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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A/V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키 락커 내에,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조

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 그리고 유효한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

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가 연계 기록되는 키 갱신 정보를 부가 기록함과 아울러, 상기 키 갱신 정보를 이용하여, 무

단으로 불법 복제된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정상적인 재생 동작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광디스크 드

라이브의 불법 복제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메이커의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일괄적으로 한꺼번

에 불법 복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복사 방지 정보, 디스크 키, 키 락커, 히든 코드, 드라이브 키, 광디스크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 키 갱신 정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디브이디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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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구성을 도

시한 것이고,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에 대한 다른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키 락커 내에 부가 기록된 키 갱신 정보에 대한 실시예를 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400 : 광디스크 200,500 : 광디스크 드라이브

300,600 : 어플리케이션 50 : 디크립션부

51 : 키 산출부 52 : 드라이브 키

53 : 보안 인증 채널 54 : A/V 디코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씨디(Compact Disc), 디브이디(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비디(Blu-ray Disc) 등과 같은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A/V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Copy Protection Information

)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 예를 들어 씨디(CD)와 디브이디(DVD)

가 널리 보급되어 상용화되고 있으며, 또한 비디(BD) 등과 같은 고밀도 광디스크의 규격화 작업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관련 제품이 개발 출시되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광디스크에 기록된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의 콘텐츠(Contents)를 무단으로 불법 복제하

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사 방지 정보에 의해 엔크립션된 A/V 데이터를,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기록하고, 그 

복사 방지 정보를 광디스크의 리드인 영역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기록 관리하는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제안되

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일반적인 디브이디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200)에는, 인증부(Authentication Block)(20), 키 분배부(Key Sharing Bloc

k) (21), 그리고 엔크립션부(Encryption Block)(22,23) 등이 포함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PC)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300)에는, 인증부(30), 키 분배부(31), 디크립션부(Decryption Bl

ock)(32,33), 디스크램블부(Descramble Block)(34), 디컴플레이션부(Decompression Block)(38), 그리고 디스크 

키 디크립션부(36), 타이틀 키 디크립션부(37) 등이 포함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200)에 삽입되는 디브이디(100)에는, 인증 컨트롤 키(Authentication Control Key)

, 시큐어드 디스크 키(Secured Disc Key), 엔크립티드 타이틀 키(Encrypted Title Key), 그리고 스크램블드 A/V 데

이터(Scrambled A/V Data)가 기록 저장될 수 있다.

한편,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의 인증부(20)에서는, 상기 디브이디(100)로부터 독출되는 인증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부(30)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일련의 인증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상기 엔크립션부(22,2

3)에서는, 상기 디브이디(100)로부터 독출되는 시큐어드 디스크 키와 엔크립티드 타이틀 키를, 상기 키 분배부(21)로

부터 제공되는 소정의 엔크립션 키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에 적합한 데이터로 다시 엔크립션하여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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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디크립션부(32,33)에서는,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200)로부터 전송 수신되는 시큐어

드 디스크 키와 엔크립티드 타이틀 키를, 상기 키 분배부(31)로부터 제공되는 소정의 디크립션 키를 이용하여, 디크립

션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디스크 키는, 상기 어플리케이션(300) 내에 기록 관리되는 마스터 키(35)에 의해 디크립션되고, 상기 타이

틀 키는, 상기 디크립션된 디스크 키에 의해 디크립션되며, 상기 디스크램블부(34)에서는, 디브이디로부터 독출되는 

스크랩블드 A/V 데이터를, 상기 타이틀 키를 이용하여, 디스크램블 처리하게 되고, 상기 디컴플레이션부(38)에서는, 

디스크램블 처리된 A/V 데이터를 비 압축 처리하여, 원래의 A/V 데이터로 출력하게 되므로, 상기 디브이디에 스크랩

블 처리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불법 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기 디브이디에 기록된 시큐어드 디스크 키와 엔크립티드 타이틀 키와 같은 복사 방지 정보가, 해커(Hacker

) 등과 같은 제3 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킹되어 유출되는 경우, 상기 디브이디의 데이터 영역에 암호화되어 기록된 

A/V 데이터의 불법 복제가 가능하게 되므로, 복사 방지 정보의 보안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A/V 데이

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를, 키 락커(Key Locker) 내에 기록함과 아울러, 상기 키 락커 내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가 광디스크에 기록된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와,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

되는 제2 키 값의 드라이브 키의 조합에 의해 독출되 도록 하여, 복사 방지 정보의 보안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키 락커(Key Locker) 내에,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한 메이커 정보(Drive 

Maker)와, 각 메이커별 드라이브 키(Drive Key), 그리고 유효한 드라이브 키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Valid Flag)가 

연계 기록되는 키 갱신 정보(Key Renewal Information)를 부가 기록하고, 상기 키 갱신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불법 복제된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정상적인 재생 동작을 더 이상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은,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

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를, 제1 특정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제1 특정영역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1 키 값을 광디스크의 제2 특정 영역에 

기록함과 아울러, 제2 키 값을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하되, 상기 제2 키 값의 유효 여

부를 나타내는 키 갱신 정보를, 상기 제1 특정영역에 포함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는,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복사 방지 정보에 의해 엔크립션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가 기록됨과 아울러, 상기 광디스크 의 제1 특정 영역에,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광디스크의 제

2 특정영역에, 상기 제1 특정영역의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1 키 값이 기록되되, 상기 제1 특

정영역에,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2 키 값의 유효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키 갱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은, 광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제1 키 값과, 광디스크 드라

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제2 키 값을 조합하여,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된 제1 특정영역의 키 갱신 

정보를 독출하는 1단계; 및 상기 키 갱신 정보에 기록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참조하여, 상기 제1 특정영역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는 2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이 적용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500)에는, 디크립션부(Decryption Block)(50)와 키 계산부(Key Calculation)(51)

가 포함 구성됨과 아울러,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드라이브 키(Drive Key)(52)가 기록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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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500)에 삽입되는 광디스크(400)에는, 복사 방지 정보, 예를 들어 엔크립션된 디스크 

키(Disc Key)가, 키 락커(Key Locker) 내에 포함 기록됨과 아울러, 상기 키 락커 내에 포함 기록된 디스크 키를 독출

하기 위한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Hidden Code)가 기록 저장된다.

한편, 상기 키 락커는, 복사 방지 정보인 디스크 키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것

으로, 상기 광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기록된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와,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내에 기록 관리되는 제

2 키 값의 드라이브 키의 조합에 의해 계산되는 유효한 키(Valid Key) 값에 의해, 상기 키 락커 내에 포함 기록된 디

스크 키가 독출 및 디크립션되도록 하여, 복사 방지 정보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그리고,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의 키 계산부(51)에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히든 코드와 드라이브 키의 조

합에 의해, 키 락커를 해제시킬 수 있는 유효한 키를 계산하는 계산부(Calculation)(미부호)와, 상기 키 락커 내에 엔

크립션되어 기록된 디스크 키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디크립션부(Decryption)(미부호)가 포함 구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드라이브 키(Drive Key)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따라 서로 다른 키 값으로 기록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한 메이커별 아이디(Drive Maker_ID)에 따라 구분되는 고유의 키 값으로 기록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광디스크 드라이브(500)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보안 인증 채널(SAC: Secure Authentica

ted Channel)(53)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600),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 등과 연결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어플리케이션(600)에는, 상기 보안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된 A/V 데이터를 디코딩하기 위한 A/V 디

코더(60)가 포함 구성된다.

또한, 상기 어플리케이션(600) 내에 어플리케이션 키[드라이브 키](61)가 기록 관리되고,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5

00) 내에는, 어플리케이션 키[드라이브 키] 모듈(54)이 포함 구성될 수 있는 데, 이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 키[드라

이브 키] 모듈(54)에서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어플리케이션 키[드라이브 키](61)를, 상기 보안 

인증 채널(53)을 통해 수신한 후, 상기 키 계산부(51)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의 키 계산부(51)에서는, 광디스크(400)로부터 독출되는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와

,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제2 키 값의 어플리케이션 키[드라이브 키]를 조합하여,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된 키 락커 내의 디스크 키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크립션부(50)에서는, 상기 디스크 키를 이용하여,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오

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크립션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한 후, 상기 보안 인증 채널(SAC)(53)을 통해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600)으로 출력하게 된다.

또한,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포함 구성된 A/V 디코더(60)에서는,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신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MPEG 엔코딩 이전의 오디오 및 비디오로 복원하게 되므로, 광디스크에 기록된 오디오 및 비

디오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재생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어플리케이션 내에 포함 구성 및 기록 관리되는 A/V 디코더(60)[와 드라이브 키(61)]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 드라이브(500) 내에 포함 구성 및 기록 관리될 수 있는 데, 이 경우,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는, 디코딩이 완료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상기 보안 인증 채널(53)을 통해 어플리케이션(600)으로 출력하게 

되므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디오 및 비디오의 비트 스트림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 비해, 

복사 방지 정보의 해킹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 디스크 드라이브(500)내에 어플리케이션 키 모듈(54)이 

아닌 드라이브 키(52)가 포함 관리된다.

참고로, 상기 히든 코드는, 광디스크 상에 저주파 성분을 갖는 물리적인 워블(Wobble) 형상 등으로 기록되어, 비트 대

비트(Bit to Bit) 복사에 의해 불법 복제되지 않으며, 또한 상기 히든 코드와 드라이버 키에 의해 엔크립션되는 키 락

커 내에는, 디스크 키와 같은 복사 방지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부가 정보들이 엔크립션되어 기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광디스크의 키 락커에는, 복사 방지 정보 이외도, 키 갱신 정보(Key Rene

wal Information)가 부가적으로 엔크립션되어 기록될 수 있으며, 상기 키 갱신 정보에는, 도 7 및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한 메이커 정보(Drive Maker)와, 각 메이커별 드라이 브 키(Drive Key), 그리고 유

효한 드라이브 키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Valid Flag)가 연계 기록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조한 메이커 정보

(Application Maker)와, 각 메이커별 어플리케이션 키(Application Key), 그리고 유효한 어플리케이션 키를 나타내

기 위한 플래그(Valid Flag)가 연계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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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 메이커에서 제조한 광디스크 드라이브(500), 또는 어플리케이션(600)이, 무단으로 불법 복제된 경우, 

상기 불법 복제된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이미 기록된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광디스크에는, 새로운 키 갱신 정보를 기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AAA' 메이커에서 제조한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0x0000' 드라이브 키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 그 광디스

크 드라이브가 불법 복제된 경우, 광디스크를 제작하는 콘텐츠 제공업자는,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새롭게 제작되

는 광디스크 내에 기록 저장되는 키 갱신 정보 중, 'AAA' 메이커의 '0x0000' 드라이브 키가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내

기 위하여, 그 플래그 비트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상기 AAA 메이커 및 '0x0000' 드라이브 키 정보에 연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제작된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예를 들어 '0x0001' 드라이브 키와, 그 드라

이브 키의 유효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 비트 '1'을 설정하여, 상기 키 갱신 정보 내에 'AAA' 메이커 정보에 연계 기록

하게 된다.

한편, 상기 새롭게 제작된 광디스크 드라이브의 키 계산부(51)에서는, 광디 스크(400)로부터 독출되는 히든 코드와,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를 조합하여, 상기 키 

락커 내의 키 갱신 정보를 독출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키 갱신 정보에 기록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 그리고 유효한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를 나타내는 플래그 비트를 참조하여, 상기 키 락커 내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게 되는 데,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또는 어

플리케이션 키가 '0x0001'인 경우,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정상적으로 독출 및 디크립션하여,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

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동작이 정상 수행되도록 한다.

반면,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가 '0x0000'

인 경우에는,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정상적으로 독출 및 디크립션하지 않게 되므로,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

립션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동작이 정상 수행되지 않게 된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는 고밀도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은,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

록된 A/V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가 기록되는 키 락커 내에,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

션을 제조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 그리고 유효한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

케이션 키를 나타내기 위한 플래그가 연계 기록되는 키 갱신 정보를 부가 기록함과 아울러, 상기 키 갱신 정보를 이용

하여, 무단으로 불법 복제된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정상적인 재생 동작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광디

스크 드라이브의 불법 복제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모든 메이커의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불법 복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복사 방지 정보를, 제

1 특정영역에 기록하고,

상기 제1 특정영역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1 키 값을 광디스크의 제2 특정 영역에 

기록함과 아울러, 제2 키 값을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하되,

상기 제2 키 값의 유효 여부를 나타내는 키 갱신 정보를, 상기 제1 특정영역에 포함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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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키 값은,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한 메이커별 고유의 아이디에 따라 구분되는 고유의 키 값이고, 상

기 복사 방지 정보는, 상기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를 디크립션하기

위한 디스크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키 갱신 정보에는,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를 제조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연계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키 값은, 상기 광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비트 대 비트 복사 방식에 의해 복제되지 않는 저주파 성분을 갖는 

워블 형상의 히든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5.
광디스크의 데이터 영역에, 복사 방지 정보에 의해 엔크립션된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가 기록됨과 아울러,

상기 광디스크의 제1 특정 영역에,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기록하고, 상기 광디스크의 제2 특정영역에, 상기 제1 특정

영역의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1 키 값이 기록되되,

상기 제1 특정영역에, 상기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기 위한 제2 키 값의 유효 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키 

갱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방지 정보는, 제1 특정영역에 엔크립션되어 기록된 디스크 키로서, 상기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와, 상기 광

디스크가 삽입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에 의해 기록 관리되는 제2 키 값의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의 조합

에 의해 독출 및 디크립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키 갱신 정보에는,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조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

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연계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

청구항 8.
광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제1 키 값과,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제2 키 값을 조합

하여, 상기 광디스크에 기록된 제1 특정영역의 키 갱신 정보를 독출하는 1단계; 및

상기 키 갱신 정보에 기록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참

조하여, 상기 제1 특정영역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독출 및 디크립션하는 2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1단계는, 광디스크로부터 독출되는 제1 키 값의 히든 코드와,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기록 

관리되는 제2 키 값의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를 조합하여, 상기 키 락커 내에 기록된 키 갱신 정보를 독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4-0092649

- 7 -

상기 2단계는, 상기 키 갱신 정보에 기록된 메이커 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타내

는 플래그를 참조하여,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이션 

키가 유효한 경우, 상기 키 락커 내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정상 독출 및 디크립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

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키 갱신 정보에 기록된 메이커 식별정보와 각 메이커별 제2 키 값, 그리고 유효한 제2 키 값을 나

타내는 플래그를 참조하여, 상기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기록 관리되는 드라이브 키 또는 어플리케

이션 키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기 키 락커 내에 기록된 복사 방지 정보를 정상적으로 독출 및 디크립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의 복사 방지 정보 관리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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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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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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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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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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