22를 참조하여 단계 S106의 상호 인증 처리(AKE)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LCM(1)은 난수(R1)를 발생시켜(단계 S301) 그것을 MC(13)로 전송하는 동시에 2개의 변수 x 및 변수 y를 갖는 함수

g(x, y)의 한쪽 변수에 대입한다. 또한, 도 10의 단계 S105에서 생성된 정보 KM[MID]를 함수 g(x, y)의 다른쪽 변수

에 대입하여 함수 g의 값을 구한다(단계 S302).

한편, MC(13)에서도,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난수(R1)를 함수 g(x, y)의 한쪽 변수에 대입하고, 자신의 은닉 

미디어 ID(SMID)를 다른쪽 변수에 대입하여 구해진 함수 g의 값을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303).

LCM(1)에서는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함수 g의 값과, LCM(1)측에서 구한 함수 g의 값을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

으면 후속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LCM(1)측에서의 AKE 처리를 중지한다(단계 S304)

.

다음에, MC(13)에서는 난수 R2를 발생시켜(단계 S305) 그것을 LCM(1)으로 전송하는 동시에 2개의 변수를 갖는 함

수 g(x, y)의 한쪽 변수에 대입한다. 또한, 그 MC(13)의 은닉 미디어 ID(SMID)를 함수 g(x, y)의 다른쪽 변수에 대입

하여 함수 g의 값을 구한다(단계 S306).

한편, LCM(1)에서도,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난수 R2를 함수 g(x, y)의 한쪽 변수에 대입하고, 또한, 도 10의 단

계 S105에서 생성된 정보 KM[MID]를 함수 g(x, y)의 다른쪽 변수에 대입하여 함수 g의 값을 구하면, 그것을 MC(13

)로 전송한다(단계 S307).

MC(13)에서는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함수 g의 값과, MC(13)측에서 구해진 함수 g의 값을 비교하여 일치하

고 있으면 후속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MC(13)측에서의 AKE 처리를 중지한다(단계 S

308).

MC(13)에서는 단계 S308에서,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으면, 2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H(x, y)의 한쪽 변수에 난수

R2, 다른쪽 변수에 그 MC(13)의 은닉 미디어 ID(SMID)를 대입하여 키 정보 KT를 생성한다(단계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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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CM(1)에서도, 단계 S304에서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으면,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난수 R2를 함수 H

(x, y)의 한쪽 변수에 대입하는 동시에 도 10의 단계 S105에서 생성된 정보 KM[MID]를 다른쪽 변수에 대입하여 키 

정보 KT를 생성한다(단계 S310).

또, 단계 S304, 단계 S308의 각각에서 함수 g의 값이 일치함에 따라 LCM(1)과 MC(13)의 각각에서 동일한 함수 H(x

, y)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키 정보 KT는 같은 것이다. LCM(1)과 MC(13)의 각각에서는, 이후, 이 키 정보 KT를 이용

하여 콘텐츠 복호키 Kc의 교환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호 인증 처리(AKE)로 생성되는 키 정보 KT는 매회 다른 것인 쪽이 정보 보안상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키 정

보 KT를 생성하는 함수 H에 대입되는 2개의 변수 중 한쪽에는 매회 새롭게 생성되는 난수 R2가 대입되기 때문에, 매

회 다른 키 정보 KT가 생성된다.

도 10의 설명으로 되돌아가서, 단계 S106에 있어서, LCM(1)과 MC(13)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MC(13)에

서는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1이라 함)를 은닉 영역에 저장한다(단계 S107). 또한, LCM(1)에서는 암호화 

콘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복호 키(콘텐츠 복호키) Kc를 단계 S106에서 생성된 키 정보 KT1로 암호화하여(KT1[Kc]),

그것을 MC(13)로 전송한다(단계 S108∼단계 S109). 또한, 콘텐츠 정보 C를 Kc로 암호화하여(Kc[C]), MC(13)로 

전송한다(단계 S110∼단계 S111).

마지막으로, SMS(2)는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아웃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

츠의 자식의 나머지 n에서 「1」감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에 그 MC(13)의 식별 정보 「m0」을 추가한다.

MC(13)는 전송되어 온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KT1[Kc], 암호화 콘텐츠 Kc[C]를 공개 영역(13a)에 저장한다.

이상의 처리가 종료되었을 때의 MC(13)의 기억 내용을 도 6에 도시한다.

다음에, 재생의 지시가 LCM(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F)부(15)를 통해 SMS(2)에 또는 PD(12)에 대하여 행해진 경

우에 대해서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PD(12) 또는 LCM(1)은 자신의 디바이스 ID를 MC(13)로 전송한다(단계 S121).

LCM(1)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PD2의 콘텐츠의 재생 기능부(복조부(12g), 디코더(12h), D/A 변환부(12i) 등)를

가지고 있으면, MC(13)를 PD(12)로 재생하는 경우도 LCM(1)으로 재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하, PD(

12)로 재생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MC(13)에서는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가 RVC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고(단계 S122), 등록되어 있

지 않을 때 은닉 영역(13c)으로 액세스하여 마스터키 KM을 독출하여 PD(12)로 전송한다(단계 S123). MC(13)는, 또

한 식별 정보 저장부(13b)로부터 그 식별 정보(MID)를 독출하여 동일하게 PD(12)로 전송한다(단계 S124).

PD(12)에서는 MC(13)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미디어 ID(MID)를 마스터키 KM으로 암호화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

에 필요한 정보(KM[MID])를 생성한다(단계 S125).

PD(12)에서는 이 생성된 정보 KM[M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하고, 한편, MC(13)에서도 은닉 

미디어 ID(SM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한다(단계 S126). 단계 S126의 상호 인증 처리(AKE)는 

도 22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PD(12)와 MC(13)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MC(13)에서는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2라 함)를 이용

하여 은닉 영역(13c)에 저장되어 있던 키 정보 KT1을 암호화하여(KT2[KT1]), PD(12)로 전송한다(단계 S127∼단

계 S128). 한편, PD(12)에서는 단계 S126에서 생성된 키 정보 KT2를 이용하여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KT2[K

T1]를 복호할 수 있다(단계 S128).

MC(13)로부터는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 키 KT1[Kc], 암호화 콘텐츠 Kc[C]를 공개 영역(13a)으로부터 독출하여 PD

(12)로 전송한다(단계 S129, 단계 S131).

PD(12)는 키 정보 KT(1)의 복호에 성공하면, 그것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 키 KT1[Kc]를 복호하여 콘텐

츠 복호 키 Kc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단계 S130), 이 콘텐츠 복호 키 Kc를 이용하여 암호화 콘텐츠 Kc[C]를 복호하

여 콘텐츠 C를 얻는다(단계 S132). 그리고, PD(12)에서는 콘텐츠 C를 디코더(12h)로 디코드하여 D/A 변환부(12i)에

서 디지탈 신호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MC(13)에 기록되어 있던 복제 콘텐츠(예컨대, 음악)를 재생할 수 

있다(도 3 참조).

다음에, 체크인의 지시가 LCM(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F)부(15)를 통해, 또는 [즉, MC(13)를 LCM(1)에 접속된 P

D(12)에 세트하여 이용한 경우] PD(12)을 통해 SMS(2)에 행해진 경우에 대해서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2에 도시된 체크인시의 처리 동작은 MC(13)에 기록한 키 정보(또는 키 정보와 암호화 콘텐츠 정보)를 소거(난수

로 덮어쓰기 취소)할 때와, 소거된 것의 확인을 행할 때의 모두 2회, 상호 인증 처리(AKE)를 행하는 것이다.

SMS(2)는 디바이스 ID 저장부(4)로부터 그 LCM(1)의 디바이스 ID(LCMID)를 독출하여 그것을 MC(13)로 전송한다

(단계 S141).

MC(13)에서는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가 RVC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고(단계 S142), 등록되어 있

지 않을 때 은닉 영역(13c)으로 액세스하여 마스터키 KM을 독출하여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143). MC(13)는,

또한 식별 정보 저장부(13b)로부터 그 식별 정보(MID)를 독출하여 동일하게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144).

LCM(1)에서는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미디어 ID(MID)를 마스터키 KM으로 암호화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에

필요한 정보(KM [MID])를 생성한다(단계 S145).

LCM(1)에서는 이 생성된 정보 KM[MID]을 이용하여 제1 상호 인증 처리(AKE#1)를 실행하고, 한편, MC(13)에서도

은닉 미디어 ID(SM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1)를 실행한다(단계 S146).

단계 S146의 상호 인증 처리(AKE#1)는 도 22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146에 있어서, LCM(1)과 MC(13)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LCM(1)에서는 MC(13)의 은닉 영역(13c

:RAM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키 정보 KT1에 덮어쓰기하기 위한 난수 r1을 종래부터 있는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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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켜, 그것과 MC(13)로의 덮어쓰기 지시 정보를 단계 S14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3으로 함)로 

암호화하여(KT3[덮어쓰기 지시 정보+r1]), MC(13)로 전송한다(단계 S501). 또, 덮어쓰기 지시 정보에는 키 정보 K

T1이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다.

MC(13)에서는,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KT3[덮어쓰기 지시 정보+r1]을 단계 S14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3

으로 복호하여 난수 r1을 얻는다(단계 S502). 이 난수 r1로, MC(13)의 은닉 영역(RAM 영역)(13c)에 저장되어 있는 

키 정보 KT1을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한다(단계 S503). 또, 키 정보 KT1의 외에 또한 콘텐츠 복 호키 Kc를 키 정보 

KT1로 암호화한 것(KT1[Kc])이나 암호화 콘텐츠 정보 Kc[C]도 난수 r1로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여도 좋다.

다음에, 키 정보 KT1(혹은, 키 정보 KT1과 암호화 콘텐츠 정보 등)이 난수 r1에 의해 확실하게 소거되었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처리를 실행한다. 즉, LCM(1)에서는, 단계 S145에서 생성된 정보 KM[MID]를 이용하여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를 실행하고, 한편, MC(13)에서도 은닉 미디어 ID(SMID)를 이용하여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

)를 실행한다(단계 S504).

단계 S504의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는 도 22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504에 있어서, LCM(1)과 MC(13)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MC(13)는 키 정보 KT1(또는, 키 정보 K

T1과 암호화 콘텐츠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던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정상적으로 덮어쓰기되어 있으면, 난수 r1)를 

판독하여 그것을 단계 S504에서 생성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4로 함)로 암호화하여(KT4[r1]), LCM(1)으로 전

송한다(단계 S505).

LCM(1)에서는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KT4[r1]을 단계 S504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4로 복호하여(단계 S506),

그 때 얻어진 데이터와 단계 S501에서 발생한 난수 r1을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으면, MC(13)에 있어서, 키 정보 KT

1(또는, 키 정보 KT1과 암호화 콘텐츠 정보 등)이 난수 r1에 의해 소거되었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50

7). 일치하지 않을 때, LCM(1)은 이상을 통지하는 등의 처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인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츠의 자식의 나

머지 n에 「1」가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로부터 그 MC(13)의 식별 정보「m0」을 삭제한다.

다음에, 도 12와는 상이한 체크인시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1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12와 동일 부분에는 동

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도 13에 도시된 체크인시의 처리 동작은 MC(13)에 기록한 키

정보(혹은 키 정보와 암호화 콘텐츠 정보)를 소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예컨대, 이제부터 체크인을 행하는 취지의 지시

정보)를 전송할 때와, 실제로 소거하기 위한 커맨드 발생의 트리거로서의 모두 2회, 상호 인증 처리(AKE)를 행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단계 S146의 AKE#1까지의 처리 동작은 도 12와 동일하다.

단계 S146에 있어서, LCM(1)과 MC(13)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LCM(1)에서는, 이제부터 체크인을 행하

는 취지의 지시 정보를 단계 S14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3으로 함)로 암호화하여(KT3[체크인 지시 

정보]), MC(13)로 전송한다(단계 S551). 또, 체크인 지시에는 키 정보 KT1이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

어도 좋다.

MC(13)에서는,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KT3[체크인 지시 정보]을 단계 S14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3으로 

복호하고, 체크인 지시 정보를 얻는다(단계 S552).

다음에, 실제로 소거하기 위한 커맨드 발생의 트리거로서의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를 실행한다(단계 S553). 여

기서의 AKE#2는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도 22의 단계 S308과 동일하게 하여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면, 그 결과를 출력할 뿐이다.

MC(13)에서는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고, 또, 먼저 체크인 지시 정보를 얻고 있었을 때에는 키 정보 KT1(또는, 키

정보 KT1과 암호화 콘텐츠 정보 등)을 소거한다(단계 S554∼단계 S555). 예컨대, MC(13)의 파일 관리 영역을 재기

록함으에 의해 키 정보 KT1 등을 소거하도록 하여도 좋다.

마지막으로,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인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츠의 자식의 나

머지 n에 「1」가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로부터 그 MC(13)의 식별 정보 「m0」을 삭제한다.

다음에, 도 10과는 다른 다른 체크아웃시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10과 동일 부분에

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도 13에서는 MC(13)으로 전송해야 할 콘텐츠 복호키 Kc에

대한 처리에 특징이 있다.

도 14에 있어서, LCM(1)에서는 콘텐츠 복호키 Kc에 대하여, 우선, 단계 S105에서 생성된 KM[MID](이하, 이것을 W

로 표시함)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실시한다(단계 S162). 그리고, W로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Kc(W[Kc])를 단계 S1

06의 상호 인증 처리(AKE)에 의해 생성한 키 정보 KT1을 이용하여 더욱 암호화를 행하고 나서(KT1[W[Kc]]), MC(

13)로 전송한다(단계 S163).

MC(13)에서는 단계 S106의 상호 인증 처리(AKE)에 의해 생성한 키 정보 KT1을 이용하여 전송되어 온 KT1[W[Kc

]]를 복호하여 W[Kc]를 얻어, 이것을 은닉 영역(13)으로 저장한다(단계 S164).

콘텐츠 정보 C는 도 1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c로 암호화하고 나서(단계 S165), MC(13)로 전송된다(단계 S166).

도 14에 도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체크아웃 처리 동작에 대응하는 재생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15를 참조하여 설명한

다. 또, 도 11과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즉, 도 15에 있어서, MC(13)

는 은닉 영역(13c)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콘텐츠 복호키 W[Kc]를 단계 S126의 상호 인증 처리(AKE)로 생성된 키

정보 KT2로 암호화하고 나서 (KT2[W[Kc]]), LCM(1) 또는 PD(12)로 전송한다(단계 S172). LCM(1) 또는 PD(12)

에서는, 동일하게 단계 S126에서 생성된 키 정보 KT2로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KT2[W[Kc]]를 복호하여(단계

S173), 그 결과 얻어진 W[Kc]를 단계 S123에서 생성된 W=KM[MID]를 이용하여 복호하여 콘텐츠 복호키 Kc를 얻

는다(단계 S174). 이 콘텐츠 복호키 Kc를 이용하여 암호화 콘텐츠 Kc[C]를 복호하여 콘텐츠 C를 얻는다(단계 S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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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CM(1) 또는 PD(12)에서는 콘텐츠 C를 디코더(12h)로 디코드하여 D/A 변환부(12i)에서 디지탈 신호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MC(13)에 기록되어 있던 복제 콘텐츠(예컨대, 음악)를 재생할 수 있다.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체크아웃 처리 동작에 대응하는 처리 동작은 도 12, 도 13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고, 상이한

것은 도 12의 단계 S503, 도 13의 단계 S555에서 MC(13)의 은닉 영역(13c)으로부터 삭제되는 것은 키 정보 KT1이

아니라, W=KM[MID]로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W[Kc]라고 하는 점이다.

(3) 레벨 0의 MC를 이용한 복제 콘텐츠의 체크인/체크아웃/재생

다음에,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의 레벨 0의 MC(13)를 이용한 체크인/체크아웃, 재생 처리 동작에 대해서 설

명한다.

이 경우, MC(13)는 PD(12)에 세트되고, 이 PD(12)를 통해 LCM(1) 사이에서 체크아웃 처리가 실행된다. 기본적인 

동작은 MC(13)가 레벨 2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레벨 0의 경우, 은닉 영역, 미디어 ID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PD(1

2)가 LCM(1)에 대한 처리를 레벨 0의 MC(13)에 대행하여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그 때문

에, PD(12)의 은닉 영역에는 마스터 키 KM, 은닉 디바이스 키 SPDID, 취소 리스트를 미리 기억해 두는 것으로 한다. 

또, 마스터 키 KM은 반드시 미디어 MC(13)에 기억해 두는 마스터 키 KM과 그 기능은 동일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는

반드시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다.

우선, 도 9의 단계 S3에 있어서, MC(13)의 종별이 레벨 0이라고 판정된다.

체크아웃의 지시가 LCM(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I/F)부(15)를 통해 또는 PD(12)을 통해 SMS(2)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 대해서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SMS(2)는 게스트 북의 체크아웃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예컨대, 콘텐츠 ID가「TID1」이라고 함)의 자식의 나머지 n

을 조사하여, n＞0일 때, 디바이스 ID 저장부(4)로부터 그 LCM(1)의 디바이스 ID(LCMID)를 독출하여 그것을 PD(12

)로 전송한다(단계 S201).

PD(12)에서는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가 RVC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고(단계 S202), 등록되어 있

지 않을 때 PD(12)의 은닉 영역에 액세스하여 마스터 키 KM을 독출하여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203). PD(12)

는, 또한 예컨대 ROM(12c)에서 그 식별 정보, 즉 디바이스 ID(PDID)를 독출하여 동일하게 LCM(1)으로 전송한다(단

계 S204).

LCM(1)에서는 PD(12)로부터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PDID)를 마스터 키 KM으로 암호화하여, 상호 인증 처리(AK

E)에 필요한 정보(KM[PDID])를 생성한다(단계 S205).

LCM(1)에서는 이 생성된 정보 KM[PD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하고, 한편, PD(12)에서도 은닉 

디바이스 ID(SPDID)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한다(단계 S206). 단계 S206의 상호 인증 처리(AKE)

는 도 21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LCM(1)과 PD(12)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 PD(12)에서는 생성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1로 함)를 은닉 영

역에 저장한다(단계 S207). LCM(1)에서는 암호화 콘텐츠를 복호하기 위한 복호키(콘텐츠 복호키) Kc를 단계 S206

에서 생성된 키 정보 KT1로 암호화하여(KT1[Kc]), PD(12)를 경유하여 MC(13)으로 전송하고(단계 S208∼단계 S2

09), 또한, 콘텐츠 정보 C를 Kc로 암호화하여(Kc[C]), PD(12)를 경유하여 MC(13)로 전송한다(단계 S210∼단계 S2

11).

마지막으로, SMS(2)는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아웃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

츠의 자식의 나머지 n에서「1」감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에 그 PD(12)의 식별 정보 PDID를 추가한다.

MC(13)는 전송되어 온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KT1[Kc], 암호화 콘텐츠 Kc[C]를 공개 영역(13a)에 저장한다.

다음에, 재생의 지시가 PD(12)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의 PD(12)와 MC(13) 사이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17을 참조

하여 설명한다.

우선, MC(13)는 공개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KT1[Kc]을 PD(12)로 전송한다(단계 S221). P

D(12)가 그 MC(13)에 대하여 그 재생 대상의 콘텐츠 정보를 체크아웃했을 때에 이용한 것이라면, 그 은닉 영역에 암

호화된 콘텐츠 복호키를 복호하기 위한 키 정보 KT1을 기억하고 있다(도 16의 단계 S207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정당한 PD(12)라면, 은닉 영역으로부터 독출한 키 정보 KT(1)를 이용하여 MC(13)로부터 전송되어 온 KT1[Kc]를 

복호하여 콘텐츠 복호키 Kc를 얻을 수 있다(단계 S222). 또한, 이 콘텐츠 복호키 Kc를 이용하여 MC(13)로부터 전송

되어 온 암호화 콘텐츠 Kc[C]를 복호하여 콘텐츠 C를 얻을 수 있다(단계 S223∼단계 S224). 그리고, PD(12)에서는 

콘텐츠 C를 디코더(12h)로 디코드하여 D/A 변환부(12i)에서 디지탈 신호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MC(13)

에 기록되어 있던 복제 콘텐츠(예컨대, 음악)를 재생할 수 있다.

다음에, 체크인의 지시가 PD(12)를 통해[즉, MC(13)를 LCM(1)에 접속된 PD(12)에 세트하여 이용하여], SMS(2)로 

행해진 경우에 대해서, 도 1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도 체크아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D(12)가 LCM(1)에 

대한 처리를 레벨 0의 MC(13)로 대행하여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SMS(2)는 디바이스 ID 저장부(4)로부터 그 LCM(1)의 디바이스 ID(LCMID)를 독출하여 그것을 PD(12)로 전송한다(

단계 S231).

PD(12)에서는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가 RVC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하고(단계 S232), 등록되어 있

지 않을 때 은닉 영역으로 액세스하여 마스터 키 KM을 독출하여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233). PD(12)는, 또한

그 식별 정보(PDID)를 독출하여 동일하게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234).

LCM(1)에서는 PD(12)로부터 전송되어 온 디바이스 ID(PDID)를 마스터 키 KM으로 암호화하여 상호 인증 처리(AK

E)에 필요한 정보(KM[PDID])를 생성한다(단계 S235).

LCM(1)에서는 이 생성된 정보 KM[PDID]를 이용하여 제1 상호 인증 처리(AKE)를 실행하고, 한편, PD(12)에서도 

은닉 디바이스 ID(SPDID)를 이용하여 제1 상호 인증 처리(AKE#1)를 실행한다(단계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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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시의 단계 S236의 제1 상호 인증 처리(AKE#1) 동작은 도 22에 있어서, KM[MID]를 KM[PDID]로 대체하고,

은닉 미디어 ID(SMID)를 은닉 디바이스 ID(SPDID)로 대체하면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236에 있어서, LCM(1)과 PD(12)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LCM(1)에서는 PD(12)의 은닉 영역(RAM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키 정보 KT1에 덮어쓰기하기 위한 난수 r1을 종래부터 있는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생시

켜 그것과 MC(13)로의 덮어쓰기 지시 정보를 단계 S23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3으로 함)로 암호화하

여(KT3[덮어쓰기 지시 정보+r1]), PD(12)로 전송한다(단계 S601). 또, 덮어쓰기 지시 정보에는 키 정보 KT1이 기

록되어 있는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다.

PD(12)에서는,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KT3[덮어쓰기 지시 정보+r1]을 단계 S23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3

으로 복호하여 난수 r1을 얻는다(단계 S602). 이 난수 r1로, PD(12)의 은닉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키 정보 KT1을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한다(단계 S603).

다음에, 키 정보 KT1이 난수 r1에 의해 확실하게 소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처리를 실행한다. 즉, LCM(

1)에서는, 단계 S235에서 생성된 정보 KM[PDID]를 이용하여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를 실행하고, 한편, PD(1

2)에서도 은닉 디바이스 ID(SPDID)를 이용하여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를 실행한다(단계 S604).

단계 S604의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는 단계 S236의 AKE#1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604에 있어서, LCM(1)과 PD(12)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PD(12)는 키 정보 KT1이 저장되어 있던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정상적으로 덮어쓰기되어 소거되고 있으면, 난수 r1)를 판독하여 그것을 단계 S604에서 생성

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4로 함)로 암호화하여(KT4[r1]), LCM(1)으로 전송한다(단계 S605).

LCM(1)에서는, PD(12)로부터 전송되어 온 KT4[r1]을 단계 S604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4로 복호하고(단계 S606)

, 그 때 얻어진 데이터와 단계 S601에서 발생한 난수 r1을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으면, PD(12)에 있어서, 키 정보 KT

1(혹은, 키 정보 KT1과 암호화 콘텐츠 정보 등)이 난수 r1에 의해 소거되었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종료한다(단계 S60

7).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LCM(1)은 이상을 통지하는 등의 처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인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츠의 자식의 나

머지 n에 「1」가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로부터 그 PD(12)의 식별 정보를 삭제한다.

다음에, 도 18과는 상이한 다른 체크인시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1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18과 동일 부분에

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도 19에 도시된 체크인시의 처리 동작은 PD(12)에 기록

한 키 정보를 소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예컨대, 이제부터 체크인을 행하는 취지의 지시 정보)를 전송할 때와, 실제로 

소거하기 위한 커맨드 발생의 트리거로서의 모두 2회, 상호 인증 처리(AKE)를 행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단계 S236

의 AKE#1까지의 처리 동작은 도 18과 동일하다.

단계 S236에 있어서, LCM(1)과 PD(12) 사이에서 서로 인증되었을 때에는 LCM(1)에서는, 이제부터 체크인을 행하

는 취지의 지시 정보를 단계 S23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여기서는 KT3으로 함)로 암호화하여(KT3[체크인 지시]),

PD(12)로 전송한다(단계 S651). 또, 체크인 지시에는 키 정보 KT1이 기록되어 있는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

다.

PD(12)에서는 LCM(1)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KT3[체크인 지시]을 단계 S236에서 생성한 키 정보 KT3으로 복호하

여 체크인 지시 정보를 얻는다(단계 S652).

다음에, 실제로 소거하기 위한 커맨드 발생의 트리거로서의 제2 상호 인증 처리(AKE#2)를 실행한다(단계 S653). 여

기서의 AKE#2는 도 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2의 단계 S308과 동일하게 하여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었는지

의 여부를 체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할 뿐이다.

PD(12)에서는, 함수 g의 값이 일치하고 있고, 또, 먼저 체크인 지시 정보를 얻고 있었을 때에는 키 정보 KT1을 소거

한다(단계 S654∼단계 S655). 예컨대, PD(12)의 파일 관리 영역을 재기록함으로써 키 정보 KT1 등을 소거하도록 하

여도 좋다.

마지막으로, 도 7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게스트 북의 체크인 요구가 있었던 콘텐츠 ID「TID1」의 콘텐츠의 자식의 나

머지 n에 「1」가산하고, 체크아웃 리스트 L1로부터 그 PD(12)의 식별 정보를 삭제한다.

다음에, 도 16과는 상이한 다른 체크아웃시의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16과 동일 부분

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도 20에서는 도 1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D(12)로 전

송해야 할 콘텐츠 복호키 Kc에 대한 처리에 특징이 있다.

도 20에 있어서, LCM(1)에서는 콘텐츠 복호키 Kc에 대하여, 우선, 단계 S205에서 생성된 KM[PDID](이하, 이것을 

W로 표시함)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실시한다(단계 S252). 그리고, W로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Kc(W[Kc])를 단계 S

251의 상호 인증 처리(AKE)에 의해 생성한 키 정보 KT1을 이용하여 더욱 암호화를 행하고 나서(KT1[W[Kc]]), PD

(12)로 전송한다(단계 S253).

PD(12)에서는, 단계 S251의 상호 인증 처리(AKE)에 의해 생성한 키 정보 KT1 을 이용하여 전송되어 온 KT1[W[K

c]]를 복호하여 W[Kc]를 얻어, 이것을 은닉 영역에 저장한다(단계 S254).

콘텐츠 정보 C는 도 1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c로 암호화하고 나서(단계 S255), PD(12)를 경유하여 MC(13)로 전

송된다(단계 S256).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체크아웃 처리 동작에 대응하는 재생 처리 동작에 대해서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도 20과 동일 부분에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즉, 도 21에 있어서, PD(12)는 자신의

은닉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콘텐츠 복호키 W[Kc]를 동일하게 자신의 은닉 디바이스 ID(SPDID=W)를 이용하

여 복호하여, 콘텐츠 복호키 Kc를 얻을 수 있다(단계 S261). 이 콘텐츠 복호키 Kc를 이용하여 MC(13)로부터 전송되

어 온 암호화 콘텐츠 Kc[C]를 복호하여, 콘텐츠 C를 얻을 수 있다(단계 S262). 그리고, PD(12)에서는, 콘텐츠 C를 

디코더(12h)로 디코드하여 D/A 변환부(12i)에서 디지털 신호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MC(13)에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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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복제 콘텐츠(예컨대, 음악)를 재생할 수 있다.

도 20에 도시된 바와 같은 체크아웃 처리 동작에 대응하는 체크인 처리 동작은 도 18, 도 19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고,

상이한 것은 도 18의 단계 S603, 도 19의 단계 S655에서 PD(12)의 은닉 영역으로부터 소거되는 것은 키 정보 KT1

이 아니라 W=KM[MID]로 암호화된 콘텐츠 복호키 W[Kc]라는 점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복제 콘텐츠의 수를 규제하면서 상 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행하는 콘텐츠 관리에 있어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의 소거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방법 및 그것을 이용한 콘텐츠 관리 장치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

를 상기 기록 매체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3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

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

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2.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

를 상기 기록 매체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

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3.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396352

- 12 -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상기 기록 매체에 송신함

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

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수단과

,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3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송신되는 암호화 데이터로서, 상기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

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결과 얻어진 암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

단과,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

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

츠 관리 장치.

청구항 4.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상기 기록 매체에 송신함

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

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기 위한 지시정보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5.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

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

를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

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재생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3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재생 장치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

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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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

여 복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

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6.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

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

를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

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

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재

생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7.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이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

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행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3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암호화 데이터로서,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

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결과 얻어진 암호화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

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

츠 관리 장치.

청구항 8.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이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

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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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송신함과 동시에,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재생장치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기록 매체에 상기 콘텐츠를 하나 기록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기 위한 지시정보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재

생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수단과,

상기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청구항 9.
콘텐츠가 재생 가능하도록 기록되는, 연산 처리 기능을 갖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호 인증을 행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부터 송신된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수신함과 동시

에,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한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화된 키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로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

화된 덮어쓰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하는 수단과, 상기 복호한 결과 얻어진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3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는 데에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3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암호화 데이터

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 데이터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0.
콘텐츠가 재생 가능하도록 기록되는, 연산 처리 기능을 갖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 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호인증을 행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부터 송신된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수신함과 동시

에,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고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수신한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화된 키 정보를 기억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

호화된,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기위한 지시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암호화된 지시 정보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3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록 매체.

청구항 11.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암호화된 상기 콘텐츠와 상기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가 하나 생성되는 때

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여, 상기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도록 상기 키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

로부터 소거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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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서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

호한 후,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아닌지를 확

인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

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12.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암호화된 상기 복제 콘텐츠와 상기 복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가 하나 생

성되는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도록 상기 키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

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기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상호인증을 함에 의해,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상호인증을 함에 의해,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13.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 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암호화된 상기 복제 콘텐츠와 상기 복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가 하나 생

성되는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도록 상기 키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총수가 상기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재생 장치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

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

여 복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같

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14.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여, 상기 콘텐츠가 재생가능하도록 기록된 기록 매체의 총수가 미리 

정해진 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암호화된 상기 복제 콘텐츠와 상기 복제 콘텐츠를 복호할 때에 필요한 키 정보가 기록된 기록 매체가 하나 생

성되는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증가하여,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도록 상기 키 정보를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소거할 때마다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총수가 상기상한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상기 기록 매체는, 적어도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데이터의 기록·재생을 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되고, 상기 콘

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재생 장치를 통해 상기 기록 매체에 대하여 상기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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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소

거하기 위한 지시 정보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록 재생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상호 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 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기록 재

생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를 소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재생장치가 서로 인증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총수를 하나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15.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의 콘텐츠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는,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상기 기

록 매체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는,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

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

쓰기 데이터와 같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컨텐츠 관리 방법.

청구항 16.
기록 매체에 대하여 콘텐츠의 기록 및 소거를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1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1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1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에 기록되어있는 상기 키 정보를 덮

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덮어쓰기 데이터를 상기 제1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기

록 매체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와의 사이에서 제2의 상호인증을 함으로써,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와 상기 

기록 매체에 공유되는 제2의 공유정보를 생성하는 수단과,

상기 제2의 공유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상기 기록 매체가, 상기 키 정보를 덮어쓰기함으로써 소거하기 위해서 이용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로 송신하는 수단과,

상기 콘텐츠 관리 장치가,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송신되어 온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

호한 뒤, 상기 덮어쓰기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제2의 공유정보를 이용하여 복호한 결과 얻어진 데이터가 상기 덮어

쓰기 데이터와 같을 때, 상기 기록 매체로부터 상기 키 정보가 소거된 것으로 판단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콘텐츠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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