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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발명은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에 적합한 무선 ID 태그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 및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

여,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을 적확하게 행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태그 정보를 재기입 불가능 메모리인 ROM 내에 보존하고, 판독 장치로부터의 전파를 받으면 태그 정보를 전파로 응답하

는 무선 ID 태그에서, 복수의 무선 ID 태그를, 동일한 값을 설정하는 공통의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 서비스 식별자와, 개개

의 무선 ID 태그에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태그 정보로서 갖도록 한다. 그리고,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

는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구조를 임의의 상품에 공통인 서비스 식별자와, 개개의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연속 데이터로 나

눔으로써, 서비스 식별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진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서비스 식별자,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헤더,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한 정보의 송수신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의 일 실시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의 일 실시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기본 번호 관리 회사의 처리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상품 제조 메이커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의 회원이 되기 위한 상품 제조 메이커측의 회원 등록 처리 흐름도를 도시

하는 도면.

도 6은 상품 제조 메이커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측의 회원 등록 처리 흐름도를 도

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비접촉 IC 칩의 구성도.

도 8은 도 7의 IC 칩을 시일에 장착한 IC 칩을 가진 시일을 위로부터 본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ROM형 무선 ID 태그 내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 서비스 데이터의 구성도.

도 10은 서비스 헤더를 부착함으로써, 길이가 다른 복수의 서비스 식별자를 실현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도 11의 정보 처리 장치의 소프트웨어 구성도.

도 13은 서비스 식별자 이외에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작부의 제어를 행하는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정보 처리 장치에서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 서비스 식별

자 추가용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는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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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도 14의 데이터를 갖는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를 갱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소프트웨어

의 구성도.

도 16은 서비스 식별자 추가용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의 내용을 갱신하는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정보 처리 장치에서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 서비스 식별

자 추가 플래그를 사용하는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도 13의 데이터를 갖는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를 갱신하는 정보 처리 장치의 소프트웨어

의 구성도.

도 19는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의 내용을 갱신하는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

부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을 적용한 진위 판정 처리 플로우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2 : 무선 ID 태그용 IC 칩

202 : 무선 ID 태그의 시일

302 :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402 :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502 :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

504 : 리더용 안테나

510 : 무선 ID 태그

802 :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구조

1102 :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구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접촉 IC 칩을 사용한 무선 ID 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의 데이터 구조, 및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 관한 것

이다.

종래의 무선 ID 태그는, 재기입 메모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기입 메모리는, 메모리의 내용을 자유롭게 재기입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지만, 재기입할 수 있음으로써 위조 무선 ID 태그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물건의 위조 방지는, 다

양한 기술로 행해져 왔다. 예를 들면, 지폐는, 마이크로 인쇄나 워터마크 등의 특별한 제조 기술로 진짜인 것을 나타내거

나, 크레디트 카드인 경우에는, 홀로그램에 의해 위조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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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 등에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재기입 메모리를 갖는 무선 ID 태그(이하, RA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

여 행해져 왔다. 그러나, RAM형 무선 ID 태그는, 메모리를 재기입하기 위한 특별한 회로가 필요하고, 메모리를 자유롭게

재기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시큐러티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커져,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종래, 위조 태그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위 판정을 행하는 시스템이 없어, 적확하게 진위 판정이 행해지지 않

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에 적합한 무선 ID 태그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을 적확하게 행할 수 있는 무

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을 적확하게 행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은, ROM형 무선 ID 태그가 저장하는 데이터로서, 임의의 카테고리에는 공통인 값인 서비스 식별자

와, 사용자 고유 데이터의 기록과 연속 번호를 유지하는 서비스 데이터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선 ID 태그에 저장하는 진성품(眞性品)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식별자를 추

가하기 위한 정보나, 진성품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식별자를,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에 저장함으로써 추가 변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선 ID 태그에 기록하는 데이터의 소정 비트를 메이커 코드로서 할당하고, 이 상품

제조 메이커로부터의 상기 특정 상품의 각각을 특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부여하여 제조한 무선 ID 태그에 기억된 서비스

식별자를 핸디 무선 ID 태그 데이터 판독 장치에 의해 판독하여, 사전에 기억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와 일치했을 때에 일

치한 것을 표시하고 진성품으로 판정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에 적합한 무선 ID 태그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을 적확하게 행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ROM형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서버 등에 액세스하지 않아도 물건이나 부품

이 진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의 갱신이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어, 서비스 식별자의 갱신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실시예>

도 1에는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한 정보의 송수

신 관계를 도시하고, 도 2, 도 3에는 무선 ID 태그를 이용하여 상품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품의 진위 판정 시스템의 일 실시

형태를 도시한다.

도 1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번호 관리를 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 번호 관

리 회사(1)는, 무선 ID 태그(50)를 사용하는 상품 제조 메이커(2)와,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하는 데이터인 번호의 할당

관리를 행하는 사업 계약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 관리를 행한 번호는, 무선 ID 태그(50)에 저장되며, 이 번호가 저장

된 무선 ID 태그(50)는, 사전에 할당 관리를 행한 번호를 기록한 진위 판정 장치(30)에 의해, 무선 ID 태그에 저장된 번호

를 대조함으로써, 이 무선 ID 태그(50)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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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의 처리 장치를 갖고 있다. 즉, 처리 장치(10)는, CPU(11)를 갖

고 있으며, 이 CPU(11)에 의해 처리가 행해진다. 이 CPU(11)에는, 버스 라인을 통해 맨 머신 인터페이스(12)가, 또한, 버

스 라인을 통해 각종 데이터베이스인 기억 장치가 접속되어 있다. 이 맨 머신 인터페이스(12)는, 처리 장치(10)의 처리(데

이터의 기입, 판독 등)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억 장치에는,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이스(13), 할당 서비스 식별자 데

이터베이스(14), 할당 서비스 데이터(번호) 데이터베이스(15), 추가 할당 서비스 데이터(번호) 데이터베이스(16), 에러 칩

서비스 데이터(번호) 데이터베이스(17)가 있다.

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도 2∼도 3에서, 무선 ID 태그(50)를 사용하는 상품 제조 메이커(2)와,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하는 데이터인 번호의 할당 관리를 행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도 4의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이스(13)에 이 메

이커를 등록한다(2102). 이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 제조 메이커(2)는,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대하여 서비스 식별

자의 할당을 의뢰한다(2104). 이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 서비스 식별자의 할당 의뢰를 받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

는, 의뢰자인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서비스 식별자의 할당 처리를 행하고, 도 4의 할당 서비스 식별자 데이터베이

스(14)에 할당한 서비스 식별자를 등록한다(2106). 이 서비스 식별자의 할당 처리를 행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이 할

당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를 의뢰자인 상품 제조 메이커(2)에 통지한다(2108). 이 상품 제조 메이커

(2)에의 통지와 함께, 이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진위 판정 장치를 제조하는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에 할당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를 통지한다(2110). 혹은,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로 통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의 통지를 받은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에서는, 이 기본 번호 관

리 회사(1)로부터 통지를 받은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에 기초하여, 진위 판정 장치(30)를 제조한다(2112). 이 제조된 진위

판정 장치(30)는, 상품의 진위 판정을 행하는 중간 도매업자, 소매점에 배포된다(2114). 또한, 칩 제조 메이커도, 진위 판

정 장치 제조 메이커(3)와 마찬가지로,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의 통지를 받아, 칩의 제조를 행한다.

한편, 이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의 통지를 받은 상품 제조 메이커(2)에서는, 이 할당된 서비스 식

별자에 기초하여,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대하여 필요 수의 서비스 데이터(번호)의 할당 의뢰(예를 들면, 특정 상품의 사

용자 데이터 S 사이즈용으로 10만개)를 행한다(2116). 이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 필요 수의 서비스 데이터(번호)의 할

당 의뢰를 받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의뢰자인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서비스 데이터(번호)의 할당 처리를 행

하고, 도 4의 할당 서비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15)에 할당한 서비스 데이터를 등록한다(2118). 이 서비스 데이터(번호)의

할당 처리를 행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이 할당한 서비스 데이터(번호)에 기초하여, 상품 제조 메이커와 함께, 칩 제

조 메이커(4)에 대하여,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와 서비스 데이터(번호)를 통지하고, 이 할당된 서비스 데이터(번호)를 기억

시킨 칩의 제조를 의뢰한다(2120).

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부터의 칩 제조 의뢰를 받으면, 칩 제조 메이커(4)에서는, 이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와 서비스

데이터(번호)를 기억시킨 칩의 제조를 행한다(2122). 이 칩 제조 메이커(4)에서, 이 할당된 서비스 데이터(번호)를 기억시

킨 칩이 제조되면, 이 제조된 칩을 태그 제조 메이커(5)로 송부하여, 이 칩을 매립한 태그의 제조를 의뢰한다(2124). 이 태

그 제조의 의뢰를 받으면, 태그 제조 메이커(5)에서는, 칩 제조 메이커(4)로부터 송부되어 온 칩을 사용하여 태그 제조를

행한다(2126). 이 태그 제조 메이커(5)에서, 태그의 제조가 행해지면, 이 제조된 태그를 상품 제조 메이커(2)로 송부한다

(2128). 이 제조된 태그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서, 상품에 부착된다(2130). 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의해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모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칩 제조 메이커(4)에서의 칩 제조 단계, 제조

된 칩을 사용하여 태그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다소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이 불량품으로 된 태그, 칩

에 기억된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결번이 된다. 이 결번이 된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도 4에 도시한 에러 칩 서비스 데이터(번호) 데이터베이스(17)에 저장된다.

또한,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도, 칩 제조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할당된 서비스 데이터의 통지를 받아, 진위 판정 장치

의 제조를 행한다.

또한, 상품 제조 메이커(2)는,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대하여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ID)의 추가 할당을 의뢰한다(2132).

이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ID)의 추가 할당 의뢰를 받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의뢰

자인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추가 서비스 ID의 할당 처리를 행하고, 도 4의 추가 할당 서비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16)에 할당한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를 등록한다(2134). 이 추가 서비스 ID의 할당 처리를 행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와 함께,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진위 판정 장치를 제조하는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에, 이 할당한 추가 서비스 ID(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를 통지한다(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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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당된 추가 서비스 ID(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의 통지를 받은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에서는, 이 기본 번호 관

리 회사(1)로부터 통지를 받은 할당된 추가 서비스 ID에 기초하여, 진위 판정 장치(30)에 추가 서비스 ID를 판독하는 프로

그램을 기입한다(2138).

또한, 이 진위 판정 장치 제조 메이커(3)에의 통지와 함께, 이 추가 서비스 ID의 할당 처리를 행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

는, 이 할당한 서비스 ID(번호)에 기초하여, 칩 제조 메이커(4)에 대하여 할당된 서비스 ID(번호)를 통지하고, 이 할당된 서

비스 ID(번호)를 기억시킨 칩의 제조를 의뢰한다(2140).

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부터의 칩의 제조 의뢰를 받으면, 칩 제조 메이커(4)에서는, 이 할당한 서비스 ID(번호)를 기

억시킨 칩의 제조를 행한다(2142). 이 칩 제조 메이커(4)에서, 이 할당된 서비스 ID(번호)를 기억시킨 칩이 제조되면, 이

제조된 칩을 태그 제조 메이커(5)로 송부하여, 이 칩을 매립한 태그의 제조를 의뢰한다(2144). 이 태그 제조의 의뢰를 받으

면, 태그 제조 메이커(5)에서는, 칩 제조 메이커(4)로부터 송부되어 온 칩을 사용하여 태그의 제조를 행한다(2146). 이 태

그 제조 메이커(5)에서, 태그의 제조가 행해지면, 이 제조된 태그를 상품 제조 메이커(2)로 송부한다(2148). 이 제조된 태

그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서, 상품에 부착된다(2150). 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의해 할당된 서비스 ID(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모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칩 제조 메이커(4)에서의 칩 제조 단계, 제조된 칩을 사용하여 태그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다소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이 불량품으로 된 태그, 칩에 기억된 할당된 서비스

ID(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결번이 된다. 이 결번이 된 할당된 서비스 ID(예를 들면, 3비트의 숫자)는, 도 4에 도시한

에러 칩 서비스 데이터(번호) 데이터베이스(17)에 저장된다.

서비스 식별자의 추가도 서비스 ID와 마찬가지의 수속으로 추가가 가능하다.

도 5에는, 상품 제조 메이커(2)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의 회원이 되기 위한 상품 제조 메이커(2)측의 회원 등록 처리 흐

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5에서, 단계 2202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대하여, 회원 등록을 신청한다. 이 단계 2202

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에 의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의 회원 등록 신청이 행해지면, 단계 2204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부터,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업종, 전화 번호, 자

본금, 패스워드, 기타)을 제시하고, 상품 제조 메이커(2)는, 이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을 수령한다. 이 단계 2204에

서 상품 제조 메이커(2)가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의 수령을 행하면, 단계 2206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는,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부터 수령한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 송신한다. 이 단계

2206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 대하여,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의 송신을 행하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서는, 도 4에 도시한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이스(13)에 등록한다. 이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

이스(13)에의 등록을 행하면,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 ID 코드(서비스 식별자)를 할당하고, 단계

2208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는,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로부터 ID 코드를 수령하여 회원 등록을 종료한다.

도 6에는, 상품 제조 메이커(2)가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측의 회원 등록 처리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6에서, 단계 2302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의 회원 등록의 신청을 수령한다. 이 단계

2302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가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의 회원 등록 신청을 수령하면, 단계 2304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업종, 전화 번호,

자본금, 패스워드, 기타)의 문의를 행한다. 이 단계 2304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

의 문의를 행하면, 단계 2306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의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

을 수신한다. 이 단계 2306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가 상품 제조 메이커(2)로부터의 회원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을

수신하면, 단계 2308에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에서는, 도 4에 도시한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이스(13)에 기억하여

회원 등록을 행한다. 이 단계 2308에서 상품 제조 메이커 데이터베이스(13)에의 등록을 행하면, 단계 2310에서, 기본 번

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 ID 코드를 설정한다. 이 단계 2310에서 ID 코드의 설정을 행하면, 단계 2312에

서, 기본 번호 관리 회사(1)는, 상품 제조 메이커(2)에 대하여, 회원 등록이 행해진 것과, 설정된 ID 코드의 통지를 행하고,

회원 등록 플로우를 종료한다.

이러한 상품 제조 메이커(2)가 사용하는 비접촉 IC 칩의 구성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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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에서, IC 칩(102)은, 안테나부(104)와 전원부(106), 논리부(108), 메모리부(110)로 이루어진다. 비접촉 IC 칩은, 접점

을 갖지 않고, 판독 장치로부터 안테나부(104)로 전파를 보냄으로써, 전원의 공급 및 클럭,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한다. 안

테나부가, IC 칩의 칩 내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안테나부를 갖는 것이 있다. 도 7은 칩 내부에 안테나부를 갖는 것을 상정

한 것이다. 칩 외부에 안테나부를 갖는 것은, 안테나부가 칩의 외부 부착으로 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안테나부가 칩 내

부에 있든 칩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양방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판독 장치와 안테나부의 비접촉 방식으로서, 전자 유도

등 몇 개의 방법이 있다. 본 발명은 어느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IC 칩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안테나부(104)에서 전파를 받고, 전원부(106)에서 전원으로 바꿔, IC 칩

전체의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생성한다. 안테나부(104)에서 받은 전파는, 클럭 성분이 추출되어, IC 칩 전체의 회로의

클럭으로서 사용된다. 논리부(108)는, 판독 장치로부터 보내어져 온 명령에 따라, 처리를 행한다. 메모리부(110)는 IC 칩

에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다. 본 발명의 무선 ID 태그에 사용되는 IC 칩은, 메모리부에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

리인 ROM이 사용되고 있다. ROM형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는 공장에서 제조 시에 기입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태그가 건

네져도, 그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 RAM형 무선 ID 태그는, 고객이 데이터를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RAM형 무

선 ID 태그를 위조 방지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 8에는 무선 ID 태그의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이 무선 ID 태그는, 비접촉 IC 칩(204)에 판독 장치와의 송수신을 행하

기 위한 안테나(206, 208)를 부착하고, 보강하기 위한 시일(202) 사이에 끼워져 제작되어 있다.

도 9는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에서,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 구조(302)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카테고리에 공통으로 할당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

자(304)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카테고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 및 동일한 서비스 식별자를 갖는

무선 ID 태그를 식별할 수 있는 연속 번호를 보유하는 서비스 데이터(306)로 이루어진다. EDC(Error Detecting Code)

(308)는, 데이터의 판독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다. EDC는, 태그 정보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패리티 체

크에 사용되는 패리티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EDC를 체크하여, 정상적인 데이터만이 사용된다. EDC 체크를 만족시키지

못한 데이터는, 무효 데이터로서 취급된다. 상품 등이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무

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하여, 그 상품에 할당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진짜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선 ID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무선 ID 태그 피장착물의 태그 정보를 판독함으로써, 그 속에 정당한 서비스 식별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진짜로 간주할 수 있도록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데이터에는, 상품의 개개의 제품 관리에 사용하는 연속 번호나, 제조 시기를 나타내는 정보, 상품의 버전, 상품의

세세한 종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부착할 수 있다. 상품의 외관은 동일하지만, 버전이나 세세한 종별을 첨부하고자 할 때

에,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ROM형 무선 ID 태그에서는, 시퀀셜 데이터(sequential data)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품이 진짜인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부착된 시퀀셜 데이터와 대조할 필요가 있어, 대조를 위한 통신 비용이 들 가능성

이 있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식별자만을 확인하면,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RAM형 무선 ID 태그에서

는, 서비스 식별자를 태그 정보로서 간단하게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위조 방지 능력은 갖지 않는다.

도 10은 하나의 무선 ID 태그의 데이터(302)로서, 복수종의 서비스 식별자의 길이를 취하는 것을 도시한 실시예이다. 서비

스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응용에서는 긴 서비스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한, 본 발

명의 무선 ID 태그는 많은 응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식별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식별자의

길이가 긴 쪽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식별자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10비트이면, 1024의 응용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한

편, 서비스 식별자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길이를 32비트로 하면, 약 42억의 서비스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무선

ID 태그의 전체 데이터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EDC의 길이도 일정하게 하면, 서비스 식별자의 데이터 길이가 길면, 서비

스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길이가 짧아진다. 이와 같이, 서비스 식별자의 데이터 길이를 복수 종류 준비하면, 데

이터 길이가 긴 서비스 데이터를 필요한 응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 수많은 응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헤더(404)는, 2비트의 길이를 가지며, 4종류의 서비스 식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

이터(402)의 서비스 식별자(406)는 10비트이고, 서비스 식별자(416) 및 서비스 식별자(426), 서비스 식별자(436)의 데이

터 길이는, 각각 14비트, 24비트, 36비트이다. 이들 비트수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식별자의 수와, 서비스 데이터의 길

이를 정한다. 36비트의 서비스 식별자는, EAN 코드(국제 물품 번호 코드)에 대응한 코드를 서비스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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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502)의 실시예이다.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502)는 무

선 ID 태그와 통신하기 위한 안테나(504)를 갖는다.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해, 스위치(508)를 누르면, 안테나(504)로부터

전파가 무선 ID 태그(510)로 송신되고, 무선 ID 태그는 그 결과를 안테나(504)로 반환한다. 정보 처리 장치(502)는 처리

결과를 디스플레이(506)에 표시한다.

도 12는 정보 처리 장치(502)에서 무선 ID 태그로부터 응답된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행하는 실시예이다.

정보 처리 장치(502)는, 진짜에 부착된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식별자를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보존한다.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는, 판독한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 내에 있는 서비스 식별자와 비교

되어, 서비스 식별자가 동일하면 진짜로 간주하기 위해 사용된다.

물건이 진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선 ID 태그가 정보 처리 장치(502)에 근접했을 때나, 무선 ID 태그

가 부착된 부품이 정보 처리 장치(502)에서 사용되었을 때에, 정보 처리 장치(502)에서, 안테나(504)로부터 무선 ID 태그

로 보내어져 온 태그 정보를 태그 정보 판독부(606)에서 판독한다.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610)에서, 판독

한 서비스 식별자가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정·대조한다.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는, 정보 처리 장치의 출하 시 등에, 사전에 진짜로 간주하는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해 둔다.

판정·대조 결과에 의한 동작은, 응용에 의해 다양한 동작 제어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하면, "진짜이다"로 표시하거나, 도

어의 키를 여는 것을 동작부(612)에 지시한다. 동일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로 표시하거나, 도어의 키를 열지 않는 것

을 동작부(612)에 지시한다. 정보 처리 장치(502)가 프린터나 토너이면, 무선 ID 태그를 잉크의 탱크 등에 부착함으로써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보 처리 장치(502)가 전기 제품이면, 전지나 부품에 무선 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부품이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처리 장치(502)가 차이면, 타이어에 무선 ID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진짜 타이어 혹은 적정한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정 결과를 표시하거나,

동작을 중단하거나, 동작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경고를 발함으로써, 부품으로서 잘못된 것을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도 13은 서비스 식별자 이외에 서비스 데이터의 정보도 사용한 정보 처리(502)의 예이다. 서비스 식별자만에 의한 물건의

인식에서는, 정보 처리(502)에 있는 물건이 재이용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출할 수 없다. 본 실시예는, 무선 ID 태그

의 태그 정보 중에 있는 서비스 데이터에 기입되어 있는 연속 번호를 사용하여, 재이용 검출을 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서

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710)에서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708)에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와 태그 정보 판

독부(704)에서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가 동일하면,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714)에서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와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데이터와 판정·대조를 행한다. 일치하면, 재이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이용된 경우의 동작을 동작부(712)에 지시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를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

에 기록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동작을 동작부(712)에 지시한다. 만약,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서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를 기록하는 메모리가 없어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서비스 데이터를 삭제한다. 재이용된 경우의 동

작부(712)의 동작은 응용에 의해 서로 다르다.

도 13의 정보 처리 장치를 복사기 등의 소모품을 이용하는 기기에 적용하는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복사기 등의 소모

품을 이용하는 기기에서는, 소모품을 보충하는 부품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부품이 적

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기가 부서지거나, 동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부품이 장착되었을

때나 기기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에 태그 정보를 판독할 때에, 별도로 부품의 사용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

(716)에 서비스 데이터 내의 연속 번호와 사용 상황의 조를 기록한다. 그리고, 부품이 장착되었을 때에 새롭게 태그 정보를

판독하여, 서비스 데이터 내의 연속 번호와 별도로 파악한 사용 상황과,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 기록되어 있던 정보

가 정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 부품이 아닌 것으로 하여, 부품의 사용에 관하여, 상황을 표시거나, 동작을 중단하거나,

혹은, 동작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발하는 등 제어를 행한다. 정합되지 않은 예로서,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

(716)에는, 임의의 서비스 데이터의 연속 번호를 갖는 부품의 소모품의 내용물이 비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데이터의 연속 번호를 새롭게 판독하였을 때, 내용물이 가득차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품

에 부정한 가공이 가해져 있어, 기기가 파손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동작부는 그 부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처리를 행한다.

도 13의 정보 처리 장치를 입출문 관리의 기기에 적용하는 실시예로서, 무선 ID 태그를 내장한 카드를 꽂으면 입실을 허가

하는 기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태그 정보 판독부(706)에서,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한다. 판독한 태그 정보의 서

비스 식별자가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710)에서 대조를 행한다. 동일한 서비스 식별자가 아니면, 도어를 열지 않고 처리를 종료한다. 동일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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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식별자이면, 판독한 태그 정보 중의 서비스 데이터가,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 기록된 서비스 데이터와 동일한지

의 여부를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714)에서 판정·대조를 행한다. 대조한 결과, 동일하면, 도어를 열도록 동작부

(712)에 지시한다. 동일하지 않으면, 도어를 열지 않는다.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716)에, 사전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무

선 ID 태그의 서비스 데이터, 혹은 동일한 날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데이터, 특정한 날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데이터, 일정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해 둠으로써,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714)에서는, 허가된 범위에서만 게이트를 비우도록 제어를 행할 수 있다. 허가된 조건에서 무

선 ID 태그가 사용되었다면,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에서 그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데이터의 내용을 삭제한다. 그렇게 함으

로써, 그 태그로 입실할 수 없게 된다.

입실할 수 있는 모든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면, 도 12의 구성에서,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입실

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610)에서, 태그 정보 판독

부(604)에서 판독한 태그 정보와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저장되어 있는 태그 정보 전부와 대조하여, 동일한 태그 정

보가 기록되어 있으면, 동작부(612)에 도어를 여는 지시를 내린다. 본 실시예에서도, 입실할 수 있는 횟수나 날짜를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에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와 조로 저장해 둠으로써, 허가된 범위에서만 게이트를 비우는 제어가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610)에서 가능해진다.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진짜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의 종류가 증가된 경우 등의 이유로 진

짜인 서비스 식별자의 추가를 행할 필요성이 생긴다. 정보 처리 장치의 다른 입력 수단으로,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608)의

데이터를 갱신할 수도 있지만,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를 갱신할 수 있는 쪽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제조 메이커가 새로운 서비스 식별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품을 유통시킴과 동시에, 서비스 식별자의 갱신을 행하

기 위한 무선 ID 태그도 함께 유통시키도록 하면 되므로, 정보 처리 장치의 기록부의 갱신 시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처음에, 신규로 서비스 식별자를 추가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는 무선 ID 태그의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한

다. 도 14는 본 실시예의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식별자와 서비스 데이터의 내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의 서비스

식별자(804)에는, 서비스 식별자 추가용 서비스 식별자(806)가 사용된다. 서비스 데이터(816)에는, 본래의 서비스 식별자

(808)와 추가하는 서비스 식별자(810), 고유 데이터(812), 연속 번호(814)가 저장되어 있다. 본래의 서비스 식별자(808)

는, 진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식별자(304)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미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기

록되어 있는 것이다.

도 14의 서비스 식별자(804)와 서비스 데이터(816)로 이루어지는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여, 서비스 식별자의 추가를 행하

는 정보 처리 장치의 실시예를 도 15에 도시한다. 태그 정보 판독부(906)에서 판독된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910)에서, 서비스 식별자(804)의 식별을 행한다. 그 처리 수순을 도 16에 도시한

다. 우선,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의 내용이 서비스 식별자 추가용 서비스 식별자(806)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1006). 그렇

지 않으면,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의 내용이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908)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1008). 기

록되어 있으면, 서비스 식별자가 일치한 것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914)에 통지한다.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914)에서는, 무선 ID 태그가 올바른 것으로서 처리를 행한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식별자가 일치하

지 않는 것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914)에 통지한다.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914)에서는, 무선

ID 태그가 적절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가짜인 것으로서 처리를 행한다. 이 처리는 도 13에 도시한 처리와 동일하다.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의 내용이 서비스 식별자 추가용 서비스 식별자(806)이면, 서비스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서비스 식별자(808)가,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908)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1014).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 데이터의 기존의 서비스 식별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에 전달하고(1016),

무선 ID 태그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처리를 행한다. 기록되어 있으면,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908)에 추가하는 서비스

식별자(810)를 추가 기록한다(1018). 그 후, 서비스 데이터 내에 기존의 서비스 식별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서비스 데이

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에 전달하고(1020), 적절한 무선 ID 태그로서의 처리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910)에 의해,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908)에, 서비스 식별자를 추가

기록한다(920).

다음으로, 기존의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 장치에 새로운 서비스 식별자를 추가하는 무선 ID 태그의 실시예

를 도 17에 도시한다. 서비스 식별자(1104)에는, 기존의 서비스 식별자(1106)를 저장한다. 이것은, 통상의 사용 방법과 동

일하다. 본 실시예의 서비스 데이터(1116)에는, 서비스 데이터 내에 추가하는 서비스 식별자(1112)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1108)의 데이터 영역이 있다.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1108)가 "온"이면, 서비스 식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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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플래그(1108) 후에 추가하는 서비스 식별자(1110)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오프"이면,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

(1108) 후에 추가하는 서비스 식별자(1110)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 고유 데이터(1112)나 연속 번호(1114)는, 도 12이나

도 13의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도 17에 도시한 데이터를 사용한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서비스 식별자의 추가를 행할 때의 정보 처리 장치의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1210)의 실시예를 도 18 및 도 19에 도시한다. 우선, 서비스 식별자에 의한 동작 제어부

(1210)에서, 태그 정보 판독부(1206)에서 판독된 태그 정보의 서비스 데이터 식별자가,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1208)에 기

록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1306).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가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1214)에 전달한다(1308). 기록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이면, 서비스 데이터의 서비

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가 온인지의 여부를 조사한다(1310). "오프"이면,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가 오프인 것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1214)에 전달하고(1312), 통상의 처리를 행한다. "온"이면, 서비스 식별자 추가 플래그가 온인

것을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1214)에 전달한다(1314). 서비스 데이터에 의한 동작 제어부(1214)에서는, 추가

하는 서비스 식별자(1112)를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1208)에 추가한다.

이들은, 서비스 식별자의 추가의 실시예이지만, 삭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도 20에는 본 발명을 적용한 진위 판정 처리 플로우가 도시되어 있다. 즉, 단계 2402에서,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한 데이

터를 판독하는 진위 판정 장치를 온한다. 이 단계 2402에서 무선 ID 태그(50)에 저장한 데이터를 판독하는 진위 판정 장치

가 온하면, 단계 2404에서, 진위 판정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제조 메이커(진위 판정을 행하는 대상이 되는 메이커)의 선택

을 행한다. 이 단계 2404에서 진위 판정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제조 메이커의 선택을 행하면, 단계 2406에서, 진위 판정

장치를 상품에 매립된 무선 ID 태그(50)에 근접시켜 무선 ID 태그(50)에 기입된 정보를 판독한다. 이 단계 2406에서 상품

에 매립된 무선 ID 태그(50)에 기입된 정보를 판독하면, 단계 2408에서, 진위 판정 장치의 램프가 점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이 단계 2408에서 진위 판정 장치의 램프가 점등하였다고 판정되면, 단계 2410에서,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은, 진성품으로 판정한다. 또한, 이 단계 2408에서 진위 판정 장치의 램프가 점등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단

계 2412에서,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은, 비진성품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이 진위 판정 장치에

의한 진위 판정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본 진위 판정 처리 플로우에서,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이 진성품인 경우에 진위 판정 장치

의 램프가 점등하고,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이 비진성품인 경우에 진위 판정 장치의 램프가 점

등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이 비진성품인 경우에 진위 판정 장치의 램

프가 점등하고, 데이터를 판독한 무선 ID 태그(50)가 부착된 상품이 진성품인 경우에 진위 판정 장치의 램프가 점등하지

않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기 예에서는 램프로 하였지만, 문자 표시에 의해, 메이커명, 상품명을 표시하도록 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해도 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에 적합한 무선 ID 태그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부품의 진위 판정을 적확하게 행할 수 있는 무선 ID

태그를 판독하는 정보 처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ROM형 무선 ID 태그의 서비스 식별자를 사용하여, 서버 등에 액세스하지 않아도 물건이나 부품

이 진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위조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서비스 식별자의 갱신이 ROM형 무선

ID 태그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어, 서비스 식별자의 갱신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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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판정 장치에 있어서,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

로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하는 태그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로부터 상기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

상기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

상기 판독부에서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가, 상기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기록된 서비스 식별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

정하는 제1 판정부, 및

상기 제1 판정부에서 상기 서비스 식별자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때에, 판정 결과를 표시하거나, 동작을 중단

하거나, 혹은, 동작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발하는 동작부를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식별자는 무선 ID 태그가 장착된 피장착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고,

상기 제1 판정부는 피장착물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고,

상기 동작부는, 진위를 표시하거나, 가짜인 경우에 동작을 중단하거나, 혹은, 가짜인 경우에 동작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발하며,

상기 무선 ID 태그가 장착된 피장착물은 상기 판정 장치에 부착되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청구항 9.

판정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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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

로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 및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

고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태그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로부터

상기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부,

상기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

상기 판독부에서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가, 상기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기록된 서비스 식별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

정하는 제1 판정부,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기록하는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 및

상기 판독부에서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가 상기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에 기록된 서비스 데이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

정하는 제2 판정부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ID 태그가 장착되는 피장착물을 상기 판정 장치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판정부의 판정 결과에 따라 동작하는 동작부 및, 상기 피장착물의 사용 상황을 파악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는 상기 피장착물의 사용 상황을 상기 서비스 식별자와 대응시켜 저장하고, 상기 제2 판정부에

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상기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에서 상기 판독부에서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와 대응시

킨 사용 상황이 상기 파악 수단에 의해 파악한 사용 상황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동작부가 동작을 중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무선 ID 태그가 장착된 피장착물의 사용 상황에 관한 정보이고,

상기 제2 판정부는 상기 피장착물의 사용 가능성을 판정하고,

상기 동작부는, 사용 상황을 표시하거나, 상기 피장착물이 사용 불가인 경우에 사용 동작을 중단하거나, 혹은, 상기 피장착

물이 사용 불가인 경우에 사용 동작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는 새로운 서비스 식별자를 추가 기록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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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 기록은, 입력에 의해 행하거나, 혹은,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

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로서, 상기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대하여, 새로운 서비스 식별자를 추가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추가 기록을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의 판독에 의해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청구항 14.

판정 방법에 있어서,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

로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

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태그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로부터 상

기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상기 서비스 식별자를 기록하는 단계,

상기 판독한 서비스 식별자가, 상기 서비스 식별자 기록부에 기록된 서비스 식별자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및

상기 판독한 서비스 데이터가 상기 서비스 데이터 기록부에 기록된 서비스 데이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 ID 태그가 장착되는 피장착물을 상기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정 장치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방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

로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태그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의 상기 태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무선 ID 태그를 장착하는 피장착물을 취급하는 메이커를 등록하는 메이커 데이터베이스,

상기 메이커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를 할당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식별자 데이터베이스, 및

상기 메이커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할당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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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에 대하여,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를 추가 할당하여 등록하는 추가 서비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장치.

청구항 18.

재기입 불가능한 메모리를 갖고, 상기 메모리 내에 기억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 ID 태그로서, 상기 메모리 내의 정보

로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에 공통의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테고리

내에서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다른 값을 설정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태그 정보를 갖는 무선 ID 태그의 상기 태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ID 태그를 장착하는 피장착물을 취급하는 메이커를 등록하는 단계,

상기 메이커로부터의 서비스 식별자의 요구에 대하여, 서비스 식별자를 할당하는 단계, 및

상기 할당된 서비스 식별자를 상기 메이커, 상기 무선 ID 태그의 메모리를 제조하는 메이커 및 상기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정 장치를 제조하는 메이커에 통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메이커로부터의 서비스 데이터의 요구에 대하여, 서비스 데이터를 할당하는 단계와,

상기 할당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메이커, 상기 무선 ID 태그의 메모리를 제조하는 메이커 및 상기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정 장치를 제조하는 메이커에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메이커로부터의 새로운 서비스 데이터의 요구에 대하여, 서비스 데이터의 추가 할당을 행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 할당된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메이커, 상기 무선 ID 태그의 메모리를 제조하는 메이커 및 상기 무선 ID 태그의

태그 정보를 판독하는 판정 장치를 제조하는 메이커에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서비스 데이터는 상품 제조 메이커의 코드 및 특정 제조 메이커의 상품 코드에 대응하고, 상기

판독부에서 상기 무선 태그로부터 판독한 상기 메이커 코드 및 상기 상품 코드가 사전에 기억되어 있는 메이커 코드 및 상

품 코드와 일치한 경우에, 상기 피장착물이 진성품인 것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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