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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컨텐츠 기록 재생에 있어서의 정확하며 효율적인 저작권 대응 제어를 가능하게 한 기록 재생 장치를 제공한다. 기록 

매체의 격납 컨텐츠의 대응 저작권 정보로서, 기록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를 격납하였다. 컨텐츠 재생에 있어서, 입

력 소스 정보를 취득하고, 취득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출력의 가부를 판정한다. 입력 소스에 응한 다양한 출력 제한

에 응한 정확한 컨텐츠 재생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 정보에 대한 MAC의 생성에 필요한 키를 트리(나무)

구조의 키 배포 구성에 따른 유효화 키 블록(EKB)과 함께 송신하는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라이센스 디바이

스에서만 MAC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컨텐츠의 정당한 이용 구성이 실현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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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보 기록 장치, 정보 재생 장치, 및 정보 기록 방법, 정보 재생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더

욱 상세하게는 저작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 제한이 부가된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격납 처리, 및 기록 매

체로부터의 재생 처리의 개량을 도모하는 정보 기록 장치, 정보 재생 장치, 및 정보 기록 방법, 정보 재생 방법, 및 컴

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의 진보 및 발전에 수반하여, 근래에 정보를 디지털적으로 기록하는 기록 장치나 기록 매체가 

보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록 장치 및 기록 매체에 의하면, 예를 들면 화상이나 음성을 열화시키지 않고 기록

및 재생을 반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데이터는 화질이나 음질을 유지한 채로 몇번이나 카피를 반복하여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에 , 카피가 위법으로 행하여진 기록 매체가 시장에 유통되게 되면 음악, 영화 등 각종 컨텐츠의 저작

권자, 또는 정당한 판매권자 등의 이익이 손상되게 된다. 요즘에는 이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부정한 카피를 막기 위

해, 디지털 기록 장치 및 기록 매체에 위법한 카피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처리 구성이 실현 또는 제안되고 있다.

위법한 카피를 방지하기 위해, 컨텐츠에 대응시킨 카피 제어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카피 제어 정보로서는 S

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이나 CGMS(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이 있다. 이들의 카

피 제어 정보의 내용은 그 정보가 부가된 데이터는 제한 없이 카피가 허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카피 프리(Copy F

ree), 1세대만의 카피를 허가하는 1세대 카피 허가(One Generation Copy Allowed),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 카피 금

지(Copy Prohibited) 등의 정보이다.

CGMS 방식은 아날로그 영상 신호(CGMS-A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그 휘도 신호의 수직 블랭킹 기간 내의 특정한 1

수평 구간, 예를 들면 NTSC 신호의 경우에는 제 20 수평 구간의 유효 영상 부분에 중첩하는 20비트의 부가 정보 중

의 2비트를 복제 제어용의 정보로서 중첩하고, 또한, 디지털 영상 신호(CGMS-D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디지털 영상 

데이터에 삽입 부가하는 부가 정보로서 복제 제어용의 2비트의 정보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CGMS 방식의 경우의 2비트의 정보(이하, CGMS 정보라고 한다)의 의미 내용은 [00]……복제 가능, [10]……1회

복제 가능(1세대만 복제 가능), [11]……복제 금지(절대 복제 금지)이다.

영상 정보에 부가된 CGMS 정보가 [10]인 경우에, CGMS 대응의 기록 장치에서는 그 영상 정보의 복제 기록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기록을 실행하지만, 기록된 영상 신호에는 [11]로 바꿔서 기록(이하, '개서'라고 한다)된 CGMS 정

보가 부가된다. 그리고, 기록하고자 하는 영상 정보에 부가된 CGMS 정보가 [11]인 경우에는 CGMS 대응의 기록 장

치에서는 그 화상 신호의 복제 기록은 금지인 것으로 하여 기록의 실행이 금지된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의 인터페이

스로서 IEEE1394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CGMS 정보를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행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예를 들면, MD(미니 디스크)(MD는 상표) 장치에 있어서, 위법한 카피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SCMS(Serial C

opy Management System)가 채용되고 있다. SCMS는 데이터 재생측에서,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SCMS 신호를 디

지털 인터페이스(DIF)로부터 출력하고, 데이터 기록측에서, 재생측에서의 SCMS 신호에 의거하여, 재생측에서의 오

디오 데이터의 기록을 제어함으로써 위법한 카피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SCMS 신호는 오디오 데이터가 몇번이라도 카피가 허용되는 카피 프리(copy free)의 데이터인지, 한번

만 카피가 허용되고 있는 (copy once allowed) 데이터인지, 또는 카피가 금지되어 있는 (copy Prohibited) 데이터인

지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데이터 기록측에서, DIF로부터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면, 그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

는 SCMS 신호를 검출한다. 그리고, SCMS 신호가 카피 프리(copy free)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디오 데이터를 SC

MS 신호와 함께 미니 디스크에 기록한다. 또한 SCMS 신호가 카피를 한번만 허가(copy once allowed)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SCMS 신호를 카피 금지(copy Prohibited)로 변경하고, 오디오 데 이터와 함께 미니 디스크에 기록한다. 또

한 SCMS 신호가 카피 금지(copy Prohibited)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디오 데이터의 기록을 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

은 SCMS를 사용한 제어를 행함으로써, 미니 디스크 장치에서는 SCMS에 의해, 저작권을 갖는 오디오 데이터가 위법

하게 카피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상술한 카피 제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구성으로서는 본 특허 출원인인 소니 주식회사를 포함하는 기업 5사

의 공동체가 제안하는 5C-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에 따른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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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rol Information)가 있다. 이것은 IEEE1394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컨텐츠 입력의 경우 또는 위성 지상파의 디지털 

텔레비젼 방송 등에서의 컨텐츠에 대한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의 송신 방법을 규정하고, 

또한 컨텐츠를 기록, 재생하는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카피 제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방법 이외에, 전자 틈(워터 마크(WM)라고도 한다)을 이용한 카피 제어 정보의 부가 구성이 있다. 전자 

틈(워터 마크(WM))은 보통의 컨텐츠(화상 데이터 또는 음성 데이터)의 재생 상태에서는 시각 또는 지각이 곤란한 데

이터를 컨텐츠에 중첩하고, 예를 들면 컨텐츠의 기록, 재생 등의 때에 전자 틈을 검출하고 제어를 행하는 것이다. 컨텐

츠가 아날로그 데이터라 하더라도 전자 틈의 매립, 검출이 가능하여 용도는 넓다. 그러나, 전자 틈의 검출, 매립 처리

를 위한 전용의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술한 바와 같이,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카피 제어 정보의 컨텐츠에 대한 부가 방법은 다양하고, 컨텐

츠를 격납하고, 재생하는 기록 재생 장치로서도, 상술한 다양한 카피 제어 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대응 기기, 불가능한 

비대응 기기 등, 다양한 기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기기가 존재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기간의 컨텐츠 입출력, 카피 처리가 실행된 경우, 카피 제어 정

보의 정확한 취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상술한 5C-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

tion) 시스템에서 제창하는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와, 전자 틈(워터 마크(WM))을 이용한 

카피 제어 정보와의 쌍방이 부가된 컨텐츠에 관한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 컨텐츠 처리 장치가 전자 틈(워터 마크(WM

))의 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전자 틈(워터 마크(WM))의 검출은 가능하지만 매립 처리를 실행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 검출, 매립의 쌍방이 가능한 기기인 경우 등에 있어서, CCI 및 전자 틈의 각 카피 제어 정보의 판독, 개서

처리(바꿔서 기록하는 처리로서, 이하, 개서 처리하고 한다)가 기기에 응하여 다른 양태로 실행되어, 정확한 갱신 처

리가 실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전자 틈(워터 마크(WM))의 검출치에 응하여, CCI의 개서를 행

하는 기기가 있고, 또한 전자 틈(워터 마크(WM))의 검출치를 취득하지 않고 CCI의 개서만을 행하거나, 또는 전자 틈(

워터 마크(WM))과 CCI의 쌍방을 개서하는 등, 그 기기의 처리 가능한 양태에 대응하여 다양한 처리가 실행된다. 이 

결과, CCI와 WM의 부정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올바른 카피 제어가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록 컨텐츠의 입력 소스에 따라서는 기록 매체에 기록한 컨텐츠의 출 력 양태를 제한하는 요구를 수반하여 컨

텐츠를 제공하는 소스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입력 소스의 정보를 파기해 버리면, 미리 입력 소스에 대응하여 규정된

재생 제한이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고, 컨텐츠 재생, 컨텐츠 카피가 무질서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다양한 컨텐츠 입력 소스가 있고, 또한, 다양한 카피 제어 정보

취급 기기가 혼재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입력 소스에 대응하여, 또한 컨텐츠에 부여된 카피 제어 정보에 따른 정확한 

컨텐츠 제어를 실행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정보 재생 장치, 및 정보 기록 방법, 정보 재생 방법, 및 컴퓨터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1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기록 대상 컨텐

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

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改竄, 이하 개찬이라고 한다)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

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 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

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청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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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성을 갖음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되

는 키에 의거하여, 기록 대상 컨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

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

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는 저작권 정보에 의

거하여 생성하고, 해당 생성 데이터와, 상기 기록 매체에 격납이 끝난 개찬 체크 값과의 대조에 의해,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고, 개찬 없음의 결과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 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

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장치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

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

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

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는 구성을 갖음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

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재생 대

상 컨텐츠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기록 매체로부터의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3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기록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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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대상 컨텐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은 또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

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

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

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

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

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기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

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

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 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

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함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기록 대상 컨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 매체에 대

해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4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재생 방법으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은 또한, 상기 입력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

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는 저작권 정보에 의

거하여 생성하고, 해당 생성 데이터와, 상기 기록 매체에 격납이 끝난 개찬 체크 값과의 대조에 의해,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고, 개찬 없음의 결과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 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

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

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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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재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

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

찬 검증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 재생 방법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

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

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재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

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

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

찬 검증을 실행함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

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재생 대상 컨텐츠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 매체로부터의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 5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는 스텝과,

상기 기록 대상 컨텐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 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6의 양태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는 스텝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는 스텝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다양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컴퓨터 

판독 가능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억 매체, 통신 매체, 예를 들면, CD나 FD, MO 등의 기록 매체, 또는 네트워크 등의 통

신 매체에 의해 제공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컴퓨터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프로그램에 응한 처리가 실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한 다른 목적, 특징이나 이점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나 첨부하는 도면에 의거하여 보다 상세한 설

명에 의해 분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시스템이란, 복수의 장치의 논리적 집합 구성이고, 각 구성

의 장치가 동일 몸체 내에 있는 것에는 한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의 제1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의 제2의 구성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의 데이터 기록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의 데이터 재생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포맷을 설명하는 도 면.

도 6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S) 처리 수단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처리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구성을 설명하는 도면.



공개특허 10-2004-0016443

- 7 -

도 8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S) 처리 수단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9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트랜스포트 스트림(TS) 처리 수단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처리되는 블록 데이터의 부가 정보로서의 블록 데이터의 구성예를 도시한 도

면.

도 11은 입력 소스의 출력 제한의 규칙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처리되는 전송 1394 패킷에 있어서의 EMI 격납 위치(5C DTCP 규격)를 도시

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저작권 정보의 데이터로서의 카피 제어 정보 변화점 정보의 구성예를 도시

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 대한 마스터 키, 미디어 키 등의 키의 암호화 처리에 관해 설명한 트리 구성도.

도 15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 대한 마스터 키, 미디어 키 등의 키의 배포에 사용되는 유효화 키 블록(EKB)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마스터 키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사용한 배포 예와 복호 처리 예를 도시

한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마스터 키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사용한 복호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

면.

도 18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 기록 처리에서의 마스터 키의 세대 비교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기록 처리시의 암호화 처리를 설명하는 제1의 블록도.

도 20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기록 처리시의 암호화 처리를 설명하는 제2의 블록도.

도 21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디스크 고유 키의 생성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 기록을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실행하는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실행하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플로우도.

도 23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기록시의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 처리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블록 키의 생성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저작권 정보 격납 처리의 제1의 예 를 도시한 플로우도.

도 26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저작권 정보 격납 처리의 제2의 예를 도시한 플로우도.

도 27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저작권 정보 격납 처리의 제3의 예를 도시한 플로우도.

도 28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저작권 정보 MAC 산출 처리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기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

도 30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31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시의 컨텐츠 데이터 복호 처리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32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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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재생 가능성 판정 처리의 상세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

도 34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저작권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능성 판정 처리의 제1

의 예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35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저작권 정 보에 의거한 재생 가능성 판정 처리의 제2

의 예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36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저작권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능성 판정 처리의 제3

의 예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37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시의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38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저작권 정보에 의거한 재생 처리의 제1의 예를 도시

한 플로우 차트.

도 39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저작권 정보에 의거한 재생 처리의 제2의 예를 도시

한 플로우 차트.

도 40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미디어 키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사용한 배포 예와 복호 처리 예를 도시

한 도면.

도 41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미디어 키의 유효화 키 블록(EKB)을 사용한 복호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

면.

도 42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미디어 키를 사용한 컨텐츠 기록 처리 플로우를 도시한 도면.

도 43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기록 처리시의 암호화 처리를 설명하는 제1의 블

록도.

도 44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기록 처리시의 암호화 처리를 설명하는 제2의 블

록도.

도 45는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기록 처 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

도 46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재생 처리시의 암호화 처리를 설명하는 블록도.

도 47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재생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 차트.

도 48은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 미디어 키를 사용한 데이터 재생 처리에서의 재생 가능성 판정 처리의 상세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도 49는 정보 기록 재생 장치의 처리 수단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설명 순서는 이하의 항목에 따라 행한다.

1. 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

2. 기록, 재생 처리

3. 트랜스포트 스트림(TS) 처리

4. 전자 틈(WM)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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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 정보

6. 키 배신(配信) 구성으로서의 트리(나무) 구조에 관해

7. 마스터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의 기록 재생

8. 미디어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의 기록 재생

9. 기록 재생 장치 하드웨어 구성

[1. 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기록 재생 장치(100)의 한 실시예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기록 재생 장치

(100)는 예를 들면, 데이터 기록 재생 가능한 RAM 디스크를 장착하고, RAM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의 판독 기록을 실

행하는 DVR 시스템, 또는 데이터 기록 재생 가능한 하드 디스크를 장착하고,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의 판독 기록

을 실행하는 HDR 시스템 등으로서, DVD, CD 등의 광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HD 등의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

는 RAM 등의 반도체 메모리 등의 디지털 데이터의 기억 가능한 매체에 대한 데이터의 기록 재생을 실행하는 장치이

다.

기록 재생 장치(100)는 입출력 I/F(Interface)로서, USB 대응의 입출력 I/F(Interface)(121), IEEE1394 대응의 입출

력 I/F(Interface)(122),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코덱(130), A/D, D/A 컨버터(141)를 구비한 아날로

그 데이터 대응의 입출력 I/F(Interface)(140), 암호 처리 수단(150), ROM(Read Only Memory)(160), CPU(Central

Processing Unit)(170), 메모리(180), 기록 매체(195)의 드라이브(190), 트랜스포트 스트림 처리 수단(TS 처리 수단

)(300), 전자 틈(워터 마크(WM)) 검출, 매립 수단(185), 또한, 지상파 RF 신호를 수신하는 지상파 튜너, 컨버터(501),

위성파 RF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파 튜너, 컨버터(502)를 가지며, 이들은 버스(110)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입출력 I/F(121, 122)는 외부로부터 각각 USB, IEEE1394 버스를 통해 공급되는 화상, 음성, 프로그램 등의 각종 컨

텐츠를 구성하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버스(110)상에 출력함과 함께, 버스(110)상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고, 외

부로 출력한다. MPEG 코덱(130)은 버스(110)를 통해 공급되는 MPEG 부호화 된 데이터를 MPEG 디코드 하고, 입출

력 I/F(140)에 출력함과 함께, 입출력 I/F(140)로부터 공급되는 디지털 신호를 MPEC 인코드 하여 버스(110)상에 출

력한다. 입출력 I/F(140)는 A/D, D/A 컨버터(141)를 내장하고 있다. 입출력 I/F(140)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컨텐츠

로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고, A/D, D/A 컨버터(141)에서 A/D(Analog Digital) 변환함으로써, 디지털 신호로서,

MPEG 코덱(130)에 출력함과 함께, MPEG 코덱(130)으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를 A/D, D/A 컨버터(141)에서 D/A(Di

gital Analog) 변환함으로써, 아날로그 신호로서 외부로 출력한다.

암호 처리 수단(150)은 예를 들면, 1칩의 LSI(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로 구성되고, 버스(110)를 통해 공급

되는 컨텐츠으로서의 디지털 신호를 암호화 하거나 또는 복호하고, 버스(110)상에 출력하는 구성을 갖는다. 또한, 암

호 처리 수단(150)은 1칩 LSI에 한하지 않고, 각종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조합시킨 구성에 의해 실현하는 것

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구성에 의한 처리 수단으로서의 구성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ROM(160)은 예를 들면, 기록 재생 장치마다 고유의, 또는 복수의 기록 재생 장치의 그룹마다 고유한 디바이스 키인 

리프 키와, 복수의 기록 재생 장치, 또는 복수의 그룹에 공유의 디바이스 키인 노드 키를 기억하고 있다. 또한, 기록 재

생 장치의 전자 틈 세대 정보를 격납하고 있다. 전자 틈 세대 정보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CPU(170)는 메모리(180)에 기억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MPEG 코덱(130)이나 암호 처리 수단(150) 등을 제

어한다. CPU(170)는 후술하는 저작권 정보의 생성 처리를 암호 처리 수단(150) 기타와 함께 실행한다. 메모리(180)

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 메모리로서, CPU(170)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나, CPU(170)의 동작상 필요한 데이터를 기억

한다. 또한, 메모리(180)는 후술하는 입력 소스에 응한 출력 제한 규칙 데이터를 격납하고 있다.

드라이브(190)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 재생 가능한 기록 매체(195)를 구동함으로써, 기록 매체(195)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판독하고(재생하고), 버스(110)상에 출력함과 함께, 버스(110)를 통해 공급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 매체

(195)에 공급하여 기록시킨다. 또한, 프로그램을 ROM(160)에, 디바이스 키를 메모리(180)에 기억하도록 하여도 좋

다.

기록 매체(195)는 예를 들면, DVD, CD 등의 광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HD 등의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는 RA

M 등의 반도체 메모리 등의 디지털 데이터의 기억 가능한 매체로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드라이브(190)에 대해 착

탈 가능한 구성인 것으로 한다. 단, 기록 매체(195)는 기록 재생 장치(100)에 내장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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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트 스트림 처리 수단(TS 처리 수단)(300)은 후단에서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지만, 예를 들면 복수

의 TV 프로그램(컨텐츠)이 다중화 된 트랜스포트 스트림로부터 특정한 프로그램(컨텐츠)에 대응하는 트랜스포트 패

킷을 꺼내고, 꺼낸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출현 타이밍 정보를 각 패킷과 함께 기록 매체(195) 에 격납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기록 매체(195)로부터의 재생 처리시의 출현 타이밍 제어 처리를 행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출현 타이밍 정보로서의 ATS(Arrival Time Stamp : 착신 시각 스탬프)

가 설정되어 있고, 이 타이밍은 MPEG2 시스템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상적인 디코더인 T-STD(Transport Stream S

ystem Target Decoder)를 파탄시키지 않도록 부호화시에 결정되고,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재생시에는 각 트랜스포

트 패킷에 부가된 ATS에 의해 출현 타이밍을 제어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 처리 수단(TS 처리 수단)(300)은 이들의 

제어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포트 패킷을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각 패킷의 간격을 메꾼 소스 패킷으

로서 기록하지만,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출현 타이밍을 아울러서 기록 매체에 보존함으로써, 재생시에 각 패킷의 출력

타이밍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 처리 수단(TS 처리 수단)(300)은 DVD 등의 기록 매체(1

95)에의 데이터 기록시에,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입력 타이밍을 나타내는 ATS(Arrival Time Stamp : 착신 시각 스

탬프)를 부가하여 기록한다.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100)는 상술한 ATS가 부가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의해 구성되는 컨텐츠에 관해, 암호 처

리 수단(150)에서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고, 암호화 처리가 이루어진 컨텐츠를 기록 매체(195)에 격납하는 처리가 가

능하다. 또한, 암호 처리 수단(150)은 기록 매체(195)에 격납된 암호화 컨텐츠의 복호 처리를 실행한다. 이들의 처리

의 상세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전자 틈(워터 마크(WM)) 검출, 매립 수단(185)은 기록 매체에 대한 격납 대 상 컨텐츠, 또는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 대상 컨텐츠에 대응하는 카피 제어 정보를 전자 틈으로서 매립하는 처리를 실행하고, 또한 매립된 전자 틈의 검

출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카피 제어 정보의 개서 처리로서의 전자 틈 매립 처리도 실행한다. 이들의 처리의 상세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기록 매체(195)에는 예를 들면 디스크의 제조시의 스탬퍼마다 설정되는 스탬퍼 ID, 디스크마다 다르게 설정되는 디

스크 ID, 컨텐츠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컨텐츠 ID, 또는 암호 처리용의 키 등, 다양한 식별 데이터, 암호 처리 키 등의 

비밀 정보가 격납된다.

기록 매체(195)에 격납된 각종의 비밀 정보는 그들이 암호화 정보인 경우는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 복호되고, 복호

한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에 대한 컨텐츠 기록, 재생시에 적용하는 암호 처리 키를 생성한다. 비밀 정보는 암호 처

리 수단(150) 내에서 실행되는 컨텐츠 암호화 키 생성에서만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비밀 정보의 외부로의 누설을 방

지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도 1에 도시한 암호 처리 수단(150), TS 처리 수단(300), 전자 틈(WM) 검출, 매립 수단(185)은 이해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다른 블록으로서 도시하고 있지만, 각 기능을 실행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LSI로서 구성하여도 좋고, 또

한, 각 기능의 어느 하나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조합시킨 구성에 의해 실현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의 구성예로서는 도 1에 도시한 구성 외에 도 2에 도시한 구성이 가능하다. 도 2에 도시한 

기록 재생 장치(200)에서는 기록 매체(205)는 드라이버 장치로서의 기록 매체 인터페이스(I/F)(210)로부터 착탈이 

가능하고, 이 기록 매체(205)를 다른 기록 재생 장치에 장착하여도 데이터의 판독, 기록이 가능한 구성으로 한 것이다

.

[2. 기록, 재생 처리]

다음에, 도 1 또는 도 2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기록 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처리 및 기록 매체로부터의 데이터 재

생 처리에 관해, 도 3 및 도 4의 플로우 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외부로부터의 디지털 신호의 컨텐츠를 기록 매체(

195)에 기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 3(A), (B)의 플로우 차트에 따른 기록 처리가 행하여진다. 도 3(A)는 기업 5사의

공동 제안으로서의 5C-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제창한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에 의해 보호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우이고, 도 3(B)는 5C-DT

CP 시스템에서 제창하는 카피 제어 정보(CCI)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

우이다.

도 3(A)에 도시한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디지털 신호의 컨텐츠(디지털 컨텐츠)가 예를 들면, IEEE(Institute of Ele

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1394 시리얼 버스 등을 통해 입출력 I/F(122)에 공급되면, 스텝 S301에서, 입출

력 I/F(120)는 공급되는 디지털 컨텐츠를 수신하고, 버스(110)를 통해 TS 처리 수단(300)에 출력한다.

TS 처리 수단(300)은 스텝 S302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각 트랜스포트 패킷에 ATS(Arrival Time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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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착신 시각 스탬프))를 부가한 블록 데이터 를 생성하고, 버스(110)를 통해 암호 처리 수단(150)에 출력한다.

암호 처리 수단(150)은 스텝 S303에서, 수신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암호화 컨텐츠를 버스(110)를 통해 드라이브(190) 또는 기록 매체 I/F(210)에 출력한다. 암호화 컨텐츠는 드라이브(

190) 또는 기록 매체 I/F(210)를 통해 기록 매체(195)에 기록(S304)되고, 기록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암호 처리 수

단(150)에서의 암호 처리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또한,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접속한 장치 상호간에, 디지털 컨텐츠를 전송하는 때의,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

하기 위한 규격으로서, 5C DTCP(Five Company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가 정하여져 있는데, 이

DTCP에서는 카피 프리가 아닌 디지털 컨텐츠를 장치 상호간에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에 앞서서, 송신측과 수신

측이, 카피를 제어하기 위한 카피 제어 정보(CCI)를 올바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의 인증을 서로 행하고, 그 후, 송

신측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 하여 전송하고, 수신측에서, 그 암호화 된 디지털 컨텐츠(암호화 컨텐츠)를 복호하

고, 카피 제어 정보(CCI)에 따른 처리를 실행하고, 카피 제어 정보(CCI)의 갱신 처리를 실행하게 되어 있다.

DTCP에 의해 규정된 카피 제어 정보(CCI)는 트랜스포트 패킷에 대해 예를 들면 2비트 정보가 부가되고, 그 정보가 

부가된 데이터는 제한 없이 카피가 허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카피 프리(Copy Free), 1세대만의 카피를 허가하는

1세대 카피 허가(One Generation Copy Allowed),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 카피 금지(Copy Prohibited) 등의 정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CGMS 방식의 경우, 2비트의 정보의 의미 내용은 [00]……카피 프리, [10]……카피 1세대 

허가 [11]……카피 금지로 된다.

기록 재생 장치가 DTCP에 준거한 장치인 경우는 입력 정보의 CCI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격납(카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에 따른 처리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CCI : 11(카피 금지)인 경우는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격납 처리는 실행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CCI : 10(카피 1세대 

허가)인 경우는 컨텐츠의 격납시에 CCI의 개서를 행하고, CCI : 11(카피 금지)로서, 컨텐츠의 격납 처리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DTCP에 규격에 의거한 데이터 송수신에서는 데이터 수신측의 입출력 I/F(122)는 스텝 S301에서,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암호화 컨텐츠를 수신하고, 그 암호화 컨텐츠를 DTCP 규격에 준거하여 복호하고, 평문의 컨텐츠

로 하고, 그 후, 암호 처리 수단(150)에 출력한다.

DTCP에 의한 디지털 컨텐츠의 암호화는 시간 변화하는 키를 생성하고, 그 키를 이용하여 행하여진다. 암호화 된 디

지털 컨텐츠는 그 암호화에 이용한 키를 포함하여, IEEE1394 시리얼 버스상을 전송되고, 수신측에서는 암호화 된 디

지털 컨텐츠를 그곳에 포함된 키를 이용하여 복호한다.

또한, DTCP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키의 초기치와, 디지털 컨텐츠의 암호화에 이용하는 키의 변경 타이밍을 나타내는

플래그가 암호화 컨텐츠에 포함된다. 그리고, 수신측에서는 그 암호화 컨텐츠에 포함되는 키의 초기치를 역시, 그 암

호화 컨 텐츠에 포함되는 플래그의 타이밍에서 변경하여 감으로써, 암호화에 사용된 키가 생성되고, 암호화 컨텐츠가

복호된다. 단, 여기서는 암호화 컨텐츠에, 그 복호를 행하기 위한 키가 포함되어 있는것과 등가라고 생각하여도 무방

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DTCP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http://www.dtcp.c

om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서 특정되는 Web 페이지에서 개요 정보가 개시되어 있다.

도 3(B)에 도시한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도 3(B)의 플로우는 5C-DTCP 시스템에서 제창하는 카피 제어 정보(CCI

)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우로서, 디지털 신호의 컨텐츠(디지털 컨텐츠)

가 예를 들면, USB 등을 통해 입출력 I/F(121)에 공급, 또는 IEEE1394 버스를 통해 입출력 I/F(122)에 공급되면, 스

텝 S311에서, 공급되는 디지털 컨텐츠를 수신하고, 버스(110)를 통해, 전자 틈 검출, 매립 수단(185)에 출력한다.

전자 틈 검출, 매립 수단(185)은 입력 컨텐츠에 매립되어 있는 전자 틈으로서의 카피 제어 정보를 검출하고, 카피 제

어 정보에 따른 처리를 실행한다. 전자 틈(WM : Water mark)은 우선 컨텐츠가 제작되는 때에, 원래의 컨텐츠의 카피

정보로서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가 컨텐츠에 매립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11(카피 금지), 10(1세대 카피 

허가), 00(카피 프리)의 2비트 정보이다. 기록 장치가 카피를 만들 때에는 10의 프라이머리 마크에 대해, 카피 마크(C

opy Mark)라고 불리는 1비트의 값 1을 부가하고, 101이라는 값으로 하여 컨텐츠에 대해 전자 틈의 재매립을 실행함

으로써, 컨텐츠가 카피인 것을 나타낸다. 프라이머리 마크가 00(카피 프리)인 경우에는 카피 마크를 부가할 필요가 없

고, 11(카피 금지)인 경우에는 카피 금지이기 때문에 기록 기기는 카피를 만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전자 틈으로서 매

립된 카피 제어 정보에 따라 컨텐츠의 기록을 행한다.

단, 전자 틈의 처리 가능한 기기와 불가능한 기기가 존재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3개의 세대의 기기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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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세대 : 전자 틈의 검출, 매립을 실행하지 않는 기기.

제 2세대 : 검출만이 가능한 기기(프라이머리 마크 검출은 가능, 카피 마크 부가 처리는 불가능).

제 3세대 : 검출, 매립 가능한 기기(프라이머리 마크, 카피 마크 부가 처리가 가능).

이들의 기기에서 실행되는 처리는 각각 다른 것으로 된다. 이들의 처리의 구체적 양태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도 3(B)의 플로우의 설명을 계속한다. 전자 틈의 처리가 스텝 S312에서 실행되면, 스텝 S313에서 TS 처리 수단(300

)에 출력한다.

TS 처리 수단(300)에서의 처리에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카피 제어 정보(CCI)의 

설정 처리가 포함되게 되지만, 도 3(B)의 입력 데이터는 CCI의 제어를 실행하지 않는 디지털 신호이고, 입력 데이터

에 부가되어 있는 CCI는 신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술한 스텝 S312의 전자 틈 처리에서 검출한 전자 

틈에 의거한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하여, 새로운 CCI 설정이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

실행된다.

즉, CCI 비보호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는 입력 정보의 전자 틈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격납(카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에 따른 처리를 실행한다. 예를 들면 입력 컨텐츠에 대해 매립된 전자 틈이 11(카피 금지)인 경우는 컨

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격납 처리는 실행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전자 틈이 10(카피 1세

대 허가)인 경우는 TS 처리 수단(300)에서, 컨텐츠의 격납시에 CCI를 11(카피 금지)으로 하고서, 컨텐츠의 격납 처리

를 실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CCI 비보호 데이터의 처리에서는 전자 틈(WM)에 의거하여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의 CCI가 설정되게 된다

.

이하의 스텝 S314, S315의 처리는 도 3(A)의 S303, S304와 같은 처리이다. 또한, 전자 틈의 매립 가능한 기기에서는

갱신된 카피 제어 정보를 전자 틈으로서 매립한 컨텐츠가 기록 매체에 격납되게 된다.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아날로그 신호의 컨텐츠를 기록 매체(195)에 기록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해, 도 3(C)의 플로우 

차트에 따라 설명한다. 아날로그 신호의 컨텐츠(아날로그 컨텐츠)가 입출력 I/F(140)에 공급되면, 입출력 I/F(140)는 

스텝 S321에서, 그 아날로그 컨텐츠를 수신하고, 스텝 S322로 진행하고, 내장하는 A/D, D/A 컨버터(141)에서 A/D 

변환하여, 디지털 신호의 컨텐츠(디지털 컨텐츠)로 한다.

이 디지털 컨텐츠는 MPEG 코덱(130)에 공급되고, 스텝 S323에서, MPEG 인코드, 즉 MPEGE 압축에 의한 부호화 

처리가 실행되고, 버스(110)를 통해, 암호 처리 수단(150)에 공급된다.

이하, 스텝 SS324, S325, S326에서, 도 3(B)의 스텝 S312, S313, S314에서의 처리와 같은 처리가 행하여진다. 즉, 

전자 틈 검출, 매립 수단(185)에 의한 전자 틈의 검출, 갱신, TS 처리 수단(300)에 의한 트랜스포트 패킷에 대한 ATS

부가 검출 전자 틈에 의거한 CCI(카피 제어 정보) 부가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의 암호화 처리가 실행되고, 그 결과 

얻어지는 암호화 컨텐츠를 기록 매체(195)에 기록하고 기록 처리를 종료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의 컨텐츠의 기록 처리는 그 컨텐츠의 입력 소

스에 따라 변경하여 실행된다. 5C DTCP를 이용한 IEEE1394로부터의 컨텐츠 입력의 경우나, 위성 지상파의 디지털 

텔레비젼 방송 등, 그 컨텐츠의 카피 제어 정보(CCI)를 송신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정보가 보호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하여 기록 컨텐츠의 CCI를 판단한다. 이에 대해, 5C DTCP에 의해 컨텐츠나 CCI를 보호하지

않는 IEEE1394 입력이나, 아날로그 입력에서는 그 컨텐츠의 CCI를 정하기 위해, 입력된 컨텐츠의 전자 틈을, 기록 

처리중 내내 계속 검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 확정한 CCI에 의해서는 기록을 정지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

다. 즉, 전자 틈 검출 정보로부터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금지이였던 경우 등에서는 컨텐츠를 기록하지 않는

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컨텐츠의 기록에 있어서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를 격납 컨텐츠

에 대응시켜서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는 예를 들면,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후술하는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

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의 카피 제어 정보 등으로서, 이들의

정보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이들의 정보의 상세 및 격납 처리 

예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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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에 관해 설명한다. 컨텐츠 중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혼재하고 있고, 카피 금지의 

부분이나, 카피 프리의 부분, 카피 1세대 허가로서 설정한 부분이 혼재한다. 이들의 검출된 다양한 카피 제어 정보로

부터 가장 제한이 엄격한 것으로서 선택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를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로서 설정하고, 컨텐츠에

대응시켜서 기록 매체에 격납하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컨텐츠에는 컨텐츠에

대응하여 설정되는 타이틀마다에 생성되는 암호 처리 키로서의 타이틀 키가 컨텐츠에 대응시켜져서 기록 매체에 격

납되고, 타이틀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가 실행된다. 이들의 처리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제한이 엄격한 카피 제어 정보는 예를 들면 카피 금지, 1세대 카피 허가 카피 프리의 순서이다. 하나의 타이틀 

키에 대응시켜져서 기록 매체에 격납되는 기록 대상 컨텐츠에 예를 들면, 1세대 카피 허가 카피 프리의 2개의 카피 제

어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로서 [1세대 카피 허가]가 설정된다. 카피 금지가 포함되는 경

우에는 [카피 금지]가 설정되는 것으로 된다. 카피 프 리만의 경우에 한하여,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로서 [카피 프

리]가 설정되게 된다.

다음에, 기록 매체(195)에 기록된 컨텐츠를 재생하고, 디지털 컨텐츠, 또는 아날로그 컨텐츠로서 출력하는 처리에 관

해 도 4의 플로우에 따라 설명한다. 재생시의 처리는 그 재생 대상 컨텐츠에 대응시켜서 기록 매체에 격납된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 내의 정보인 입력 소스 정보, 즉 어느 입력 소스로부터 온 컨텐츠인지의 정보에 응하여,

또한,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에 응하여 변경된다.

우선,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카피 제어 양태로서의 처리 양

태를 판단하고, 재생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 틈을

검출하면서 재생 처리를 행하고, 그 결과에 응하여 재생하여도 좋은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재생하여도 좋다는

경우에는 입력 소스에 의해, 각각의 입력 소스에서 결정된 룰에 따른 형태로 출력을 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컨텐츠가 

카피 프리가 아닌 경우에는 출력시에 컨텐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출력인 경우는 예를 들면 5CDTDP의 규

정에 따라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대한 CCI 설정을 행하면서 출력하고, 아날로그 출력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매크로비

젼(Macrovision) 신호를 컨텐츠에 부가하면서 출력한다. 영상 신호의 경우, 예를 들면, CGMS 방식의 부가 정보(이하

, CGMS 정보라고 한다)나, AGC0 방식의 서로 다름을 이용하여, 복제된 영상 신호의 정상적인 이용을 불능으로 하기

위한 AGC 펄스 신호(매크로비젼 방식의 복제 방지 용의 의사 동기 신호)를 부가하여 출력한다.

도 4(A)의 처리 플로우는 CCI 보호 입력 소스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격납한 경우의 기록 데이터를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여 출력하는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고 있다.

우선 최초에, 스텝 S401에서, 드라이브(190) 또는 기록 매체 I/F(210)에 의해, 기록 매체(195)에 기록된 암호화 컨텐

츠 및, 암호화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가 판독된다. 저작권 정보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입력 소스 정보, 기

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 후술하는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

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

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가 격

납되고, 이들의 정보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재생, 출력의 가부가 판정된다. 이들의 처리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재생 출

력 허가인 경우는 암호화 컨텐츠는 버스(110)를 통해 암호 처리 수단(150)에 출력된다.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는 스텝 S402에서, 드라이브(190) 또는 기록 매체 I/F(210)로부터 공급되는 암호화 컨텐츠

의 복호 처리가 실행되고, 복호 데이터가 버스(110)를 통해, TS 처리 수단(300)에 출력된다.

TS 처리 수단(300)은 스텝 S403에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ATS로부터 출력 타이밍을 

판정하고, ATS에 응한 제어를 실행하고, 버스(110)를 통해, 입출력 I/F(120)에 공급한다. 또한,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의 카피 제어 정보(CCI)를 검출하고, CCI에 의거한 제어를 행한다.

스텝 S404에서는 출력 형태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를 판정하고, 디지털 출력이면, 디지털 입출력 I/F(121, 122)

를 통해, TS 처리 수단(300)으로부터의 디지털 컨텐츠를 외부로 출력하고, 재생 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TS 처리 수

단(300)의 처리,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의 디지털 컨텐츠의 복호 처리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입출력 I/F(120)는 스텝 S405에서,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DTCP

의 규격에 준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상대 장치와의 사이에서 인증을 서로 행하고, 그 후,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 

하여 전송한다.

아날로그 컨텐츠로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 얻어진 복호된 디지털 컨텐츠는 버스(110)를 통해

, MPEG 코덱(130)에 공급된다.

스텝 S406에서, MPEG 코덱(130)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MPEG 디코드, 즉 신장(伸長) 처리되고, 입출력 I/F(1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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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된다. 입출력 I/F(140)는 스텝 S407에서, MPEG 코덱(130)에서 MPEG 디코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내장하는 A/D

, D/A 컨버터(141)에서 D/A 변환(S425)하여 아날로그 컨텐츠로 한다. 그리고, 스텝 S408로 진행하고, 입출력 I/F(14

0)는 그 아날로그 컨텐츠를 외부로 출력하고, 재생 처리를 종료한다.

한편, 도 4(B)의 처리 플로우는 CCI 비보호 입력 소스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격납한 경우의 기록 데이

터를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여 출력하는 처리의 순서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의 블록 데

이터에 부가된 CCI가 아니라, 컨텐츠의 전자 틈을 검출하여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실행한다

.

도 4(B)의 처리 플로우에서는 TS 처리(S413)의 후의 스텝으로서 스텝 S414의 전자 틈(WM) 처리가 있는 점이 (A)에

도시한 처리와 다르다. 이 전자 틈(WM) 처리는 재생 컨텐츠의 데이터 중의 전자 틈을 검출하고, 전자 틈으로부터 카

피 제어 정보를 판독하고, 판독한 전자 틈에 의거하여 재생 제어를 행하는 처리이다. 예를 들면 카피 금지를 나타내는 

전자 틈이 검출된 경우는 외부 출력을 수반하는 재생은 실행하지 않는 등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기록 매체에 대한 컨텐츠의 기록에 있어서 저작권 정보(Copyrigh

t Information)가 기록 매체에 격납되고, 재생시에는 재생 대상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

on)가 취득되어 저작권 정보중의 각종 정보에 따른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들의 처리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3. 트랜스포트 스트림(TS) 처리]

다음에 도 5 이하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있어서의 기록 매체상의 데이터 포맷을 설명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데이터 

포맷은 예를 들면 DVR 시스템에 있어서 미디어에 격납되는 데이터 포맷이다. 이하, 기록 매체상의 데이터의 판독 기

록의 최소 단위를 블록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1블록은 192 * X(엑스)바이트(예를 들면 X = 32)의 크기로 되어 있다

.

본 발명에서는 MPEG2의 TS(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188바이트)에 ATS를 부가하여 192바이트로 하고, 그것을 X

개 모아서 1블록의 데이터로 하고 있다. ATS는 24 내지 32비트의 착신 시각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앞에서도 설명

한 바와 같이 Arrival Time Stamp(착신 시각 스탬프)의 약칭이다. ATS는 각 패킷의 착신 시각에 응한 랜덤성이 있는

데이터로서 구성된다. 기록 매체의 하나의 블록(섹터)에는 ATS를 부가한 TS(트랜스포트 스트림) 패킷을 X개 기록한

다.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각 블록의 제 1번째의 TS 패킷에 부가된 ATS를 이용하여 

그 블록(섹터)의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블록 키를 생성한다.

랜덤성이 있는 ATS를 이용하여 암호화용의 블록 키를 생성함으로써, 블록마다에 다른 고유 키가 생성된다. 생성된 

블록 고유 키를 이용하여 블록마다의 암호화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ATS를 이용하여 블록 키를 생성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각 블록마다의 암호화 키를 격납하기 위한 기록 매체상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되고, 메인 데이터 영역이 유

효하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의 기록, 재생시에 메인 데이터부 이외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필요도 없어져

서, 처리가 효율적으로 된다.

또한, 도 5에 도시한 블록 시드(Block Seed)는 ATS를 포함하는 부가 정보이다. 블록 시드는 또한 ATS뿐만 아니라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도 부가된다. 이 경우, ATS와 CCI를 이용하여 블록 키를 생성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블록 시드에 포함되는 카피 제한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는 전술한 5C DTCP(Digital T

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시스템에서 제창하는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로서, 디

바이스의 능력에 응한 2종류의 정보, 즉, EMI(Encryption Mode Indicator), 또는 카피 제어 정보를 보내기 위한 장소

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포맷에서 적용되는 컨텐츠에 매립된 카피 제어 정보(CCI)인 매립 CCI(Embedded CCI)의 어

느 하나의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는 DVD 등의 기록 매체상에 데이터를 격납하는 경우, 컨텐츠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암

호화 되지만, 도 5의 최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의 선두의 m(예를 들면, m = 8 또는 16)바이트는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Unencrypted data)인 채로 기록되고, 나머지 데이터(m+1바이트 이후)가 암호화 된다. 이것은 암호 처리

가 8바이트 단위로서의 처리이기 때문에 암호 처리 데이터 길이(Encryated data)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암호 처리가 8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예를 들면 1바이트 단위로 행할 수 있다면, m = 4로 하고, 블록 시드 이외

의 부분을 전부 암호화 하여도 좋다.

여기서, ATS의 기능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ATS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의 각 트

랜스포트 패킷의 출현 타이밍을 보존하기 위해 부가하는 착신 시각 스탬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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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를 들면 복수의 TV 프로그램(컨텐츠)이 다중화 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중에서 하나 또는 몇개의 TV 프로그램

(컨텐츠)을 꺼낸 때, 그 꺼낸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트랜스포트 패킷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타난다(도 7(a) 

참조).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출현 타이밍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타이밍은 MPEG2 시스템(I

SO/IEC 13818-1)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상적인 디코더인 T-STD(Transport Stream System Target Decoder)를 

파탄시키지 않도록 부호화시에 결정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재생시에는 각 트랜스포트 패킷에 부가된 ATS에 의해 출현 타이밍이 제어된다. 따라서, 기록 

매체에 트랜스포트 패킷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입력 타이밍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트랜스포트 패

킷을 DVD 등의 기록 매체에 기록할 때에,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입력 타이밍을 나타내는 ATS를 부가하여 기록한다.

도 6에, 디지털 인터페이스 경유로 입력되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DVD 등의 기록 매체인 스토리지 미디어에 기록할 

때의 TS 처리 수단(300)에서 실행하는 처리를 설명하는 블록도를 도시한다. 단자(600)로부터는 디지털 방송 등의 디

지털 데이터로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입력된다. 도 1 또는 도 2에서는 입출력 I/F(120)를 통하거나 또는 입출력 I/F(

140), MPEG 코덱(130)을 통해 단자(600)로부터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입력된다.

트랜스포트 스트림은 비트 스트림 파서(parser)(602)에 입력된다. 비트 스트림 파서(602)는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

중에서 PCR(Program Clock Reference) 패킷을 검출한다. 여기서, PCR 패킷이란, MPEG2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

는 PCR이 부호화 되어 있는 패킷이다. PCR 패킷은 100msec 이내의 시간 간격으로 부호화 되어 있다. PCR은 트랜

스포트 패킷이 수신측에 도착하는 시각을 27MHz의 정밀도로 나타 낸다.

그리고, 27MHz PLL(603)에서, 기록 재생기가 갖는 27MHz 클록을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PCR에 로크(Lock)시킨다. 

타임 스탬프 발생 회로(604)는 27MHz 클록의 클록 카운트 값에 의거한 타임 스탬프를 발생한다. 그리고, 블록 시드(

Block seed) 부가 회로(605)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제 1바이트째가 스무징 버퍼(606)에 입력되는 때의 타임 스탬프

를 ATS로 하고, 그 트랜스포트 패킷에 부가한다.

ATS가 부가된 트랜스포트 패킷은 스무징 버퍼(606)를 통해, 단자(607)로부터 암호 처리 수단(150)에 출력되고, 후

단에서 설명하는 암호 처리가 실행된 후, 드라이브(190)(도 1), 기록 매체 I/F(210)(도 2)를 통해 스토리지 미디어인 

기록 매체(195)에 기록된다.

도 7은 입력 트랜스포트 스트림이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때의 처리의 예를 도시한다. 도 7(A)는 어느 특정 프로그램(

컨텐츠)을 구성하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입력을 도시한다. 여기서 횡축은 스트림상의 시각을 나타내는 시간 축이다. 이

예에서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입력은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불규칙한 타이밍으로 나타난다.

도 7(B)는 블록 시드(Block Seed) 부가 회로(605)의 출력을 도시한다. 블록 시드 (Block Seed) 부가 회로(605)는 트

랜스포트 패킷마다에, 그 패킷의 스트림상의 시각을 나타내는 ATS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Block Seed)를 부가하고, 

소스 패킷을 출력한다. 도 7(c)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소스 패킷을 도시한다. 소스 패킷은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간격을 메꾸어 기록 매체에 기록된다. 이와 같이 간격 을 메꾸어 기록함으로써 기록 매체의 기록 영역을 유효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도 8은 기록 매체(195)에 기록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재생하는 경우의 TS 처리 수단(300)의 처리 구성 블록도를 도

시하고 있다. 단자(800)로부터는 후단에서 설명하는 암호 처리 수단에서 복호된 ATS 부가의 트랜스포트 패킷이, 블

록 시드 (Block seed) 분리 회로(801)에 입력되고, ATS와 트랜스포트 패킷이 분리된다. 타이밍 발생 회로(804)는 재

생기가 갖는 27MHz 클록(805)의 클록 카운터 값에 의거한 시간을 계산한다.

또한, 재생의 시작시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ATS가 초기치로서, 타이밍 발생 회로(804)에 세트된다. 비교기(803)는 

ATS와 타이밍 발생 회로(804)로부터 입력되는 현재의 시각을 비교한다. 그리고, 타이밍 발생 회로(804)가 발생하는 

시간과 ATS가 동등하게 된 때, 출력 제어 회로(802)는 그 트랜스포트 패킷을 MPEG 코덱(130) 또는 디지털 입출력 I

/F(120)에 출력한다.

도 9는 입력 AV 신호를 기록 재생기(100)의 MPEG 코덱(130)에서 MPEG 인코드 하고, 또한 TS 처리 수단(300)에

서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부호화 하는 구성을 도시한다. 따라서 도 9는 도 1 또는 도 2에서의 MPEG 코덱(130)과 TS 

처리 수단(300)의 양 처리 구성을 아울러서 도시한 블록도이다. 단자(901)로부터는 비디오 신호가 입력되어 있고, 그

것은 MPEG 비디오 인코더(902)에 입력된다. MPEG 비디오 인코더(902)는 입력 비디오 신호를 MPEG 비디오 스트

림에 부호화 하고, 그것을 버퍼 비디오 스트림 버퍼(903)에 출력한다. 또한, MPEG 비디오 인코더(902)는 MPEG 비

디오 스트림에 관한 액세스 유닛 정보를 다중화 스케줄러(908)에 출력한다. 비디 오 스트림의 액세스 유닛이란, 픽처

이고, 액세스 유닛 정보란, 각 픽처의 픽처 타입, 부호화 비트량, 디코더 타임 스탬프이다. 여기서, 픽처 타입은 I/P/B 

픽처(picture)의 정보이다. 또한, 디코더 타임 스탬프는 MPEG2 시스템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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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904)로부터는 오디오 신호가 입력되어 있고, 그것은 MPEG 오디오 인코더(905)에 입력된다. MPEG 오디오 인

코더(905)는 입력 오디오 신호를 MPEG 오디오 스트림에 부호화 하고, 그것을 버퍼(906)에 출력한다. 또한, MPEG 

오디오 인코더(905)는 MPEG 오디오 스트림에 관한 액세스 유닛 정보를 다중화 스케줄러(908)에 출력한다. 오디오 

스트림 액세스 유닛이란 오디오 프레임이고, 액세스 유닛 정보란 각 오디오 프레임의 부호화 비트량, 디코더 타임 스

탬프이다.

다중화 스케줄러(908)에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액세스 유닛 정보가 입력된다. 다중화 스케줄러(908)는 액세스 유닛 

정보에 의거하여, 비디오 스트림과 오디오 스트림을 트랜스포트 패킷에 부호화 하는 방법을 제어한다. 다중화 스케줄

러(908)는 내부에 27MHz 정밀도의 기준 시각을 발생하는 클록을 가지며, 그리고, MPEG2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상

적인 디코더 모델인 T-STD를 충족시키도록 하여, 트랜스포트 패킷의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를 결정한다. 패킷 부호

화 제어 정보는 패킷화 하는 스트림의 종류와 스트림의 길이이다.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가 비디오 패킷인 경우, 스위치(976)는 a측으로 되고, 비디오 스트림 버퍼(903)로부터 패킷 부

호화 제어 정보에 의해 지시된 페이로드 데이터 길이의 비디오 데이터가 판독되고,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에

입력된 다.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가 오디오 패킷인 경우, 스위치(976)는 b측으로 되고, 오디오 스트림 버퍼(906)로부터 지시된 

페이로드 데이터 길이의 오디오 데이터가 판독되고,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에 입력된다.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가 PCR 패킷인 경우,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는 다중화 스케줄러(908)로부터 입력된 

PCR을 받아들이고, PCR 패킷을 출력한다.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가 패킷을 부호화 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다.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는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가 패킷을 부호화 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 트랜스포

트 패킷을 출력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 패킷 부호화 제어 정보에 의거하여 트랜스포트 패킷을 생성하고, 출력한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는 간헐적으로 트랜스포트 패킷을 출력한다. 도착(Arriva1) 타임 스탬프(time

stamp) 계산 수단(910)은 다중화 스케줄러(908)로부터 입력되는 PCR에 의거하여, 트랜스포트 패킷의 제 1바이트째

가 수신측에 도착하는 시각을 나타내는 ATS를 계산한다.

다중화 스케줄러(908)로부터 입력되는 PCR은 MPEG2에서 규정되는 트랜스포트 패킷의 10바이트째의 수신측에의 

도착 시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ATS의 값은 PCR의 시각으로부터 10바이트 전의 바이트가 도착한 시각으로 된다.

블록 시드(Block Seed) 부가 회로(911)는 트랜스포트 패킷 부호화기(909)로부터 출력되는 트랜스포트 패킷에 ATS

를 부가한다. 블록 시드(Block seed) 부가 회 로(911)로부터 출력되는 ATS 부여의 트랜스포트 패킷은 스무징 버퍼(

912)를 통해, 암호 처리 수단(150)에 입력되고, 후단에서 설명하는 암호 처리가 실행된 후, 스토리지 미디어인 기록 

매체(195)에 격납된다.

기록 매체(195)에 격납되는 ATS 부가의 트랜스포트 패킷은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 암호화 되기 전에 도 7(c)에 도

시한 바와 같이 간격을 메꾼 상태로 입력되고, 그 후, 기록 매체(195)에 격납된다. 트랜스포트 패킷이 간격을 메꾸어 

기록되더라도, ATS를 참조함으로써, 그 트랜스포트 패킷의 수신측에의 입력 시각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ATS의 크기는 32비트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24비트 내지 31비트라도 상관 없다. ATS의 비트 길이

가 길수록, ATS의 시간 카운터가 일주하는 주기가 길어진다. 예를 들면, ATS가 27MHz 정밀도의 바이너리 카운터인

경우, 24-bit 길이의 ATS가 일주하는 시간은 약 0.6초이다. 이 시간 간격은 일반적인 트랜스포트 스트림에서는 충분

한 크기이다. 왜냐하면, 트랜스포트 스트림의 패킷 간격은 MPEG2의 규정에 의해, 최대 0.1초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충분한 여유를 보고, ATS를 24-bit 이상으로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ATS의 비트 길이를 다양한 길이로 한 경우, 블록 데이터의 부가 데이터인 블록 시드의 구성으로서 몇가지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블록 시드의 구성예를 도 10에 도시한다. 도 10의 예 1은 ATS를 32비트분 사용하는 예이다. 

도 10의 예 2는 ATS를 30비트로 하고, 카피 제어 정보(CCI)를 2비트분 사용하는 예이다. 카피 제어 정보는 그것이 

부가된 데이터의 카피 제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SCMS :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이나 CGMS : 

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이 유명하다. 이들의 카피 제어 정보에서는 그 정보가 부가된 데이터는 제한

없이 카피가 허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카피 프리(Copy Free), 1세대만의 카피를 허가하는 1세대 카피 허가(0ne 

Generation CopyAllowed),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 카피 금지(Copy Prohibited) 등의 정보가 나타내여진다.

도 10에 도시한 예 3은 ATS를 24비트로 하고, CCI를 2비트 사용하고, 또한 다른 정보를 6비트 사용하는 예이다. 다

른 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아날로그 출력되는 때에,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의 카피 제어 기구인 매크로비젼

(Macrovision)의 온/오프(0n/0ff)를 나타내는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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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 틈(WM) 처리]

다음에, 전자 틈에 의한 카피 제어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전자 틈(WM : Watermark)은 컨텐츠에 전자 틈 패턴를 매

립하고, 예를 들면 동일한 전자 틈 패턴과의 상관치에 의거하여 전자 틈의 유무를 검출하고, 검출에 응하여 비트 정보

를 취득하는 것이다. 검출된 비트 정보에 따라, 카피 프리, 카피 1세대 허가 카피 금지 등의 제어 정보가 나타내여진다

. 전자 틈에 의한 카피 제어 정보는 아날로그 영역에서도 카피 정보를 남겨 두는 것이 가능하고, D/A, A/D 변환이 이

루어져도 카피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 틈을 이용한 카피 제어 정보의 설정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우선 컨텐츠가 제작되는 때에, 원래의 컨텐츠의 카피

제어 정보로서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가 컨텐츠에 매립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2비트 정보로서, 11(카피 

금지), 10(1세대 카피 허가), 00(카피 프리)이다. 그리고, 기록 장치가 카피를 만들는 때에는 10(1세대 카피 허가)의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가 부가된 컨텐츠를 기록하는 경우는 10에 대해, 카피 마크(Copy Mark)라고 불리는

1비트의 값 1을 부가하여, 101이라는 값으로 하고, 전자 틈의 재매립을 행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 이 처리에 의해

, 기록 매체에 격납된 컨텐츠는 카피인 것이 나타내여진다.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가 00인 경우에는 카피 

마크(Copy Mark)를 부가할 필요가 없고, 11인 경우에는 카피 금지이기 때문에 기록 기기는 카피를 만들지 않는다.

또한, 전자 틈(WM)은 상기한 바와 같은 카피 제한뿐만 아니라, 재생 제한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유저 기록 가능(us

er writable)한 디스크상에, 원래 카피 금지를 나타내는 11이라는 정보를 전자 틈으로서 매립된 컨텐츠가 있으면, 그 

재생을 하지 않는다는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체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유저 기록 가능(user 

writable)한 디스크상에 원래 1세대 카피 허가를 나타내는 10이라는 카피 정보를 갖는 컨텐츠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카피 마크(Copy Mark)가 부가되어 101이라는 카피 정보로 한 전자 틈을 매립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세대 카피 허가를 나타내는 10이라는 카피 정보를 갖는 컨텐츠가 유저 기록 가능(user writable)한 디스크

상에 있은 경우에 그것을 재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성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전자 틈에 의한 카피 제어 정보의 취급 방식은 컨텐츠의 양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어 있고, 동화 

컨텐츠에 한하여서도 다수의 방식이 있다. 현시점에서는 폭넓게 규격화 또는 디팩트 스탠더드화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다. 현시점에서의 업계 동향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hark)만이 규격화 또는 디팩트 스탠

더드화 되고, 그 후에 카피 마크(Copy Mark)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즉, 현시점에서부터 장래에 걸쳐서, 전자 틈(W

atermak)의 방식이 정하여짐에 따라 그것에 대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리라고 예측된다.

즉, 기록 재생 장치는 전자 틈(WM : Watermark)의 대응에 관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의 3개의 세대로 나뉘어진다.

제 1세대 : 전자 틈(WM)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 (검출, 부가를 모두 하지 않는다)

제 2세대 :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만 대응한다. (검출은 가능하지만 부가는 할 수 없는) 제 2세대 기기에서

의 데이터 기록시의 구체적 제어는 아래와 같이 된다.

기록시 : 기록되는 컨텐츠의 전자 틈을 검출한다.

11(카피 금지)의 컨텐츠 : 기록하지 않는다

10(카피 1세대 허가)의 컨텐츠 : 기록한다. 전자 틈은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00(카피 프리)의 컨텐츠 : 기록한다. 전자 틈은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제 2세대 기기에서의 데이터 재생시의 구체적 제어는 아래와 같이 된다.

재생시 : 유저 기록 가능(user writable)한 디스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재생 하는 컨텐츠의 전자 틈을 검출한다

11(카피 금지)의 컨텐츠 : 재생하지 않는다.

10(카피 1세대 허가)의 컨텐츠 : 재생한다.

00(카피 프리)의 컨텐츠 : 재생한다.

제 3세대 : 카피 마크(Copy Mark)도 포함하여 대응한다. (검출, 부가를 모두 할 수 있는) 제 3세대 기기에서의 데이터

기록시의 구체적 제어는 아래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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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시 : 기록되는 컨텐츠의 전자 틈을 검출한다.

11(카피 금지)의 컨텐츠 : 기록하지 않다

10(카피 1세대 허가)의 컨텐츠 : 기록한다. 전자 틈을 101(그 이상 카피 금지)로 갱신(전자 틈의 재기록) 처리를 실행

한다.

00(카피 프리)의 컨텐츠 : 기록한다. 전자 틈은 그대로.

101(그 이상 카피 금지)의 컨텐츠 : 기록하지 않는다.

제 3세대 기기에서의 데이터 재생시의 구체적 제어는 아래와 같이 된다.

재생시 : 유저 기록 가능(user writable)한 디스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재생하는 컨텐츠의 전자 틈을 검출한다.

11(카피 금지)의 컨텐츠 : 재생하지 않는다.

10(카피 1세대 허가)의 컨텐츠 : 재생하지 않는다.

00(카피 프리)의 컨텐츠 : 재생한다.

101(그 이상 카피 금지)의 컨텐츠 : 재생한다.

각 세대의 기록 재생 장치의 기본적인 기록 재생의 룰은 상기한 바와 같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리가 행하여진 

경우, 어떤 세대의 기기에서 기록한 컨텐츠를 다른 세대의 기기에서 재생하고자 하였을 때, 전자 틈으로서 기록된 카

피 제어 정보에 따른 정확한 처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 2세대의 기기가 10(카피 1세대 허가

)의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를 갖은 컨텐츠를 기록한 매체를 제 3세대의 기기로 재생하고자 하면, 제 3세대

의 기기의 재생 룰에 의거하여, 이 컨텐츠의 재생을 행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5. 저작권 정보]

본 발명은 상기 문제와 같은 카피 제어 처리에서의 잘못된 처리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컨텐츠 격납 

처리의 때에,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를 기록 매체에 기록하고, 재생시에 저작권 정보를 참조하고, 저작

권 정보 중에 격납된 각종의 정보에 의거하여 제어를 행한다.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에는 컨텐츠의 입

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와,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

는 카피 제어 정보인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

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

이 있고,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

mation)는 용이하게 개찬되지 않도록, 정당성 검사 코드로서의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가 부가되어 기

록 매체에 격 납한다.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컨텐츠의 기록에서 컨텐츠에 대응시킨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하고, 컨텐츠 재생시에는 컨텐츠에 대응하여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의 MAC

검증의 후, 개찬이 없는 것이 확인된 저작권 정보에 따라 재생, 출력 제어를 행한다.

(1) 전자 틈 세대 정보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에 포함될 수 있는 각 정보에 관해 설명한다. 전자 틈의 세대정보에 관해서는 상

술한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의 정보로서, 컨텐츠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 내의 ROM에 전자 틈 세대 정보가 격납

되고, 저작권 정보 생성시에는 R0M으로부터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취득하고,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한다.

컨텐츠의 재생시에 저작권 정보 내의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 기기의 세대를 확인함으로써, 데이터 출력

시의 잘못된 카피 제어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 2세대의 기기가 10(카피 1세대 

허가)의 프라이머리 마크(Primary Mark)를 갖는 컨텐츠를 기록한 매체를 제 3세대의 기기에서 재생하고자 한 경우, 

제 3세대의 기기는 재생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를 판독하고,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거

하여, 컨텐츠가 제 2세대의 기기에서 기록된 컨텐츠인 것을 확인한다. 제 2세대의 기기에서는 전자 틈의 기록이 실행

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크(10)가 그대로의 형태로 전자 틈으로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 

3세대의 기기에서의 재생 처리는 컨텐츠에 격납된 전자 틈 제어 정보(10)는 제 3세대에 있어서의 제어 코드로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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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에 대응하는 코드라고 판단하고,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컨텐츠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컨텐츠

기록시에 저작권 정보로서 격납함으로써, 재생 처리에 있어서, 기록 기기에서의 세대에 응한 올바른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2) 입력 소스 정보

다음에 저작권 정보로서 격납되는 입력 소스 정보에 관해 설명한다. 입력 소스 정보란, 기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술한 5C DTCP에 준거한 입력 소스로부터의 컨텐츠인지, BS, CS 등의 위성 배신 

컨텐츠인지, 지상파 디지털 컨텐츠인지, 지상파 아날로그 컨텐츠인지 등의 입력 소스 정보이다.

입력 소스 정보로서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

보가 포함되고, 또한,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데

이터 입력을 행한 입력 인터페이스에 의해 식별 가능하다. 또한, 입력 컨텐츠가 5C DTCP에 준거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 등, 컨텐츠에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의 양태가 판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5C DTCP에 따른 디지털 데이터 입력, 또는 BS, CS 등의 배신 컨텐츠에는 카피 제어 정보의 양

태가 컨텐츠에 대한 부가 정보로서 배신하는 구성이 실현 또는 검토되고 있고, 기록 재생 장치는 이와 같은 부가 정보

로부터 카피 제어 정보의 상세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다.

입력 소스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격납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한다. 이것은 입력 소스에 의해, 그 컨텐츠의 취급 룰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어떠한 소스로부터의 입력인지를 재생 처리시에 취득하고, 재생 처리에서의 출력 형태의

결정, 재생 제한 정보로서 이용한다. 예를 들면, 5C DTCP 등의 컨텐츠 보호 방식에 있어서는 그 방식으로 보호된 컨

텐츠를 수신한 기기는 그 격납 컨텐츠의 출력 양태가 규정된다.

도 11에 입력 소스에 대응하는 출력 제한 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면, 입력 소스가 5C DTCP에 따른 소스로부터의 데

이터 입력인 경우의 기록 데이터에 관한 재생 출력은 아날로그 출력인 경우에는 수평 라인이 500개 이하로, 아날로그

카피 방지 방식인 매크로비젼(MacroVision)의 신호를 부가하면 출력이 허가된다. 또한, 디지털 출력의 경우에는 5C

가 인정한 컨텐츠 보호 방식으로 컨텐츠가 보호되는 경우에만 출력이 허용된다. 그 밖에, BS, CS로부터의 입력 데이

터를 기록한 데이터, 지상파 데이터, 그 밖에 각종의 입력 소스로부터의 데이터에 대응하여 각각 아날로그 출력, 디지

털 출력의 양태가 규제된다. 또한, 도 11에 도시한 예는 하나의 규제 예로서 도시한 것으로, 현실의 규제 내용에 반드

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력 제한 규정은 각각의 보호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면, 가장 제한이 강한 것에 맞추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다 좋은 화질, 음질을 유저에게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재생측에서 디스크상에 

기록된 각각의 컨텐츠의 소스를 알도록 하여 두고, 그것에 의거하여 따르도록 출력 규정을 참조하면, 그 중에서 임의

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컨텐츠에 대응 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중에 소스 정보를 포

함함으로써, 재생 처리시의 규제에 따른 재생 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재생 출력 처리에 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3)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다음에,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에 관해 설명한다. 기록 매체의 격납 컨텐츠를 어떤 기기로부터 다른 기기로 고속으

로 카피하는 것을 생각한다. 컨텐츠는 암호화 된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다. 복호, 재암호화에는 처리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암호화 된 상태인 채로 고속 카피를 행하고 싶다. 그러나, 컨텐츠가 「카피 금지」의 제어 정보를 갖는 경우에

는 카피는 행할 수 없고, 「카피 프리」의 컨텐츠(또는 부분)에 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컨텐츠 기록의 단위

인 블록마다에는 카피 제어 정보(CCI)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만약 개찬되었으면, 컨텐츠의 올바른 복호가 행하

여지지 않는다, 라는 기구로 보호되어 있다.

그러나, 컨텐츠의 복호를 행하지 않고 카피를 실행하는 경우,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한 올바른 카피 제어가 실행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즉, 「카피 금지」라는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블록이 포함되는 컨텐츠에 대해, 부정한 유저가 1)

그 블록의 CCI를 「카피 프리」로 개서, 2) 고속 카피를 행하고, 3) 카피원과 카피처의 양쪽의 블록의 카피 제어 정보

를 「카피 금지」로 개서한다, 라는 순서를 밟음에 의해, 「카피 금지」의 컨텐츠의 카피가 만들어진다는 부정 카피 

처리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복호 처리를 행하지 않는 카피라도 유효한 카피 제어를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타이틀별 카피 제

어 정보를 컨텐츠에 링크시켜서 기록한다. 또한, 후단에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기록 매체에 

대한 하나의 격납 처리 컨텐츠는 암호 처리 키로서 타이틀 키가 대응시켜진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는 기록 매체

에 대한 하나의 격납 처리 컨텐츠에 포함되는 블록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제한이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이

다. 예를 들면 격납 컨텐츠의 카피 제어 정보로서, 카피 프리와 1세대 카피 허가가 검출된 경우에는 타이틀별 카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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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보로서 (1세대 카피 허가를 카피한 후의) 「이 이상의 카피 금지」가 기록된다. 이렇게 하여 두면, 적어도 최종

적인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프리인 컨텐츠는 그것에 포함되는 어느 카피 제어 정보도 카피 프리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호를 복호하지 않아도, 고속 카피를 위해 송신면 좋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처리의 경감이 행하여진다.

다음에, 저작권 정보중에 포함되는 기록 모드에 관해 설명한다. 기록 모드란, 컨텐츠 기록을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

ognizant Mode),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어느 모드로 실행하였는지를 구별한 데이

터이다.

컨텐츠는 각각 미리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의해 어떠한 조건으로 복제가 가능한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속에 있어서도 그 지정된 조건을 올바르게 상대의 기기에 전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 5사의 공동 제안으로서의 5C 

DTCP(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시스템에서는 카피 제어 정보(CCI : Copy Control Information)

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카피 제어 정보(CCI)는 디바이스의 능력에 응하여 2종류의 전달 방법이 규정되

어 있다.

인크립션 모드 인디케이터(EMI : Encryption Mode Indicator)는 패킷 헤더에 있는 Sy비트의 상위 2비트를 사용하여

카피 제어 정보(CCI)를 보내는 메커니즘으로서, 수신 디바이스가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동시에, 이 값이 컨텐츠

를 암호화 하는 키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MI에 의해 그 패킷의 암호화 모드를 나타내고, 컨텐츠 암호 및 복호 키의 생성 모드를 지정한다. EMI를 IEEE1394 

패킷 헤더에 둠으로써, 수신기기는 예를 들면 MPEG 전송 스트림(MPEG transport Stream) 중에 매립되어 있는 매

립 카피 제어 정보(Enbedded CCI)(후술)를 꺼내는 일 없이 간단하게 어느 모드로 컨텐츠가 암호화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도 12에 IEEE1394 패킷 포맷을 도시한다. 데이터 필드(Data Field) 중에는 음악 데이터, 화상 데이터 등, 다양한 컨

텐츠가 격납되고, 카피 제어 정보(CCI)로서의 인크립션 모드 인디케이터(EMI : Encryption Mode Indicator)는 패킷 

헤더에 있는 Sy비트의 상위 2비트에 설정된다.

EMI의 2비트 정보는 설정치에 응하여 컨텐츠의 다른 취급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값 00은 인증도 암호화도 필요

가 없고, 컨텐츠는 자유롭게 카피가 가능한 카피 프리(Copy Free)를 나타내고, 값 01은 일세대 카피의 작성이 가능한

카피 1 제너레이션(Copy One Generation)을, 값 10은 전술한 Copy One Generation이 한번 기록된 후의, 재카피가

금지되어 있는 노모어 카피(No More Copies)를, 값 11은 컨텐츠의 릴리스 시점에서부터 카피 금지인 네버 카피(Ne

ver Copy)를 나타낸다.

D-VHS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록되는 데이터의 포맷을 인식하지 않는 비트 스트림 리코더라도 올바르게 저작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기록시에 매립 CCI(Embedded CCI)의 갱신(ex. Copy One Generation으로부터 No More Copie

s로)을 필요로 하지 않고 EMI의 갱신만 행하면 좋다라고 하는 기록 방법이 데이터 비해석(Non-Cognizant) 기록 방

식이다.

한편, 이와 같은 카피 제어 정보를 보내기 위한 장소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포맷(예를 들면 DV 포맷 : DV-format)에

서는 CCI는 컨텐츠의 일부로서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컨텐츠의 일부로서 컨텐츠에 매립된 카피 제어 정보(CCI)

를 매립 CCI(Embedded CCI)라고 부른다. 보통, 컨텐츠가 암호화 되어 전송되는 경우, 매립 CCI(Embedded CCI)도 

컨텐츠과 마찬가지로 암호화 되어 전송되고, 매립 CCI(Embedded CCI)의 고의의 변경은 곤란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전술한 EMI의 2비트의 카피 제어 정보와, 매립 CCI(Embedded CC1)와의 쌍방을 갖는 컨텐츠의 경우, 컨텐

츠 기록을 실행하는 어느 기록 디바이스는 EMI 및 매립 CCI(Embedded CCI)의 쌍방의 카피 제어 정보의 갱신을 행

한다. 그러나, 매립 CCI(Embedded CCI)의 해석 능력이 없는 기록 디바이스인 경우, EMI는 갱신하지만, 매립 CCI(E

mbedded CCI)의 갱신은 실행하지 않게 된다.

컨텐츠 기록시에, 기록 디바이스가 컨텐츠의 일부로서 전송된 매립 CCI(Einbedded CCI)의 갱신을 행하여 컨텐츠과 

함께 기록하는 기록 방식을 데이터 해석(Cognizant) 기록 방식이라고 한다. 데이터 해석(Cognizant) 기록 방식과, 데

이터 비해석(Non-Cognizant) 기록 방식으로는 데이터 비해석(Non-Cognizant) 기록 방식의 쪽이 매립 CCI(Embed

ded CCI)의 갱신을 행하지 않아도 좋은 만큼, 부하가 가볍고 실장하기 쉽지만, 5C DTCP의 룰로서, 그 기기가 컨텐츠

를 MPEG 디코드하여 아날로그 단자로부터 영상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

ant Mode)이 아니면 안된다는 룰이 있어서, 디코더/표시 기능을 갖는 기기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

e)을 실행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한,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일부로서 매립되어 있는 매립 

CCI(Embedded CCI)의 위치나 의미를 완전하게 알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어느 기기가 시장에 나온 후에 제정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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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또는 갱신된 데이터 포맷에 관해서는 그 새로운 데이터 포맷에 대해, 오래된 기기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

nizant Mode)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컨텐츠를 기록하는 어느 기기가 특정한 데이터 폼맷에 관해서는 혹은 특정한 기능을 실현할 때에는 데이터 해

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을 실행하고, 또다른 데이터 포맷의 컨텐츠 기록시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

-Cognizant Mode)을 실행한다는 양쪽의 기록 방식을 실행하는 것이 생각된다.

또한, 모든 컨텐츠에 대해,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기록밖에 행하여지지 않는 기기도 존

재한다. 또한, 역으로 매립 CCI(Embedded CCI)를 이해할 수 있는 포맷을 갖는 컨텐츠의 처리밖에 실행하지 않는 기

기,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만 실행하는 기기도 존재하는 것이 생각된다.

이와 같이, 2개의 카피 제어 정보, 즉 EMI와 매립 CCI(Enbedded CCI)가 존재 하고, 또한 컨텐츠 기록을 실행하는 기

기로서도,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을 실행하는 기기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

ode)의 기록을 실행하는 기기가 혼재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기록한 컨

텐츠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tntMode)으로 기록한 컨텐츠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컨텐츠를 기록한 경우에는 EMI와 매립 CCI(EmbeddedCCI)의 쌍

방의 카피 제어 정보가 갱신되지만,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컨텐츠의 기록이 실행된 

경우는 EMI만이 갱신되고, 매립 CCI(Embedded CCI)의 갱신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그 결과, 기록 매체상의 EMI와 

매립 CCI(Embedded CCI)에 부정합이 일어나고, 그 양자가 섞이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2개의 카피 제

어 정보의 부정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기록된 컨텐츠는 데이

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모드로의 기록 재생 처리를 실행하고,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

t Mode)으로 기록된 컨텐츠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 모드로 기록 재생 처리를 실행한 구

성으로 할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과,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ignizant Mode)을 

완전히 별개의 기록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가지 안이지만, 이 경우, 하나의 기기에서 양쪽의 모드를 선택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1기기에 양 모드의 실행 처리 구성을 장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기기의 고비용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이 2개의 기록 방식,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과,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어느 방식을 적용하는가에 응하여, 컨텐츠 암호 처리용의 키를 다른 키로서 생

성하여 사용하는 구성으로 함으로써, 기기 및 기록 방식에 응하여 2개의 기록 방식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양 방식이 

무질서하게 혼재하여 실행되는 사태를 해소하고, 기기 및 기록 방식에 응한 어느 한쪽의 통일적인 기록 방식에 의한 

컨텐츠 처리 구성을, 기기의 장비 및 처리 부하를 증대시키는 일 없이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기록용의 비밀 정보(재생시에도 필요)로서의 암호화, 복호 처

리 키 생성용의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를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에 의한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은 기기에만 제공하여 기기 내에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고, 한편, 데이터 비

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 기록용의 비밀 정보(재생시에도 필요)로서의 암호화, 복호 처리 키 생성용의 

키(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에 의한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기에만 제공하여 기기 내에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였다.

저작권 정보중에 기록 모드를 격납함으로써, 예를 들면,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기록된 컨텐츠

에 관해, 버그를 원인으로서, 또는 데이터의 개찬, 기록 재생 프로그램의 부정 개조 등에 의해,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

식(Non-Cognizant Mode)의 기록 재생 기능만을 갖는 기기에서, 잘못하여 또는 부정한 기록 재생의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

(4) 카피 제어 정보 변화점

다음에,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하는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

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에 관해 설명한다. 컨텐츠 중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혼재하여 있고, 카피

금지의 부분이나, 카피 프리의 부분, 카피 1세대 허가로서 설정한 부분이 혼재한다. 이들의 검출된 다양한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그 변화한 카피 제어 정보와 함께 저작권 정보중에 기록한다.

변화점은 구체적으로는 트랜스포트 스트림를 구성하는 TS 패킷의 식별자로서의 패킷 번호가 사용 가능하다. 도 13에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하는 카피 제어 정보 변화점 데이터 예를 도시한다. 도 13에 도시한 예는 TS 패킷 번호 [00]에

서 카피 프리(00)이고, 그 후, TS 패킷 번호 [30000]가 변화점으로서 추출되고, 이 변화점에서 카피 1세대 허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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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고, 또한, 변화점 : TS 패킷 [100000]에서 카피 프리(00)로 변화하고, 또한, 변화점 : TS 패킷 [1234567]

에서 카피 1세대 허가(10)로 변화한 컨텐츠인 것을 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함으로써, 예를 들면 카피 프리의 부분만을 추출하여 카

피(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가 효율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고, 특히 고속 카피 처리에서 유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에는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 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

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와,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인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

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가 있고,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고,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생성, 부가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이들 저작권 정

보의 격납 처리, 이용 처리에 관해서는 후단의 컨텐츠의 기록 재생 처리의 설명중에서, 재차 상세히 설명한다.

[6. 키 배신 구성으로서의 트리(나무) 구조에 관하여]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는 컨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행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가 가능한 구성을 갖는 것으

로, 컨텐츠 암호 처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키를 정당한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기록 재생 장치에만 안전

하게 배포하기 위해 키 배신 구성으로서의 트리(나무) 구조가 이용된다. 이하, 이 키 배신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도 1 또는 도 2에 도시한 기록 재생 장치가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기록, 또는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할 때에 필요한 마

스터 키를 각 기기에 배포하는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방식을 이용한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록 재생 

장치의 키의 배포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의 최하단에 도시한 넘버 0 내지 15가 개개의 기록 재생 장치이다. 

즉 도 14에 도시한 나무(트리) 구조의 각 잎(리프 : leaf)이 각각의 기록 재생 장치에 상당한다.

각 디바이스(0 내지 15)는 제조시(출하시)에, 미리 정하여져 있는 초기 트리에 있어서의, 자신의 리프로부터 루트에 

이르기까지의 노드에 할당된 키(노드 키) 및 각 리프의 리프 키를 자신이 격납한다. 도 14의 최하단에 도시한 K0000 

내지 K1111이 각 디바이스(0 내지 15)에 각각 할당된 리프 키이고, 최상단의 KR부터, 최하단으로부터 2번째의 마디

(노드)에 기재된 키 : KR 내지 K111을 노드 키로 한다.

도 14에 도시한 트리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디바이스(0)는 리프 키(K0000)와, 노드 키 : K000, K00, K0, KR을 

소유한다. 디바이스(5)는 K0101, K010, K01, K0, KR을 소유한다. 디바이스(15)는 K1111, K111, K11, K1, KR을 

소유한다. 또한, 도 14의 트리에는 디바이스가 0 내지 15의 16개만 기재되고, 트리 구조도 4단 구성의 균형이 잡힌 

좌우 대칭 구성으로 하여 도시되어 있지만, 더욱 많은 디바이스가 트리 중에 구성되고, 또한, 트리의 각 부분에서 다른

단수 구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 14의 트리 구조에 포함되는 각 기록 재생기에는 다양한 기록 매체, 예를 들면 DVD, CD, MD, HD, 메모리스

틱(상표)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타입의 기록 재생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공존하는 

것이 상정된다. 이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공존 구성상에 도 14에 도시한 키 배포 구성이 적용되

어 있다.

이들의 다양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 공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 14의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 즉 디

바이스(0, 1, 2, 3)를 동일한 기록 매체를 이용하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설정한다. 예를 들면, 이 점선으로 둘러싼 그룹

내 에 포함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공통의 컨텐츠를 암호화 하여 프로바이더로부터 송부하거나, 공통으

로 사용하는 마스터 키를 송부하거나, 또는 각 디바이스로부터 프로바이더 또는 결제 기관 등에 컨텐츠 요금의 지불 

데이터를 역시 암호화 하여 출력한다는 처리가 실행된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결제 처리 기관 등, 각 디바이스와

의 데이터 송수신을 행하는 기관은 도 14의 점선으로 둘러싼 부분, 즉 디바이스(0, 1, 2, 3)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일괄하여 데이터를 송부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이와 같은 그룹은 도 14의 트리 중에 복수 존재한다.

또한, 노드 키, 리프 키는 어느 하나의 키 관리 센터에 의해 통괄하여 관리하여도 좋고, 각 그룹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송수신을 행하는 프로바이더, 결제 기관 등에 의해 그룹마다 관리하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이들의 노드 키, 리프 

키는 예를 들면 키의 누설 등의 경우에 갱신 처리가 실행되고, 이 갱신 처리는 키 관리 센터, 프로바이더, 결제 기관 등

이 실행한다.

이 트리 구조에 있어서, 도 14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그룹에 포함되는 3개의 디바이스(0, 1, 2, 3)는 노드 

키로서 공통의 키(K00, K0, KR)를 보유한다. 이 노드 키 공유 구성을 이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공통의 마스터 키를 

디바이스(0, 1, 2, 3)만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통으로 보유하는 노드 키(K00) 자체를 마스터 

키로서 설정하면, 새로운 키 송부를 실행하는 일 없이 디바이스(0, 1, 2, 3)만이 공통의 마스터 키의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마스터 키(Kmaster)를 노드 키(K00)로 암호화 한 값(Enc(K00, Kmaster))을, 네트워크를 통해 또는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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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격납하여 디바이스(0, 1, 2, 3)에 배포하면, 디바이스(0, 1, 2, 3)만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보유하는 공유의 

노드 키(K00)를 이용하여 암호(Enc(K00, Kmaster))를 풀어서 마스터 키 : Kmaster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 Enc(Ka, Kb)는 Kb를 Ka에 의해 암호화 한 데이터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느 시점(t)에서, 디바이스(3)가 소유하는 키 : K0011, K001, K00, K0, KR이 공격자(해커)에 의해 해석되고 

노출된 것이 발각된 경우, 그 이후, 시스템(디바이스(0, 1, 2, 3)의 그룹)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디바

이스(3)를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노드 키 : K001, K00, K0, KR을 각각 새로운 키(K(t)0

01, K(t)00, K(t)0, K(t)R)로 갱신하고, 디바이스(0, 1, 2)에 그 갱신 키를 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K(t)aaa는 키(Ka

aa)의 세대(Generation) : t의 갱신 키인 것을 나타낸다.

갱신 키의 배포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키의 갱신은 예를 들면, 도 15(A)에 도시한 유효화 키 블록(EKB : Enabling K

ey Block)이라고 불리는 블록 데이터에 의해 구성되는 테이블을 예를 들면 네트워크, 또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여 디

바이스(0, 1, 2에 공급함으로써 실행된다.

도 15(A)에 도시한 유효화 키 블록(EKB)에는 노드 키의 갱신이 필요한 디바이스만이 갱신 가능한 데이터 구성을 갖

는 블록 데이터로서 구성된다. 도 15의 예는 도 14에 도시한 트리 구조중의 디바이스(0, 1, 2)에 있어서, 세대 t의 갱

신의 노드 키를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블록 데이터이다. 도 14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디바이스(0), 

디바이스(1)는 갱신 노도 키로서 K(1)00, K(t)0, K(t)R이 필요하고, 디바이스(2)는 갱신 노드 키로서 K(t)001, K(t)00

, K(t)0, K(t)R이 필요하다.

도 15(A)의 EKB에 도시된 바와 같이 EKB에는 복수의 암호화 키가 포함된다. 최하단의 암호화 키는 Enc(K0010, K(

t)001)이다. 이것은 디바이스(2)가 갖는 리프 키(K0010)에 의해 암호화 된 갱신된 키(K(t)001)이고, 디바이스(2)는 

자신이 갖는 리프 키에 의해 이 암호화 키를 복호하여, K(t)001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복호에 의해 얻은 K(t)001을 이

용하여, 도 15(A)의 아래로부터 2단째의 암호화 키(Enc(K(t)001, K(t)00))를 복호 가능하게 되고, 갱신 노드 키(K(t)

00)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순차적으로, 도 15(A)의 위로부터 2단째의 암호화 키(Enc(K(t)00, K(t)0))를 복호하여 갱신

노드 키(K(t)0), 도 15(A)의 위로부터 1단째의 암호화 키(Enc(K(t)0, K(t)R))를 복호하여 K(t)R을 얻는다. 한편, 디바

이스(0, 1)는 노드 키(K000)는 갱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갱신의 노드 키로서 필요한 것은 K(t)00, K(t)0, K(t)

R이다. 디바이스(0, 1)는 도 15(A)의 위로부터 3단째의 암호화 키(Enc(K000, K(t)00))를 복호하여 K(t)00를 취득하

고, 이하, 도 15(A)의 위로부터 2단째의 암호화 키(Enc(K(t)00, K(t)0))를 복호하고, 갱신의 노드 키(K(t)0), 도 15(A)

의 위로부터 1단째의 암호화 키(Enc(K(t)0, K(t)R))를 복호하여 K(t)R을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디바이스(0, 1, 2)는

갱신한 키(K(t)R)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도 15(A)의 인덱스는 복호 키로서 사용하는 노드 키, 리프 키의 절대번지를 

나타낸다.

도 14에 도시한 트리 구조의 상위단의 노드 키 : K0, KR의 갱신이 불필요하고, 노드 키(K00)만의 갱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 15(B)의 유효화 키 블록(EKB : Enabling Key Block)을 이용함으로써, 갱신 노드 키(K(t)00)를 디바이

스(0, 1, 2)에 배포할 수 있다.

도 15(B)에 도시한 EKB는 예를 들면 특정한 그룹에서 공유하는 새로운 마스터 키를 배포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구체예로서, 도 14에 점선으로 나타내는 그룹 내의 디바이스(0, 1, 2, 3)가 있는 기록 매체를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공통의 마스터 키(K(t)master)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 디바이스(0, 1, 2, 3)의 공통의 노드 키(K00)를 갱신한 K(t)

00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통의 갱신 마스터 키 : K(t)master을 암호화 한 데이터(Enc(K(t), K(t)master)를 도 15(B)에

도시한 EKB와 함께 배포한다. 이 배포에 의해, 디바이스(4) 등, 그 밖의 그룹의 기기에서는 복호되지 않는 데이터로

서의 배포가 가능하게 된다.

즉, 디바이스(0, 1, 2)는 EKB를 처리하여 얻은 K(t)00을 이용하여 상기 암호문을 복호하면, t시점에서의 마스터 키(K

(t)master)를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KB를 사용한 마스터 키의 배포)

도 16에, t시점에서의 마스터 키(K(t)master)을 얻는 처리 예로서, K(t)00을 이용하여 새로운 공통의 마스터 키(K(t)

master)을 암호화 한 데이터(Enc(K(t)00, K(t)master))와 도 15(B)에 도시한 EKB를 기록 매체를 통해 수령한 디바

이스(0)의 처리를 도시한다.

도 1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바이스(0)는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있는 세대 : t시점의 EKB와 자신이 미리 격납하고 

있는 노드 키(K000)을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EKB 처리에 의해, 노드 키(K(t)00)을 생성한다. 또한, 복호한 갱신

의 노드 키(K(t)00)를 이용하여 갱신 마스터 키(K(t)master)을 복호하고, 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만이 갖는 

리프 키(K0000)로 암호화 하여 격납한다. 또한, 디바이스(0)가 갱신 마스터 키(K(t)master)을 안전하게 자신 내에 격

납할 수 있는 경우, 리프 키(K0000)로 암호화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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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갱신 마스터 키의 취득 처리를 도 17의 플로우 차트에 의해 설명한다. 또한, 기록 재생 장치는 출하시에 그 

시점에서 최신의 마스터 키 : K(c) master가 주어지고, 자신의 메모리에 안전하게(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자신의 

리프 키로 암호화 하여) 격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갱신 마스터 키(K(n)master)와 EKB가 격납된 기록 매체가 기록 재생 장치에 세트되면, 우선 최초에, 스텝 S1401에

서, 기록 재생 장치는 기록 매체로부터,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있는 마스터 키(K(n)master)의 시점(세대) 번호 : n(이

것을, 프레(prerecording)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라고 부르기로 한다)을 판독한다. 기록 매체에는 미리, 마스

터 키(K(n)master)의 시점(세대)번호 : n이 기억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보존하고 있는 암호화 마스터 키(C)를 판독

하고, 스텝 S1402에서, 그 암호화 마스터 키의 세대 : c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 : n

을 비교하여 그 세대의 전후를 판정한다.

스텝 S1402에서,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 : n의 쪽이, 자신의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 : c보다도 후가 아니라고(새롭지 않다) 판정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 : c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 : n과 동일이나 또는 후 인 경우, 스텝 S1403 내지 S

1408을 스킵하고, 마스터 키 갱신 처리를 종료한다. 즉, 이 경우, 자신의 메모리에 기억된 마스터 키(K(c)master)(암

호화 마스터 키(C))의 갱신은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갱신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한편, 스탭 S1402에서,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 : n의 쪽이,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

스터 키(C)의 세대 : c보다도 후이다(새롭다)라고 판정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가 프

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보다도 전의 세대인 경우, 스텝 S1403으로 진행하고, 기록 재

생 장치는 기록 매체로부터, 유효화 키 블록(EKB : Enabling Key Block)을 판독한다.

스텝 S1404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스텝 S1403에서 판독한 EKB와, 자신이 메모리에 격납하고 있는 리프 키(도 14

의 디바이스(0)에 있어서의 K0000) 및 노드 키(도 14의 디바이스(0)에 있어서의 K000, K00 ‥‥)를 이용하여, 프레

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도 16에 있어서 t)시점에서의 노드(00)의 키(K(t)00)를 계산한다.

스텝 S1405에서는 스텝 S1404에서 K(t)00이 얻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얻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그 

기록 재생 장치가 트리 구성의 그룹로부터 리보크(배제)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텝 S1406 내지 S1408을 

스킵하여 마스터 키 갱신 처리를 종료한다.

K(t)00이 얻어진 경우, 스텝 S1406으로 진행하고, 기록 매체로부터 Enc(K(t)00, K(t)master), 즉, K(t)00을 이용하

여 t시점에서의 마스터 키를 암호화 한 값을 판독한다. 그리고 스텝 S1407에서, 이 암호문을 K(t)00을 이용하여 복호

하여 K(t)master을 계산한다.

스텝 S1408에서는 자신만이 갖는 리프 키(도 14의 디바이스(0)에 있어서의 K0000)를 이용하여 K(t)master을 암호

화 하여 메모리에 격납한다. 이상으로, 마스터 키의 갱신 처리가 완료된다.

그런데, 마스터 키는 시점(세대) 0으로부터 승순으로 사용되어 가지만, 새로운 세대의 마스터 키로부터, 오래된 세대

의 마스터 키를 계산에 의해 시스템 내의 각 기기가 구하여지는 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기록 재생 장치는

일방향성 함수(f)를 보존하고 있고, 그 일방향성 함수(f)에, 자신이 갖는 마스터 키를 그 마스터 키의 세대와, 필요한 

마스터 키의 세대와의 차에 대응하는 회수만큼 적용함으로써, 조사한 세대의 마스터 키를 작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기록 재생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마스터 키(MK)의 세대가 세대(i+1)이고, 어느 데이터의 재

생에 필요한(기록시에 사용된) 마스터 키(MK)의 세대가 세대(i-1)인 경우, 마스터 키(K(i-1)master)는 기록 재생 장

치에서, 일방향성 함수(f)가 2회 이용되어. f(f(K(i+1) master))를 계산함에 의해 생성된다.

또한, 기록 재생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마스터 키의 세대가 세대(i+1)이고, 필요한 마스터 키의 세대가 세대(i-2)인 

경우, 마스터 키(K(i-2)master)는 일방향성 함수(f)를 3회 이용하여, f(f(f(K(i+1)master)))를 계산함에 의해 생성된

다.

여기서, 일방향성 함수로서는 예를 들면, 해시(hash) 함수를 이용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MD5(Messag

e Digest 5)나, SHA-1(Secure Hash Algorithm-1) 등을 채용할 수 있다. 키를 발행하는 키 발행 기관은 이들의 일

방향성 함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대보다 전의 세대를 생성 가능한 마스터 키(K(0)master, K(1)master, K(2)master

, ‥‥, K(N)master)를 미리 구하여 둔다. 즉, 우선 최초에, 제 N세대의 마스터 키(K(N)master)를 설정하고, 그 마스

터 키(K(N)master)에, 일방향성 함수를 1회씩 적용하여 감으로써, 그보다 전의 세대의 마스터 키(K(N-1)master, K(

N-2)master, ‥‥, K(1)master, K(0)master)를 순차적으로 생성하여 둔다. 그리고, 세대가 작은(전의) 마스터 키(K(

0)master)로부터 순번대로 사용하여 간다. 또한, 자신의 세대보다 전의 세대의 마스터 키를 생성하는데 이용하는 일

방향성 함수는 모든 기록 재생 장치에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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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방향성 함수로서는 예를 들면, 공개 키 암호 기술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키 발행 기관은 공개 키

암호 방식의 비밀 키를 소유하고, 그 비밀 키에 대한 공개 키를 모든 재생 장치에 주어 둔다. 그리고, 키 발행 기관은 

제 0세대의 마스터 키(K(0)master)를 설정하고, 그 마스터 키(K(0)master)로부터 사용하여 간다. 즉, 키 발행 기관은

제 1세대 이후의 마스터 키(K(i)master)가 필요하게 되면, 그 1세대 전의 마스터 키(K(i-1)master)를 비밀 키로 변환

함으로써 생성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키 발행 기관은 일방향성 함수를 이용하여, N세대의 마스터 키을, 미리 생성하

여 둘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방법에 의하면, 이론상은 무제한의 세대의 마스터 키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재생 

장치에서는 어떤 세대의 마스터 키를 갖고 있으면, 그 마스터 키을, 공개 키로 변환함으로써, 그 세 대보다 전의 세대

의 마스터 키를 얻을 수 있다.

[7. 마스터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의 기록 재생]

다음에, 마스터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의 기록 재생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우선, 기록 재생 장치가 컨

텐츠를 자신의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경우에 실행되는 마스터 키의 판별 처리에 관해 도 18의 플로우 차트를 이용하

여 설명한다. 컨텐츠 데이터는 어느 세대의 마스터 키에 의해 암호화 되고. 네트워크 또는 기록 매체를 통해 컨텐츠 프

로바이더로부터 각 기록 재생 장치로 배포된다.

우선 최초에, 스텝 S1501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기록 매체로부터,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를 판독한다. 

또한, 자신의 메모리가 기억하고 있는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c)를 취득하고, 스텝 S1502에서, 그 암호화 마스터

키의 세대(c)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를 비교하여 그 세대의 전후를 판정한다.

스텝 S1502에서,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c)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 이후가 아니다고 판정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c)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

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보다도 오래된 세대인 경우, 스텝 S1503을 스킵하고, 즉, 컨텐츠 데이터의 기록 처

리를 행하지 않고 종료한다.

한편, 스텝 S1502에서, 자신의 기록 재생 장치 내의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 이후라고 판정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Generation #n)가 나타내는 세대(n)와 동일하던지, 또는 그것보다도 새로운 경우, 스텝 S1503으

로 진행하고, 컨텐츠 데이터의 기록 처리를 행한다.

컨텐츠 데이터의 기록 처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 장치 자체가 해당하는 전자 틈 처리 상태에 따른 전자 틈 

검출 처리, 매립 처리가 실행된다. 이것은 상술한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의 각 세대에 따라, 제 1세대라면 전자 

틈의 검출, 매립 쌍방의 처리의 비실행, 제 2세대라면 검출만, 제 3세대라면 검출, 및 매립을 실행한다. 또한, 컨텐츠에

대응하여 생성하는 저작권 정보 내에 기록 장치의 전자 틈 세대 정보를 격납한다.

이들의 전자 틈에 대한 처리에 병렬하여, 컨텐츠의 격납을 위한 암호화 처리가 실행된다. 이하, 마스터 키를 이용한 

컨텐츠 암호화 처리의 상세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마스터 키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세대 관리가 이루어진 키이다. 여기

서는 앞에서 설명한 트랜스포트 스트림에 의해 구성되는 데이터를 세대 관리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블록 키를 생성

하고 블록 키에 의해 컨텐츠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에 관해 설명한다.

도 19, 도 20의 블록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9, 도 20은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의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각 

데이터, 처리를 블록화 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또한, 여기서는 기록 매체로서 광디스크를 예로 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상의 데이터의 bit-by-bit 카피를 막기 위해, 기록 매체 고유한 식별 정보로서의 디스크 ID(Disc ID)를 데이

터를 암호화 하는 키에 작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자신의 메모리(180)(도 1, 2 참조)에 격납하고 있는 마스터 키(1601), 데이터 해석 기록 방

식용 키(코그니전트 키 : Cognizant Key)(1631)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난코그니전트 키 : Non-Cogniz

ant Key)(1632)를 판독한다.

마스터 키(1601)는 앞에서 설명한 도 17의 플로우에 따라 기록 재생 장치의 메모리에 격납된 비밀 키로서, 전술한 바

와 같이 세대 관리가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세대 번호가 대응되고 있다. 이 마스터 키는 복수의 기록 재생 장치에 공

통된 키, 예를 들면 도 14에 도시한 점선 테두리의 그룹에 속하는 디바이스에 공통된 키이다. 디바이스 ID는 기록 재

생 장치(1600)의 식별자로서, 미리 기록 재생 장치에 격납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제조 번호 등의 식별자이다. 이 디바이

스 ID는 공개되어 있어서도 좋다.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1631),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

(Non-Cognizant Key)(1632)는 각각의 기록 모드에 대응한 키로서, 복수의 기록 재생 장치에 공통의 키이다. 이들은

미리 기록 재생 장치(1600)의 메모리에 격납되어 있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예를 들면 광디스크인 기록 매체(1620)에 식별 정보로서의 디스크 ID(Disc ID)(1603)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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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기록되어 있으면, 디스크 ID(Disc ID)(1603)를 판독하고(도 19에 대응), 기록

되지 않았으면,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 랜덤하게, 또는 미리 정하여진 예를 들면 난수 발생 등의 방법으로 디스크 I

D(Disc ID)(1701)를 생성하고, 디스크에 기록한다(도 20에 대응). 디스크 ID(Disc IDID)(1603)는 그 디스크에 하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리드인 에어리어 등에 격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다음에 마스터 키와, 특수한 판독 방법에서만 디스크로부터 판독 가능한 비밀 정보로서 기록

된 스탬퍼 ID(Stamper ID)(1680)와, 디스크 ID(1603)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1602)

한다.

마스터 키와 비밀 정보로서의 스탬퍼 ID(Stamper ID)(1680)와 디스크 ID(1603)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

nique Key)의 구체적인 생성 방법을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

한 해시 함수에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를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예 1의 방법이나, FIPS 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에, 마스터 키와 스탬퍼 ID(Stamper ID

)와 디스크 ID(Disc ID)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

터 길이만을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로서 사용하는 예 2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스탬퍼 ID(Stamper ID)(1680)는 미리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고도의 비밀 정보로서, 그 판독 및 

판독된 스탬퍼 ID(Stamper ID)를 이용한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의 생성 등의 연산 처리는 비밀이 유지되

도록 암호 처리 수단 내부에서 실행된다. 즉, 디스크로부터 판독된 비밀 정보는 암호 처리 수단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에서는 정당한 디바이스만이, 예를 들면 LSI 내에 실장되고 고도로 보호된 암호 키의 생성

을 실행하는 암호 처리부에서 안전한 보호하에 컨텐츠 암호 처리용의 키 생성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으로서, 부정한 

컨텐츠의 재생 처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다음에, 기록 컨텐츠마다의 고유 키인 타이틀 키(Title Key)(1604)를 암호 처리 수단(150)(

도 1, 2, 참조)에서 랜덤하게, 또는 미리 정하여진 예를 들면 난수 발생 등의 방법으로 생성(1604)하고, 디스크(1620)

에 기록한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또한, 사용하는 마스터 키의 세대 번호, 즉, 자신이 격납하는 마스터 키의 세대 번호[기록시 

세대 번호(Generation#n)](1650)를 취득하고, 이것을 기록 매체(1620)에 기록시 세대 번호(1651)로서 격납한다.

디스크상에는 어디의 데이터가 어떠한 타이틀을 구성하는가 라는 정보가 격납된 데이터 관리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

타이틀 키(1605), 기록 모드 플래그(1635), 마스터 키의 세대 번호[기록시 세대 번호(Generation#n)](1651)를 격납

할 수 있다.

또한, 기록 매체(1620)에는 미리, 프레(pre-recording)세대 번호가 격납되어 있고, 프레세대 번호와 동일 또는 프레

세대 번호보다 새로운 세대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 격납된 컨텐츠만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구성에 관해서는 후단의 재생 처리의 난에서 설명한다.

다음에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K

ey)의, 어느 하나의 조합으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즉, 기록 모드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 경우에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하고,

기록 모드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인 경우에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

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를 생성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기록용의 비밀 정보로서의 암호화, 복호 처리 키 생성용

의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에 의한 기록 또는 재

생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기만이 가지고, 한편,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 기록용의 비

밀 정보로서의 암호화, 복호 처리 키 생성용의 키(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는 데이터 비

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에 의한 기록 또는 재생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기만이 갖는다. 따라서,

한쪽의 기록 방식에만 대응한 기기에서는 어느 한쪽의 모드만을 선택하여 컨텐츠 기록이 실행된다.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를 이용하던지,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이용하

던지의 한쪽만으로 한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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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자의 키를 격납하고, 양 모드의 기록 방식을 실행 가능한 기기에서는 어느 모드에 의한 기록을 실행하는지

를 결정하는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모드 결정 프로세스 처리에 관해, 즉, 컨텐츠의 기록을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

Cognizant Mode)으로 실행하는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실행하는지를 결정하는 프

로세스에 관해 도 22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기본적으로는 컨텐츠 기록은 가능한 한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EMI와 매립 CCI(Embedded CCI)와의 부정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단, 전술한 바

와 같이, 신규 데이터 포맷의 출현 등에 의한 데이터 해석 에러 등의 발생의 가능성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를 실행한다.

도 22의 각 스텝에 관해 설명한다. 스텝 S5001에서는 기록 장치는 데이터 포맷을 해석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립 CCI(Embedded CCI)는 컨텐츠의 내부에 매립되어 있고, 데이터 포맷의 해석이 불가

능하면 매립 CCI(Embedded CCI)의 판독이 불가능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

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를 실행한다.

데이터 포맷의 해석이 가능하면, 스텝 S5002로 진행하고, 기록 장치가 데이터(컨텐츠)의 디코드 처리, 매립 CCI(Emb

edded CCI)의 판독, 갱신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컨텐츠 및 매립 CCI(Embedded CCI)는 보통, 부호화(

인코드)되고 있고, 매립 CCI(Embedded CCI)의 판독에는 복호(디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채널 동시 기록 등의 때에, 복호 회로가 다른데 사용되고 있는 등 이유로, 기기가 복호 처리 가능지 않다는 경우는 

매립 CCI(Embedded CCI)의 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의 기

록 처리를 실행한다.

스텝 S5002의 데이터(컨텐츠)의 디코드 처리, 매립 CCI(Embedded CCI)의 판독, 갱신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스텝 S5003에서, 기록 장치에 대한 유저 입력중에, 데이터 비해석 모드로의 기록 처리의 실행 지정 입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이 처리는 유저의 지정에 의한 모드 선택을 가능하게 한 기기에서만 실행되는 스텝으로서, 보통의 

기기, 즉 유저에 의한 모드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유저 입력에 의한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 지정이 있은 경우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

으로의 기록 처리가 실행된다.

다음에, 스텝 S5004에서, 컨텐츠 패킷(ex. 수신 데이터) 중에, 데이터 비해석 모드에서의 기록 처리의 실행 지정이 있

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데이터 중에 데이터 비해석 모드에서의 기록 처리의 실행 지정이 있는 경우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가 실행된다. 지정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

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가 실행된다.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 및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의 기록 처리의 쌍방을 선택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기에서는 상술한 모드 결정 프로세스 처리에 의해, 어느 모드에서의

기록을 실행하는지가 결정된다. 단, 도 21의 처리 플로우로부터도 이해되는 바와 같이,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

zant Mode)으로의 기록이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의 처리가 실행되

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 모드를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 한 경우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

ey)를 생성하고, 기록 모드를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으로 한 경우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

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생성의 구체적인 방법을 도 23에 도시한다. 도 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타이틀 키(Title Key)와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의 경우)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

nizant Key)(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을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한 예 1의 방

법, 또는 FIPS180-1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에, 마스터 키와 디스크 ID(Disc I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

식용 키(Cognizant Key)(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의 경우)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

-Cognizant Key)(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를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길이만을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로서 사용하는 

예 2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로부터 디스크 고

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하고, 이것과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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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각각 생성하

도록 하고 있지만,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불필요로 하고 마스터 키(Master Key)와 디스크 ID(Disc ID

)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

Cognizant Key)로부터 직접 타이틀 고유 키(TitleUniqueKey)를 생성하여도 좋고, 또한, 타이틀 키(Title Key)를 이

용하지 않고, 마스터 키(Master Key)와 디스크 ID(Disc I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

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상당의 키를 생성하여

도 좋다.

예를 들면 상기한 5C DTCP에 규정되는 전송 포맷의 하나를 사용한 경우, 데이터는 MPEG2의 TS 패킷으로 전송되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성 방송을 수신한 셋톱 박스(STB : Set Top Box)가 이 방송을 기록기에 5C DTCP를 

이용하여 전송한 때에, STB는 위성 방송 통신로에서 전송된 MPEG2 TS 패킷을 IEEE1394상으로도 전송하는 것이, 

데이터 변환의 필요가 없고 바람직하다.

기록 재생 장치(1600)는 기록하여야 할 컨텐츠 데이터를 이 TS 패킷의 형태로 수신하고, 전술한 TS 처리 수단(300)

에서, 각 TS 패킷을 수신한 시각 정보인 ATS를 부가한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록 데이터에 부가되는 

블록 시드는 ATS와 카피 제어 정보, 또다른 정보를 조합한 값으로 구성하여도 좋다.

ATS를 부가한 TS 패킷을 X개(예를 들면 X=32) 나열하여 1블록의 블록 데이터가 형성(도 5의 위의 도면 참조)되고, 

도 19, 도 20의 하단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피암호화 데이터로서 입력되는 블록 데이터의 선두의 제 1 내지 4바이트가 

분리되어(실렉터(1608)) 출력되는 32비트의 ATS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Block Seed)와, 먼저 생성한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로부터, 그 블록의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키인 블록 키(Block Key)가 생성(1607)된다.

블록 키(Block Key)의 생성 방법의 예를 도 24에 도시한다.도 24에서는 모두 32비트의 블록 시드(Block Seed)와, 6

4비트의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로부터, 64비트의 블록 키(Block Key)를 생성하는 예를 2개 도시하고 있

다.

상단에 도시한 예 1은 키 길이 64비트, 입출력이 각각 64비트의 암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타이틀 고유 키(Title Un

ique Key)를 이 암호 함수의 키로 하고, 블록 시드(Block Seed)와 32비트의 정수(콘스탄트)를 연결한 값을 입력하여

암호화 한 결과를 블록 키(Block Key)로 하고 있다.

예 2는 FIPS180-1의 해시 함수(SHA-1)를 이용한 예이다.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와 블록 시드(Block S

eed)를 연결한 값을 SHA-1에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을, 예를 들면 하위 64비트만 사용하는 등, 64비트로 축

약한 것을 블록 키(BlockKey)로 하고 있다.

또한, 상기에서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블록 키(Block Key)를 각

각 생성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의 생성을 실행하는 일 없이, 블록마다에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 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블록 시드(Block See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Cognizant Mode의

경우)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을 이용하여 블록 키(Block Key)를 생성하여도 좋다.

블록 키가 생성되면, 생성된 블록 키(Block Key)를 이용하여 블록 데이터를 암호화 한다. 도 19, 도 20의 하단에 도

시한 바와 같이, 블록 시드(Block Seed)를 포함하는 블록 데이터의 선두의 제 1 내지 m바이트(예를 들면 m = 8)는 

분리(실렉터(1608))되고 암호화 대상으로 하지 않고, m+1바이트째로부터 최종 데이터까지를 암호화(1609)한다. 또

한, 암호화 되지 않은 m바이트 중에는 블록 시드로서의 제 1 내지 4바이트도 포함된다. 실렉터(1608)에 의해 분리된 

제 m+1바이트 이후의 블록 데이터는 암호 처리 수단(150)에 미리 설정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1609) 된

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는 예를 들면 FIPS46-2에서 규정된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블록 시드에는 카피 제한 정보(CCI Copy Control Information)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컨텐츠 데이터 내부에 매립된 카피 

제어 정보(CCI)인 매립 CCI(Embedded CCI)에 대응하는 카피 제어 정보가 기록되고, 또한,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

(Non-Cognizant Mode)으로의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도 20에서 설명한 패킷 헤더상의 EMI(Encyrption M

ode Indicator)를 반영 한 카피 제어 정보가 기록된다.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에 의한 정보 기록 처리의 경우, 데이터부 내의 매립 카피 제어 정보(CCI

)에 의거한 카피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를 1 이상의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데이터에 부가한 기록 정보 

생성 처리를 실행하고,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에 의한 정보 기록 처리의 경우, 패킷에 포함

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인크립션 모드 인디케이터(EMI)에 의거한 카피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를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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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킷으로 이루어지는 블록 데이터에 부가한 기록 정보 생성 처리를 실행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블록 길이(입출력 데이터 사이즈)가 DES와 같이 8바이트인 때는 X를 예를 들면 3

2로 하고, m을 예를 들면 8의 배수로 함으로써, 우수리 없이 m+1바이트째 이후의 블록 데이터 전체가 암호화 될 수 

있다.

즉, 1블록에 격납하는 TS 패킷의 개수를 X개로 하고, 암호 알고리즘의 입출력 데이터 사이즈를 L바이트로 하고, n을 

임의의 자연수로 한 경우, 192 * X = m + n * L이 성립되도록 X, m, L을 정함으로써, 우수리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다.

암호화 하는 제 m+1바이트 이후의 블록 데이터는 암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 1 내지 m바이트 데이터와 함께 실

렉터(1610)에 의해 결합되어 암호화 컨텐츠(1612)로서 기록 매체(1620)에 격납된다.

또한, 본 발명의 기록 재생 장치에 있어서는 기록 처리에 관한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

n)를 생성하고, 또한, 그 개찬 체크 값으로서의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생성(1651)하고, 디스크(16

20)에 저작 권 정보 amp; MAC(1652)를 기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는 예를 들면,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

(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된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

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이고,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다양한 저작권 정보의 생성 처리 예를 도 25, 도 26, 도 2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5는 저작권 정보로서,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 전자 틈 세대 정보, 기록 모드를 격납하는 예이다. 기록 모드(Recording Mode)는 실행하는 정보 기

록 모드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인지를 나

타낸다.

도 25의 스텝 S5101에서는 입력 소스를 판정하고, 8비트의 입력 소스 정보를 생성 격납한다. 입력 소스 정보는 5C D

TCP에 준거한 입력 소스로부터의 컨텐츠인지, BS, CS 등의 위성 배신 컨텐츠인지, 지상파 디지털 컨텐츠인지, 지상

파 아날로그 컨텐츠인지 등의 입력 소스 정보이다. 입력 소스 정보의 구성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입력 소스 :

0x00 : IEEE1394 with 5C

0x01 : IE3E1394 without 5C

0x02 : USB with 5C

0x03 : USB without 5C

0x04 : 내장 BS Tuner

0x05 : 내장 CS Tuner

0x06 : 내장 지상파 Tuner

0x07 : 아날로그

0x08-ff : 리저브

스텝 S5102에서는 자체 장치의 ROM에 격납된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8비트)를 취득하여 한다.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 틈의 처리 양태로 구분하는 제 1 내지 제 3세대의 기기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컨텐츠의 기록을 실행하는 자기 장치의 정보를 나타낸다. 전자 틈 세대 정보의 구성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기록 기기 전자 틈 세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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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0 : 제 1세대

0x01 : 제 2세대

0x02 : 제 3세대

0x03-ff : 리저브

스텝 S5103에서는 컨텐츠의 기록 모드를 취득한다. 기록 모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지 데이

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인지를 나 타내는 1비트 정보이다. 기록 모드의 정보 구성예를 이하에 나타낸다

.

기록 모드 :

0 :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1 :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스텝 S5104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64비트 구성으로 하기 위해 나머지 비트로서 47 비트의 리저브 데이터'0'를 격납한

다. 이 처리에 의해, 64비트의 저작권 정보가 생성된다.

도 26은 저작권 정보로서, 기록 대상 컨텐츠 중의 각 블록 데이터로부터 취득되는 CCI로부터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

피 제어 정보를 선택하여 이것을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로서 격납하고, 또한, 기록 모드를 격납하는 예이다. 기록 모

드(Recording Mode)는 실행하는 정보 기록 모드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지, 데이터 비해석 기

록 방식(Non-Cognizant Mode)인지를 나타낸다.

도 26의 스텝 S5201에서는 기록 동작중, 각 블록 데이터에 부여된 카피 제어 정보(CCI)를 검증하고, 가장 엄격한 최

엄격 카피 제어 정보를 선택한다. 엄격한 카피 제어 정보는 카피 금지, 1세대 카피 허가 이 이상 카피 금지, 카피 프리

의 순서이다. 선택한 카피 제어 정보를 8비트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로 한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의 구성예

를 이하에 나타낸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

0x00 : 카피 프리

0x01 : 이 이상 카피 금지

0x02 : 1세대 카피 허가

0x03 : 카피 금지

0x04-ff : 리저브

스텝 S5202에서는 컨텐츠의 기록 모드를 취득한다. 기록 모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지 데이

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스텝 S5203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64비트 구성으로 하기 위해 나머지 비트로서 55비트의 리저브 데이터'0'를 격납한

다. 이 처리에 의해, 64비트의 저작권 정보가 생성된다.

도 27은 저작권 정보로서, 기록 모드 및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정보를 격납하는 예이다.

스텝 S5301에서는 컨텐츠의 기록 모드를 취득한다. 기록 모드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인지 데이

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다음에, 스텝 S5302에서는 기록 대상 컨텐츠 중의 각 블록 데이터로부터 취득되는 CCI의 변화점을 취득하고, 변화점

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패킷 No.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앞에서 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 데이터로서, 변화점을 나타내는 패킷 No를 30비트, 대응하는 카피 제어 정보를 2비트로 한 데

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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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텝 S5303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64비트 또는 64비트의 배수 구성으로 하기 위해 나머지 비트의 파팅 처리로

서 조정 비트에 'O'을 격납한다. 이 처리에 의해, 64비트의 배수의 저작권 정보가 생성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 정보로서 격납된 데이터 구성은 다양한 상태가 가능하다. 상술한 예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

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

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전부

를 저작권 정보로서 격납하여도 좋다.

상술한 다양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해 개찬 검증 치데이터로서의 MAC가 생성되고, 저작권 정보는 MAC와 함께 기록 

매체에 격납된다. MAC 생성 처리 예를 도 28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64비트 블록 암호 함

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틀 키와, 상술한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여 산출한 결과를 MAC로 하는

예 1의 방법이나,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틀 키와 저작권 정보

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길이만을 저작권 정

보 MAC 값으로서 사용하는 예 2의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컨텐츠는 블록 단위로, 세대 관리된 마스터 키, ATS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 등에 의거하여 생성

되는 블록 키로 암호화가 행하여지고 기록 매체에 격납됨과 함께,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가 개찬 체크용의 M

AC와 함께 격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구성에서는 세대 관리된 마스터 키에 의해 컨텐츠 데이터가 암호화 되고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 매체를 다른 기록 재생기에서의 재생 처리는 적어도 동일 세대, 또는 데이터를 기록한 때에 사용

된 마스터 키의 세대보다 새로운 세대를 갖는 기록 재생기인 것이 복호, 즉 재생 가능하게 되는 조건으로 된다.

또한, 컨텐츠에 대응하여 기록 매체에 저작권 정보가 격납되고, 재생, 출력시에 기록 매체에 격납된 암호화 컨텐츠의 

복호를 행하는 일 없이 저작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재생 제어, 출력 제어가 올바르게 실행된다. 또한

, 기록 매체를 다른 재생 장치에 설정하여 재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정보중에 소스 정보, 또는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컨텐츠 기록 기기에서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를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재생 제어가 실행된다. 그리고, 컨텐츠 재생 처리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단에서 설명한다.

다음에 도 29에 도시한 플로우 차트에 따라, 데이터 기록 처리에 수반하여 실행되는 TS 처리 수단(300)에 있어서의 

ATS, CCI 부가 처리 및 암호 처리 수단(150)에 있어서의 암호 처리의 처리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또한, 

전자 틈 검출, 매립 처리 수단(185)에서의 처리는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에 따른 처리가 도 29에 도시한 처리 플로

우에 병렬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즉, 기기가 제 1세대라면, 전자 틈의 검출, 매립 모두 실행되지 않고, 제 2세대

라면 검출 만 실행하고, 제 3세대라면 검출, 매립의 쌍방의 처리가 실행되는 것으로 한다. 도 29의 처리 플로우는 이

들 전자 틈 처리와 병렬로 실행되는 TS 처리 수단(300)에서의 ATS, CCI 부가 처리 및 암호 처리 수단(150)에서의 

암호 처리의 처리를 설명하는 플로우이다.

도 29의 S1801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자신의 메모리(180)에 격납하고 있는 마스터 키 및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의 경우)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

nizant Key)(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를 판독한다. 또한, 디스크로부터 스탬퍼 ID(St

amper ID)를 판독한다.

S1802에서, 기록 매체에 식별 정보로서의 디스크 ID(Disc ID)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기록되어

있으면 S1803에서 이 디스크 ID를 판독하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S1804에서, 랜덤하게, 또는 미리 정하여진 방법으

로 디스크 ID를 생성하고, 디스크에 기록한다. 다음에, S1805에서는 마스터 키와 스탬퍼 ID( Stamper ID)와 디스크 I

D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를 생성한다. 디스크 고유 키는 앞에서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블록 암호에 의거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구한다.

다음에 S1306로 진행하여, 그 1회의 기록마다의 고유한 키로서의 타이틀 키(Title Key)를 생성하고, 마스터 키의 세

대 번호와 함께 디스크에 기록한다.

다음에 S1807에서, 상기한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틀 키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의 경우)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를 생성한다.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의 상세 플로우를 도 30에 도시한다. 암호 처리 수단(150)은 스텝 S2001에서, 기록 모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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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기된다. 이 분기는 기록 재생기의 프로그램이나, 기록 재생기를 사용하는 유저에 의해 입력된 지시 데이터에 의

거하여 판정된다.

S2001에서 기록 모드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즉, Cognizant 기록인 경우는 스텝 S2002로 진행

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로

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S2001에서 기록 모드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 즉, Non-Cognizant 기록인 경우는 스텝 

S2003으로 진행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

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키 생성에는 SHA-1을 이용한 방법이나

블록 암호에 의거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S1808에서는 기록 재생 장치는 기록하여야 할 컨텐츠 데이터의 피암호화 데이터를 TS 패킷의 형태로 수신한다. S18

09에서, TS 처리 수단(300)은 각 TS 패킷을 수신한 시각 정보인 ATS를 부가한다. 또는 카피 제어 정보(CCI와 ATS)

, 또다른 정보를 조합시킨 값을 부가한다. 다음에, S1810에서, ATS를 부가한 TS 패킷을 순차적 으로 수신하고, 1블

록을 형성하는 예를 들면 X=32에 이르렀는지, 또는 패킷의 종료를 나타내는 식별 데이터를 수신하였는지를 판정한다

. 어느 하나의 조건이 만족된 경우는 스텝 S1811로 진행하고, X개, 또는 패킷 종료까지의 패킷을 나열하여 1블록의 

블록 데이터를 형성한다.

다음에, 암호 처리 수단(150)은 S1812에서, 블록 데이터의 선두의 32비트(ATS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와 S1807에서

생성한 타이틀 고유 키로부터, 그 블록의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키인 블록 키를 생성한다.

S1813에서는 블록 키를 이용하여 S1811에서 형성한 블록 데이터를 암호화 한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암호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블록 데이터의 m+1바이트째로부터 최종 데이터까지이다 . 암호화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FIPS46-2에서 규정되는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적용된다.

S1814에서, 암호화 한 블록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기록한다. S1815에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면, 기록 처리를 종료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S1808로 되돌아와 나머지 데

이터의 처리를 실행한다.

또한, 스텝 S1816, S1817에서, 이 기록 처리에 관한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를 생성

하고, 또한, 그 개찬 체크 값으로서의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생성하고, 디스크에 저작권 정보 amp;

MAC를 기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유)는 예를 들면,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

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 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

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통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으로서,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고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저작권 정보의 생성 처리 예는 앞에서 도 25, 도 2

6, 도 2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고, MAC 생성 처리는 도 28을 이용하여 설명한 처리에 따라 실행된다.

상술한 처리에 따라, 컨텐츠에 대응하여 기록 매체에 저작권 정보가 격납되고, 재생, 출력시에 기록 매체에 격납된 암

호화 컨텐츠의 복호를 행하는 일 없이 저작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재생 제어, 출력 제어가 올바르게

실행된다. 또한, 기록 매체를 다른 재생 장치에 설정하여 재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소스 정보, 또는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컨텐츠 기록 기기에서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를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재생 제어가 실행된다.

다음에,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된 암호화 컨텐츠를 복호하여 재생하는 처리에 관해 도 31의 처리 블

록도와, 도 32의 플로우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32에 도시한 플로우 차트에 따라, 복호 처리 및 재생 처리에 관해, 처리의 흐름을 설명한다. 도 32의 S2401에서, 

기록 재생 장치(2300)(도 31 참조)는 디스크(2320)로부터 디스크 ID(2302)와 프레(pre-recording)기록 세대 번호와

스탬퍼 ID(Stamper ID)(2380)를 판독하고, 또한 자신의 메모리로부터 마스터 키(2301),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

(Cognizant Key)(2331) 및/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Key)(2332)를 판독한다. 앞에서의 

기록 처리의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디스크 ID는 디스크에 미리 기록되어 있던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기록 

재생기에서 생성하여 디스크에 기록한 디스크 고유한 식별자이다.

프레(pre-recording)기록 세대 번호(2360)는 미리 기록 매체인 디스크에 격납된 디스크 고유한 세대 정보이다. 이 

프레(pre-recording) 세대 번호와, 데이터 기록시의 마스터 키의 세대 번호, 즉 기록시 세대 번호(2350)를 비교하여 

재생 처리의 가부를 제어한다. 마스터 키(2301)는 도 17 의 플로에 의해 기록 재생 장치의 메모리에 격납되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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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이루어진 비밀 키이다.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및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

Cognizant Key)는 각각 데이터 해석(Cognizant) 기록 모드 및 데이터 비해석(Non-Cognizant) 기록 모드에 대응하

는 시스템 공통의 비밀 키이다.

기록 재생 장치(2300)는 다음에, S2402에서,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야 할 데이터의 타이틀 키, 개찬 체크 데이터로

서의 MAC가 부가된 저작권 정보, 또한, 데이터를 기록한 때에 사용한 마스터 키의 세대 번호(Generation #) 즉 기록

시 세대 번호(2350)를 판독한다.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에는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

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와, 컨텐츠 중에서 취득된 카피 제어 정보인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 피 제어 정보

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는 용이하게 개찬되지 않도록, 정당성 검사 코드로서의 MAC(Message A

uthentication Code)가 부가되고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있다.

스텝 S2403에서는 디스크 ID(Disc ID)와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2302)한다. 이 키생성 방법은 앞에서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에, 마스터 키와 디스크 ID(Disc ID)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되

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길이만을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로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마스터 키(Master Key)와 디스크 ID(Disc ID)를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하는 마스터 키는 도 27의 스텝 S2402에서 기록 매체로

부터 판독한, 그 데이터의 기록시 세대 번호가 나타내는 세대(시점)의 마스터 키이다. 만약 기록 재생 장치가 이보다

도 새로운 세대의 마스터 키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하

여도 좋다.

다음에, 스텝 S2404에서, 저작권 정보의 MAC의 계산을 실행한다. MAC 계산은 앞에서 도 28을 이용하여 설명한 처

리에 의해 실행되고,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64비트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

틀 키와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예 1의 방법이나,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

(SHA-1)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틀 키와 저작권 정보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

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길이만을 저작권 정보 MAC 값으로서 사용하는 예 2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저작권 정보와 함께 기록 매체에 격납된 MAC 값과, 판독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새롭게 생성한 MAC 값이 같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정보의 개찬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스텝 S2405에서는 이 MAC 판정을 포함하는 판정 결과에 의거하여 재생 가능성의 판정이 실행된다. 판정 처리의 상

세 플로우를 도 33에 도시한다.

도 33의 스텝 S2501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S2401에서 판독한 프레세대 번호와, S2402에서 판독한 기록시 세대 번

호의 신구를 판정한다. 기록시 세대 번호가 나타내는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 이후가 아니다고 

판정된 경우, 즉, 데이터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보다도 오래된 세

대인 경우, 재생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도 32의 스텝 S2406 이하를 스킵하고, 재생 처리를 행하지 않고 처리를 종

료한다. 따라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컨텐츠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보다도 오래된 세대의 마스터 키에

의거하여 암호화 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생은 허가되지 않고, 재생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즉, 이 처리는 부정이 발각되고, 최신의 세대의 마스터 키가 주어지지 않게 된 부정한 기록 장치로, 오래된 세대의 마

스터 키에 의거하여, 데이터가 암호화 되 고,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부정한

장치에 의해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 매체의 재생은 행하지 않게 한 처리이다. 이로써, 부정한 기록 장치의 사용을 배제

할 수 있다.

한편, 도 33의 스텝 S2501에서, 기록시 세대 번호가 나타내는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번호가 나타내는 세대 이후라고 

판정된 경우, 즉,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가 프레기록 세대 번호가 나타내는 세대(n)과 동일하거나, 또는 새

로운 세대이고, 따라서 기록 매체에 기록된 컨텐츠가 프레기록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 이후의 세대의 마스터 키에

의거하여 암호화 된 것인 경우에는 스텝 S2502로 진행하고, 기록 재생 장치는 자신의 메모리가 기억하고 있는 암호

화 마스터 키(C)의 세대 정보를 취득하고, 그 암호화 마스터 키의 세대와, 암호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를 비교

하고, 그 세대의 전후를 판정한다.

스텝 S2502에서, 메모리에 기억된 마스터 키(C)의 세대가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 이후가 아니다고 판정

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마스터 키(C)의 세대가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보다도 오래된 세대인 경우, 

재생 불가능이라고 판단하고, 도 32의 스텝 S2406 이하를 스킵하고, 재생 처리를 행하지 않고 처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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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텝 S2502에서, 메모리에 기억된 암호화 마스터 키(C)의 세대가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 이후이라

고 판정된 경우, 즉, 메모리에 기억된 마스터 키(C)의 세대가 기록시 세대 정보가 나타내는 세대와 동일하던지, 또는 

그보다도 새로운 경우, 스텝 S2503으로 진행하고, 기록시의 모드에 대응하는 키, 즉 데이 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

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재생 기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

부를 판단한다.

스텝 S2503에서, 기록시의 모드에 대응하는 키인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재생 기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한다. 기록시의 

모드에 대응하는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

nt Key))를 재생 기기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경우, 재생 불가능이라고 판정한다.

스텝 S2503에서, 기록시의 모드에 대응하는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

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재생 기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는 스텝 S2504로 진행하고, 도

32의 스텝 S2404에서 계산한 MAC가 올바른지 여부, 즉, 기록 매체에 격납된 MAC와 계산치로서의 MAC가 같은지

의 여부가 판정된다. 같은 경우는 스텝 S2505로 진행하고, 불일치한 경우는 저작권 정보에 개찬이 있다고 판정되어 

재생 불가능의 처리로 된다.

스텝 S25O5에서는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 저작권 정보의 검토가 실행되고,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의 가부가 판

정된다.

저작권 정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양태의 정보 격납 형태가 있고, 그 정보 형태에 의해 재생 가능성의 판정 

처리도 다른 것으로 된다. 도 34에 저작권 정보중의 입력 소스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처리 플

로 우, 도 35에 저작권 정보중의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우, 도 36에 

저작권 정보중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우를 각각 도시한다. 

저작권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부는 저작권 정보중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도 34, 도 35, 도 36의 플로우를 1 이상 선

택하여 실행하게 된다.

우선, 도 34의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도 34는 입력 소스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우선, 

스텝 S5501에서 유저에 의해 출력 형태의 지정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출력 형태란, 예를 들면 디지털 출력

으로서의 IEEE1394 I/F를 통한 출력으로서, 5C DTCP에 준거한 출력, 또는 USB I/F를 통한 디지털 출력, 또는 아날

로그 I/F를 통한 아날로그 출력 등이다.

유저가 출력 형태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스텝 S5502로 진행하고, 기록 매체로부터 재생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응

한 저작권 정보중의 입력 소스 정보를 참조하고, 미리 기록 재생 장치 내의 메모리에 격납하고 있는 출력 제한 정보와

의 대응에 의해 출력의 가부를 판정한다. 기록 재생 장치 내의 메모리에 격납하고 있는 출력 제한 정보는 앞에서 도 1

1을 이용하여 설명한 입력 소스에 관한 출력 제한 정보와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저가 지정한 출력이 5C DTCP에 준거한 출력이고, 재생(출력) 예정 컨텐츠의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입력

소스 정보가 5C DTCP의 데이터라면, 도 11의 표에 도시한 최상단의 라인의 데이터에 상당하고, 출력이 허가된다. 

또한, 예를 들면 유저가 지정한 출력이 디지털 출력이고, 재생(출력) 컨텐츠의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입력 소스 정보

가 BS이였던 경우는 도 11에 도시한 룰에서는 출력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스텝 S55O3

에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정보에 격납한 입력 소스에 의거한 출력 가부의 판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스텝 S5501에서, 유저가 출력 형태의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텝 S5504, S5505에서, 입력 소스 정보

에 의거한 출력 가능 형태의 유무가 기록 재생 장치 내의 메모리에 격납하고 있는 출력 제한 정보(도 11에 도시한 정

보에 상당한다)에 의거하여 판정된다. 출력 가능한 형태가 있으면, 스텝 S5505에서 Yes의 판정으로 되고, 재생 가능

하게 되고, 출력 가능한 형태가 없는 경우에는 재생 불가능이라고 판정된다.

다음에, 도 35의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도 35는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전

자 틈 세대 정보는 재생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기록한 기록 장치의 전자 틈 세대(제 1, 제 2, 제 3세대)로서, 컨텐츠 기

록시에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된 것이다.

또한, 본 판정은 컨텐츠 중에서 전자 틈을 검출하는 장치에서 유효하고, 전자 틈 세대로서는 전술한 소위 제 2세대, 제

3세대의 기록 재생 장치에서만 실행된다. 또한 전자 틈이 암호화 컨텐츠가 아니라, 복호 컨텐츠에 대해 검출, 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도 35에 도시한 판정 처리는 도 32의 처리 플로우의 스텝 S2409의 블록 데이터 복호 처리의 후 

스텝에서 실행되게 된다. 암호 처리 데이터에 대해 전자 틈의 매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도 32의 S2405의 재생 가

능 판정 스텝에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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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의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우선, 스텝 S5601에서, 검출된 전자 틈 정보가 카피 금지를 나타내는지, 1세대 카

피 허가 그 이외(카피 프리 또는 이 이상 카피 금지)인지를 판정한다. 카피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재생 출력

은 금지되게 된다. 카피 프리 또는 이 이상 카피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한다. 1세대 카피 

허가인 전자 틈의 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텝 S5602로 진행하고, 저작권 정보중의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

보를 판독하고, 컨텐츠를 기록한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가 제 2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하

고, 제 3세대 이상인 경우는 재생 불가라고 판정한다.

컨텐츠가 제 2세대의 기기에서 기록된 컨텐츠인 경우는 전자 틈의 갱신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 기록 가능한 

기록 매체에 카피된 컨텐츠에 카피 1세대 허가를 나타내는 프라이머리 마크(1O)가 그대로의 형태로 전자 틈으로서 

잔존한다. 기록 장치가 제 3세대라면, 카피 1세대 허가를 나타내는 프라이머리 마크(10)의 컨텐츠를 카피한 경우는 

이 이상 카피 금지를 나타내는 (101)로 갱신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재생을 실행하고자 하는 장치가 컨텐츠 기록 장치의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기록 장

치의 처리가 파악될 수 있고, 예를 들면 기록 장치가 제 2세대의 기기인 것이 저작권 정보중의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

거하여 판정된 경우는 재생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처리에 의해, 다른 세대의 기기에서 기록, 재생이 실행된 경

우에도,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거한 정확한 카피 제어가 실행되게 된다.

다음에, 도 36의 플로우에 관해 설명한다. 도 36은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가부를 판정하는 경우

이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는 컨텐츠 중에서 취득된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이다.

스텝 S5701에서, 재생을 실행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중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를 취득하고,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재생 불가라고 판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한다.

도 34, 도 35, 도 36의 처리 플로우는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된 하나의 정보에 의거한 판정 처리 플로우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복수의 정보가 재생 예정의 컨텐츠에 대응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된 저작권 정보에 포함

되는 경우는 복수의 정보에 의거한 판정 처리를 시퀀셜로 또는 패럴렐로 실행하고, 모든 판정에 있어서 재생 가능이

라고 판정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하고, 어느 한 판정에 있어서, 하나라도 재생 불가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생 불가로 하는 처리를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들의 판정의 결과에 의거하여, 도 33의 재생 가능성의 판정 처리가 종료되고, 모든 조건이 만족하고, 재생 가능이라

고 판정되면, 도 32에 도시한 스텝 S2406으로 이행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 틈의 판정 처리가 복호 데이터

에 대한 전자 틈 검출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경우는 전자 틈에 의거한 재생 가능성의 판정은 도 32의 스텝 S2409의 블

록 데이터의 복호 처리의 후에 실행한다.

도 32의 플로우로 되돌아와, 재생 처리에 관해 설명을 계속한다. 스텝 S2406에서는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을 행한다.

타이틀 고유 키의 생성의 상세 플로우를 도 37에 도시한다. 암호 처리 수단(150)은 스텝 S2601에서, 기록 모드의 판

정을 실행한다. 이 판정은 디스크로부터 판독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기록 모드(Recording Mode)에 의거하여 실행된

다.

S2601에서, 기록 모드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이라고 판정된 경우는 스텝 S2602로 진행하고, 디

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로부터, 타

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S2601에서, 기록 모드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이라고 판정된 경우는 스텝 S2603으로 진

행하고,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한다. 키 생성에는 SHA-1을 이용한 방법이나 블록 암호에 의

거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로부터 디스크 고

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하고, 이것과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각각 생성하

도록 하고 있지만,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불필요로 하고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

r ID)와 디스크 ID(Disc ID)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

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직접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하여도 좋고, 또한,

타이틀 키(TitleKey)를 이용하지 않고,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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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상당의 키를 생성하여도 좋다.

다음에 S2407에서 디스크로부터 암호화 되고 격납되어 있는 암호화 컨텐츠(2312)로부터 순차적으로 블록 데이터(B

lock Data)를 판독하고, S2408에서, 블록 데이터의 선두의 4바이트의 블록 시드(Block Seed)를 실렉터(2310)에서 

분리하고, 블록 시드(Block Seed)와, S2406에서 생성한 타이틀 고유 키를 이용하여 블록 키를 생성한다.

블록 키(Block Key)의 생성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도 24의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 즉, 32비트의 블록 시드(Block S

eed)와, 64비트의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로부터, 64비트의 블록 키(Block Key)를 생성하는 구성을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블록 키(Block Key

)를 각각 생성하는 예를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면,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와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의 생성을 실행하는 일 없이, 블록마다에 마스터 키(Master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

D)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블록 시드(Block See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이용하여 블록 키(Block Key)를 생성하여도 좋다.

블록 키가 생성되면, 다음에 S2409에서, 블록 키(Block Key)를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 있는 블록 데이터를 복호(230

9)하고, 실렉터(2308)를 통해 복호 데이터로서 출력한다. 또한, 복호 데이터에는 트랜스포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각 

트랜스포트 패킷에 ATS가 부가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한 TS 처리 수단(300)에서, ATS에 의거한 스트림 처리가 실

행된다. 그 후, 데이터는 사용, 예를 들면, 화상을 표시하거나, 음악을 재생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블록 단위로 암호화 되고 기록 매체에 격납된 암호화 컨텐츠는 블록 단위로 ATS를 포함하는 블록 시드에 

의거하여 생성되는 블록 키로 복호 처리가 행하여지고 재생이 가능하게 된다. 블록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 있는 

블록 데이터를 복호하고, S2410에서, 모든 데이터를 판독하였는지를 판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판독하였으면 종료하

고, 그렇지 않으면 S2407에 되돌아와서 나머지 데이터를 판독한다.

또한, 상술한 기록 재생 장치는 도 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 기록용의 암호화

, 복호 처리 키 생성용의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와,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

nt Mode) 기록용의 암호화, 복호 처리 키 생성용의 키(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의 쌍방

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구성예이지만, 어느 한쪽의 키, 즉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

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만을 격납한 기기에서는 어느 한쪽만의 격납 키에 대응하는 방식

만을 실행하고, 격납 키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복호 처리용의 블록 키를 생성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재생 장치는 컨텐츠의 재생에 있어서, 컨텐츠에 대응하여 생성 격

납된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출력의 가부를 판정한다. 저작권 정보에는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

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

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으로서,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

보를 취득하여 재생의 가부를 판정한다.

또한, 저작권 정보에 포함되는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컨텐츠의 카피 처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술한 재생 처리에서는 블록 데이터의 복호를 행하여 출력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컨텐츠 전체

가 카피 프리인 경우에는 각 블록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CCI)나, 전자 틈을 검출하는 일 없이 다른 기기에 컨텐츠

를 이동(카피)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다.

재생 대상 컨텐츠 전체가 카피 프리인지의 여부를 컨텐츠에 대응하여 격납된 저작권 정보중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

보에 의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는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

로서의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이다. 따라서,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프리인 

경우에는 대응 컨텐츠 중의 모두가 카피 프리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컨텐츠 중의 블록 데이터에 부가된 CCI를 확인

하는 일 없이, 다른 기기로의 컨텐츠 카피가 가능하다고 판정할 수 있게 된다.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를 적용한 컨텐츠 재생 출력 처리 플로우를 도 38에 도시한다. 도 38의 스텝 S6101에서는 

재생 대상 컨텐츠에 대응시켜진 저작권 정보로부터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프리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카피 프리이면, 스텝 S6102로 진행하고, 컨텐츠 전체의 재생 출력을 실행

한다. 이 경우, 블록 데이터마다의 CCI 판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복호 처리도 생략 가능하다. 한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가 카피 프리가 아닌 경우에는 스텝 S6103으로 진행하고, 카피가 허가된 부분을 추출하고 출력하게 

된다. 이 경우는 각 CCI 또는 전자 틈 정보 검출 등, 소정의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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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컨텐츠에 다양한 카피 제어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고속 카피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정보에 포

함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정보가 적용된다.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정보는 앞에서 도 13을 

이용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카피 제어 정보가 변화하는 TS 패킷의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를 대응시킨

데이터이다.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정보를 적용한 컨텐츠 재생 출력 처리 플로우를 도 39에 도시한다. 도 39의 스텝 S6201에

서는 재생 대상 컨텐츠에 대응시켜진 저작권 정보로부터 카피 제어 정보 변화점 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카피 제어 

정보 변화점 정보에 의거하여, 컨텐츠 중의 카피 프리 부분 등 카피가 허가된 컨텐츠 영역을 추출한다. 구체적으로는 

패킷 No.에 의거하여, 컨텐츠의 카피 가능 부분을 특정한다.

스텝 S6202에서는 스텝 S6201에서 추출한 카피 가능 부분을 선택 출력한다. 이 경우, 추출 부분은 카피가 가능한 것

이 분명하기 때문에 블록 데이터마다의 CCI 판정은 불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복호 처리도 생략 가능하다. 단, 필요에 

따라 CCI 또는 전자 틈 정보의 갱신 처리는 실행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컨텐츠에 대응시킨 저작권 정보중에 격납한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정보를 취

득하고, 컨텐츠의 카피 제어 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컨텐츠 재생 출력 처리의 효율화가 실현된다.

[8. 미디어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의 기록 재생]

상기한 실시예는 유효화 키 블록(EKB : Enabling Key Block)을 이용하여 각 기록 재생 장치에 대해 마스터 키를 전

송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기록 재생 장치가 데이터의 기록, 재생을 행한다는 구성예였다.

마스터 키는 그 시점에서의 데이터의 기록 전체에 유효한 키로서, 어떤 시점의 마스터 키를 얻을 수가 있는 기록 재생

장치는 그 시점 및 그 이전에 이 시스템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복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단, 시스템 전체에서 유

효하다라는 그 성질상, 마스터 키가 공격자에 노출된 경우의 영향이 시스템 전체에 미친다는 부적당함도 있다.

이에 대해, 기록 매체의 EKB(Enabling Key Block)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키를 모든 시스템에 유효한 마스터 키가 아

니라, 그 기록 매체에만 유효한 미디어 키로 함으로써, 키의 노출의 영향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 제 

2의 실시예로서 마스터 키 대신에 미디어 키를 이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단, 제 1의 실시예와의 변경 부분만을 설명

한다.

도 40에는 도 16과 같은 예로서, 디바이스(0)가 기록 매체에 격납되어 있는 t시점의 EKB와 자신이 미리 격납하고 있

는 리프 키(K0000)와 노드 키(K000, K00)를 이용하여 갱신 노드 키(K(t)00)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갱신 미디

어 키 : K(t)media를 얻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얻은 K(t)media는 그 기록 매체의 데이터의 기록, 재생시에 

사용된다.

또한, 도 40에 있어서의 프레기록 세대 번호(Generation #n)는 미디어 키에서는 마스터 키와 같이 세대의 신구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고 옵션으로서 설정된다.

각 기록 재생 장치는 예를 들면, 데이터의 기록 또는 재생을 위해 기록 매체가 기록 재생 장치에 삽입된 때에, 도 41에

도시한 플로우 차트에 의해 그 기록 매체용의 미디어 키 : K(t)media를 계산하고, 후에 그 기록 매체로의 액세스에 사

용한다.

도 41의 스텝 S2801의 EKB의 판독과 S2802의 EKB의 처리는 각각 도 17의 스텝 S1403 및 S1404와 같은 처리이

다.

스텝 S2803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미디어 키(K(t)media)를 노드 키(K(t)00) 로 암호화 한 암호문(Enc(K(t)00, K(t)m

edia))을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스텝 S2804에서 이것을 복호하여 미디어 키를 얻는다. 만약 이 기록 재생 장치

가 도 14에 도시한 트리 구성의 그룹으로부터 배제, 즉 리보크 되어 있으면, 미디어 키를 입수할 수 없고, 그 기록 매

체에의 기록 및 재생을 행할 수 없다.

다음에, 미디어 키를 적용하여 키를 생성하고, 생성한 키에 의한 암호 처리를 행하여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에 관해 설명하지만, 미디어 키에서는 마스터 키와 같이 세대의 신구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제 1의 실시예에 

있어서 도 18을 이용하여 설명한 프레기록 세대 정보와 기록 재생 장치 자신이 격납하는 마스터 키의 세대의 비교에 

의한 기록 가능한지 여부의 체크는 행하지 않고, 상기 처리에서 미디어 키를 얻을 수 있으면 기록을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즉, 도 42에 도시한 처리 플로우과 같이 된다. 도 42의 처리 플로우는 미디어 키의 취득을 S2901에서 판정

하고, 취득된 경우에만, 스텝 S2902에서 컨텐츠의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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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키를 이용한 암호 처리에 의한 컨텐츠 데이터의 기록 처리에 관해, 도 43, 44의 블록도 및 도 45의 플로우 차

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 1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기록 매체로서 광디스크를 예로 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기록 매체상의 

데이터의 bit-by-bit 카피를 막기 위해, 기록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로서의 디스크 ID(Disc ID)를 데이터를 암호화 하

는 키에 작용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도 43 및 도 44는 각각 제 1의 실시예에서의 도 19 및 도 20에 대응하는 도 면으로서, 마스터 키(Master Key) 대신

에 미디어 키(Media Key)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다르고, 또한, 마스터 키의 세대를 나타내는 기록시 세대 번호(Gene

ration #)를 이용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도 43 및 도 44의 차이는 도 19, 도 20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ID의 기

록을 실행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차이이다.

도 45는 미디어키를 이용하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데이터 기록 처리를 도시한 것이고, 전술한 도 29(실시예 1)의 

플로우 차트에 대응한다. 이하, 도 45의 처리 플로우에 관해 실시예 1과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한다.

도 45의 S3201에서, 기록 재생 장치(3000)는 자신의 메모리에 격납하고 있는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

t Key) 및/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와, 도 41의 S2804에서 계산하고,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미디어 키(K(t)media)를 판독한다. 또한, 디스크로부터 스탬퍼 ID(Stamper ID)를 판독한다.

S3202에서, 기록 재생 장치는 기록 매체(광디스크)(3020)에 식별 정보로서의 디스크 ID(Disc ID)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기록되어 있으면, S3203에서 이 디스크 ID(Disc ID)를 판독하고(도 43에 대응), 기록되지

않으면, S3204에서, 랜덤하게 또는 미리 정하여진 방법으로 디스크 ID(Disc ID)를 생성하고, 디스크에 기록한다(도 4

4에 대응). 디스크 ID(Disc ID)는 그 디스크에 하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리드인 에어리어 등에 격납하는 것도 가능하

다. 어느 경우에도, 다음에 S3205로 진행된다.

S3205에서는 S3201에서 판독한 미디어 키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

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한다.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의 구체적인 생성 방법으로서는 제 1의 실시

예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마스터 키 대신에 미디어 키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에 S3206으로 진행하여, 그 1회의 기록마다 고유한 키 : 타이틀 키(Title Key)를 랜덤하게, 또는 미리 정하여진 

방법으로 생성하고, 디스크에 기록한다.

디스크상에는 어디의 데이터가 어떤 타이틀을 구성하든지 라는 정보가 격납된 데이터 관리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 

타이틀 키를 격납할 수 있다.

스텝 S3207 내지 S3215는 도 29의 S18O7 내지 S1815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스텝 S3216, S3217에서, 이 기록 처리에 관한 컨텐츠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를 생성

하고, 또한, 그 개찬 체크 값으로서의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생성하고, 디스크에 저작권 정보 amp;

MAC를 기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는 예를 들면,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

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

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으로서,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를 저작권 정보로서 설정하고 기록 매체에 격납한다. 저작권 정보의 생성 처리 예는 앞에서 도 25, 도 26,

도 27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고, MAC 생성 처리는 도 28을 이용하여 설명한 처리에 따라 실행된다.

상술한 처리에 따라, 컨텐츠에 대응하여 기록 매체에 저작권 정보가 격납되고, 재생, 출력시에 기록 매체에 격납된 암

호화 컨텐츠의 복호를 행하는 일 없게 저작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재생 제어, 출력 제어가 올바르게

실행된다. 또한, 기록 매체를 다른 재생 장치에 설정하고 재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정보에 격납된 소스 정보, 또는 

전자 틈 세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컨텐츠 기록 기기에서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를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재생 제어가 실행된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미디어 키(Media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로부터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하고, 이것과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

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각각 생성하도

록 하고 있지만,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불필요로 하고 미디어 키(Media Key)와 스탬퍼 ID(Stamper I

D)와 디스크 ID(Disc ID)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

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직접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하여도 좋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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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키(Title Key)를 이용하지 않고, 미디어 키(Media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 Cognizant Key)로부터 타이

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 상당의 키를 생성하여도 좋다.

이상과 같이 하여, 미디어 키를 이용하여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다음에,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기록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처리에 관해, 도 46의 블록도와 도 47의 플로우차트를 이

용하여 설명한다.

도 46은 제 1의 실시예에 있어서 도 31에 대응하는 도면으로서, 마스터 키(Master Key) 대신에 미디어 키(MediaKe

y)가 사용되고, 그 때문에 기록시 세대 번호(Generation #)가 생략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도 47의 S3401에서, 기록 재생 장치(3400)는 기록 매체인 디스크(3420)로부터 스탬퍼 ID(Stamper ID) 및 디스크 I

D(Disc ID)를 또한 자신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및/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와, 도 41의 S2804에서 계산하여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미디어 키를 판독한다.

또한, 이 기록 매체의 삽입시에, 도 41의 처리를 행하고, 미디어 키를 입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재생 처리를 행하지 

않고 종료한다.

다음에 S3402에서, 디스크로부터 판독하여야 할 데이터의 타이틀 키(Title Key)와 이 컨텐츠 데이터에 대응하여 기

록되고, 개찬 체크 데이터로서의 MAC가 부가된 저작권 정보를 판독한다.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에는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 드의 각 정보와, 컨텐츠 중

에서 취득되는 카피 제어 정보인 CCI로부터 선택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

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저작권 정보(Copyright Information)는 용이하게 개찬되지 않도

록, 정당성 검사 코드로서의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가 부가되어 있다.

스텝 S3403에서는 디스크 ID(DiscID)와 미디어 키와 스탬퍼 ID(Stamper ID)를 이용하여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

ue Key)를 생성한다. 이 키 생성 방법은 앞에서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 처리에서, 마스터 키를 미디어 키로 치환함

으로써 실현된다. 예를 들면,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SHA-1)에, 미디어 키와 디스크 ID(Disc ID)

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길이를 디스크 고유 키

(Disc Unique Key)로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미디어 키와 디스크 ID(Disc ID)

를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다음에, 스텝 S3404에서, 저작권 정보의 MAC의 계산을 실행한다. MAC 계산은 앞에서 도 28을 이용하여 설명한 처

리에 의해 실행되고, 도 28에 도시한 바와 같이, 64비트 블록 암호 함수를 이용한 해시 함수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

틀 키와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는 예 1의 방법이나, FIPS180-1에서 정하여져 있는 해시 함수

(SHA-1)에, 디스크 고유 키와 타이틀 키와 저작권 정보와의 비트 연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160비

트의 출력으로부터 필요 한 데이터 길이만을 저작권 정보 MAC 값으로서 사용하는 예 2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저작권 정보와 함께 기록 매체에 격납된 MAC 값과, 판독한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새롭게 생성한 MAC 값이 같다

고 판단되면, 저작권 정보의 개찬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스텝 S3405에서는 이 MAC 판정을 포함하는 판정 결과에 의거하여 재생 가능성의 판정이 실행된다. 판정 처리의 상

세 플로우를 도 48에 도시한다.

스텝 S3501에서는 미디어 키(Media Key)가 얻어졌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미디어 키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 재생 

불가능으로 되고, 미디어 키가 얻어진 경우는 스텝 S3502로 진행한다. 스텝 S3502의 처리는 도 33의 S2503과 같고,

그 데이터의 기록시에 사용된 기록 모드에 대응하는 키(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Cognizant Mode)의 경우는 데이터 해

석 기록 방식용 키 (Cognizant Key),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Non-Cognizant Mode)의 경우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를 재생 기기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스테 7S3503으로 진행한다.

스텝 S3503에서는 도 32의 스텝 S3404에서 계산한 MAC가 올바른지의 여부, 즉, 기록 매체에 격납된 MAC와 계산

치로서의 MAC가 같은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같은 경우는 스텝 S3505로 진행하고, 불일치한 경우는 저작권 정보에 

개찬이 있다고 판정되어 재생 불가능의 처리로 된다.

스텝 S3505에서는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한 저작권 정보의 검토가 실행되고,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의 가부가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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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양태의 정보 격납 형태가 있고, 그 정보 형태에 따라, 전술한 도 34에 도시

한 입력 소스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부 판정 처리, 도 35에 도시한 전자 틈 세대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부 판정 처리, 

도 36에 도시한 저작권 정보중의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에 의거한 재생 가부 판정 처리의 적어도 어느 하나의 처리

가 실행되게 된다. 재생 예정의 컨텐츠에 대응하여 기록 매체에 격납된 저작권 정보에 복수의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는

복수의 정보에 의거한 판정 처리를 시퀀셜 또는 패럴렐로게 실행하고, 모든 판정에서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된 경우에

만 최종적으로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하고, 어느 하나의 판정에서, 하나라도 재생 불가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생 불가로 하는 처리를 행하는 구성으로 한다.

이들 판정의 결과에 의거하여, 도 48의 재생 가능성의 판정 처리가 종료되고, 모든 조건이 만족하고, 재생 가능이라고

판정되면, 도 47에 도시한 스텝 S3406으로 이행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 틈의 판정 처리가 복호 데이터에 

대한 전자 틈 검출에 의거하여 실행되는 경우는 전자 틈에 의거한 재생 가능성의 판정은 도 47의 스텝 S3409의 블록 

데이터의 복호 처리의 후에 실행 한다.

도 47의 플로우의 그 후의 처리, 스텝 S3406 내지 S3410의 처리는 도 32의 S2406 내지 S2410과 같기 때문에 설명

을 생략한다.

또한, 상기한 설명에서는 미디어 키(Media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로부터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생성하고, 이것과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

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각각 생성하도

록 하고 있지만, 디스크 고유 키(Disc Unique Key)를 불필요로 하고 미디어 키(MediaKey)와 스탬퍼 ID(Stamper ID

)와 디스크 ID(Disc ID)와 타이틀 키(Title Key)와, 데이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직접 타이틀 고유 키(Title Unique Key)를 생성하여도 좋고, 또한 타이

틀 키(Title Key)를 이용하지 않고, 미디어 키(Media Key)와 스탬퍼 ID(Stamper ID)와 디스크 ID(Disc ID)와, 데이

터 해석 기록 방식용 키(Cognizant Key) 또는 데이터 비해석 기록 방식용 키(Non-Cognizant Key)로부터 타이틀 고

유 키(Title Unique Key) 상당의 키를 생성하여도 좋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하여, 기록 매체에의 데이터의 기록 및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가 실행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보 처리 장치로서의 재생 장치는 컨텐츠의 재생에 있어서, 컨텐츠에 대응하여 생성 격

납된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출력의 가부를 판정한다. 저작권 정보에는 입력 소스 정보, 기록 기기의 전자 틈 

세대 정보(전술한 제 1, 2, 3세대), 기록 모드의 각 정보, 컨텐츠 중에서 취득된 카피 제어 정보로서의 CCI로부터 선택

된 가장 엄격한 최엄격 카피 제어 정보인 타이틀별 카피 제어 정보, 또한 기록 컨텐츠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의 변화점

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대응 패킷 넘버와 변화점에서의 카피 제어 정보 등으로서, 이들의 정보 중에서 1 이상의 정보

를 취득하여 재생의 가부를 판정한다.

[9. 기록 재생 장치 하드웨어 구성]

상술한 일련의 처리를 실행하는 기록 재생 장치로서의 정보 처리 장치의 구성예에 관해 설명한다. 상술한 각 플로우, 

블록도를 참조하여 설명한 처리는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의 조합에 의해 실행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록 재생 장치에

서의 암호 처리 수단은 암호화/복호 LSI로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범용의 컴퓨터나, 1칩의 마이크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에 의해 행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TS 처리 수단도 처리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련의 처리를 소프트웨어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범

용의 컴퓨터나 1칩의 마이크로 컴퓨터 등에 인스톨 된다. 도 49는 상술한 일련의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인스톨

된 컴퓨터의 한 실시의 형태의 구성예를 도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기록 매체로서의 하드디스크(4205)나 ROM(4203)에 미리 기록하여 둘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은 플로피 디스크,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M0(Magneto optical) 디스크, DV

D(Digital Versatile Disc), 자기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등의 리무버블 기록 매체(4210)에,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격납(기록)하여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리부버블 기록 매체(4210)는 이른바 패키지 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상술한 바와 같은 리무버블 기록 매체(4210)로부터 컴퓨터에 인스톨 하는 외에, 다운로드 사이트로

부터, 디지털 위성 방송용의 인공 위성을 통해, 컴퓨터에 무선으로 전송하거나, LAN(Local Area Network), 인터넷

이라는 네 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유선으로 전송하고, 컴퓨터에서는 그와 같이 하여 전송되어 오는 프로그램을, 통

신부(4208)에서 수신하고, 내장하는 하드디스크(4205)에 인스톨 할 수 있다.

컴퓨터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4202)를 내장하고 있다. CPU(4202)에는 버스(4201)를 통해, 입출력 인터

페이스(4211)가 접속되어 있고, CPU(4202)는 입출력 인터페이스(4210)를 통해, 유저에 의해, 키보드나 마우스 등으

로 구성되는 입력부(4207)가 조작됨에 의해 지령이 입력되면, 그것에 따라서, ROM(Read Only Memory)(42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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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는 CPU(4202)는 하드디스크(4205)에 격납되어 있는 프로그램, 위성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되고, 통신부(4208

)에서 수신되고 하드디스크(4205)에 인스톨 된 프로그램, 또는 드라이브(4209)에 장착된 리무버블 기록 매체(4210)

로부터 판독되고 하드디스크(4205)에 인스톨 된 프로그램을, RAM(Random Access Memory)(4204)에 로드하여 실

행한다.

이로써, CPU(4202)는 상술한 플로우 차트에 따른 처리, 또는 상술한 블록도의 구성에 의해 행하여지는 처리를 행한

다. 그리고, CPU(4202)는 그 처리 결과를 필요에 응하여, 예를 들면, 입출력 인터페이스(4211)을 통해, LCD(Liquid 

Crystal Display)나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는 출력부(4206)로부터 출력, 또는 통신부(4208)로부터 송신, 나아가서는 

하드디스크(4205)에 기록시킨다.

여기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컴퓨터에 각종의 처리를 행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처리 스텝은 반드시 플

로우 차트로서 기재된 순서에 따라 시계 열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 또는 개별적으로 실행되는 처리(예를 들면,

병렬 처리 또는 오브젝트에 의한 처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라도 좋고, 복수의 컴퓨터에 의해 분산 처리되는 것이라도 좋

다. 또한, 프로그램은 먼곳의 컴퓨터에 전송되어 실행되는 것이라도 좋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컨텐츠의 암호화/복호를 행하는 블록을, 1칩의 암호화/복호 LSI로 구성하는 예를 중심으

로 하여 설명하였지만, 컨텐츠의 암호화/복호를 행하는 블록은 예를 들면,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CPU(170)가 실행하

는 하나의 소프르웨어 모듈로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TS 처리 수단(300)의 처리도 CPU(170)가 실

행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특정한 실시예를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관해 상세하게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업자가 해당 실시예의 수정이나 대용을 이룰 수 있음은 자명하다. 실시예에 있어서는 예시라는 형태로 본

발명을 개시하여 온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의 난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컨텐츠에 대응시켜서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정

보를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고, 저작권 정보로서, 기록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를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록 컨 텐츠의 재생, 출력에 있어서,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취득한 입력 소스 

정보에 의거하여, 재생, 출력의 가부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컨텐츠에 대응시켜서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정보를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고, 저작권 정보로서, 기록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를 격납하고, 기록 재생 장치의 메모리에 격납한 출력

제한 정보와의 대응에 의해, 재생 처리 제어를 실행하는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력 소스에 응한 정확한 재생, 출력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컨텐츠에 대응시켜서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정보를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고, 저작권 정보에 대한 개찬 체크 값으로서의 MAC를 아울러서 격납하는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작

권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저작권 정보에 대한 개찬 체크 값으로서의 MAC의 생성용 

키로서, 이용하는 디스크 고유 키를 생성하는데도 필요한 키를 트리(나무) 구조의 키 배포 구성에 따른 유효화 키 블

록(EKB)과 함께 송신하고, 송신한 EKB의 처리에 의해, 정당한 라이센스를 받은 디바이스에서만 취득 가능한 마스터

키, 미디어 키를 적용하는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라이센스 디바이스에서만 MAC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컨

텐츠의 정당한 이용 구성이 실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기록 대상 컨텐

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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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改竄)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

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

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구

성을 갖음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기록 대상 컨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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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

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

체로부터 판독한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생성하고, 해당 생성 데이터와, 상기 기록 매체에 격납이 끝난 개찬 체크 값

과의 대조에 의해,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고, 개찬 없음의 결과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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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 하는 구성을 갖음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재생 대상 컨텐츠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기록 매체로부터의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구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장치.

청구항 15.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기록 방법으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기록 대상 컨텐

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은 또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

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 록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

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 권 정보와 함께 격납하는 처

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기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기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기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

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기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기록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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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저작권 정보와 함께 격납함과 함

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된 키에 

의거하여, 기록 대상 컨텐츠의 암호화 처리를 실행하여 기록 매체에 대해 격납하는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기록 방법.

청구항 22.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정보 재생 방법으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고,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

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은 또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

체로부터 판독한 저작권 정보에 의거하여 생성하고, 해당 생성 데이터와, 상기 기록 매체에 격납이 끝난 개찬 체크 값

과의 대조에 의해,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고, 개찬 없음의 결과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IEEE1394 인터페이스를 통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 컨텐츠 입력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

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인지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소스 정보는 입력 컨텐츠에 대해 설정된 카피 제어 정보 양태를 포함하고,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TS 패킷에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 또는 전자 틈으로서 부가된 카피 제어 정보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

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재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K

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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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재생 방법을 실행하는 정보 재생 장치는 복수의 다른 정보 재생 장치를 리프로 한 계층 트리 구조를 구성하

는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키와 각 정보 재생 장치 고유의 리프 키를 격납하고, 상기 정보 재생 방법에서,

노드 키를 하위 계층의 노드 키 또는 리프 키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 는 키에 의해 암호화 한 유효화 키 블록(E

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상기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

작권 정보에 대응하는 개찬 체크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작권 정보의 개찬 검증을 실행함과 함께,

상기 유효화 키 블록(EKB)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해당 복합 처리에 의해 취득 가능한 키를 적용하여 취득되는 키

에 의거하여, 재생 대상 컨텐츠의 복호 처리를 실행하고 기록 매체로부터의 컨텐츠 재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정보 재생 방법.

청구항 29.
컨텐츠의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처리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기록 매체에 대한 기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생성하는 스텝과,

상기 기록 대상 컨텐츠를 격납하는 기록 매체에 격납하는 처리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

청구항 30.
컨텐츠의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처리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기록 매체로부터의 재생 대상 컨텐츠에 관한 입력 소스 정보를 포함하는 저작권 정보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 격납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하는 스텝과,

상기 재생 대상 컨텐츠의 입력 소스 정보에 대응한 출력 제한에 의거한 재생 제어를 행하는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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