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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전자 정보키와 로킹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전자 정보키는
: ID 코드 기억 소자로서,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는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상기 ID 코드 
기억 영역에는 상기 로킹 장치를 해정할 수 있는 ID 코드가 저장되는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는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
를 구비하며; 상기 로킹 장치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 기억 소자내의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 중에서 하나의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에 대응하는 값이 등록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ID 코드 등록 영역을 갖는 등록 ID 코드 
저장부;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접점부와 상기 로킹 장치의 키 수납부가 전기적으로 접촉될 때, 상기 전자 정보키의 상기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와 상기 ID 코드 등록부내 등록 ID 코드를 비교하여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정당사용을 인
증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이 때,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의 인증후, 소정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
운 ID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새로운 ID 코드는 상기 전자 정보키 및 상기 로킹 장치의 상기 ID 코드와 상기 등록 ID 
코드로서 각기 갱신되며, 상기 전자 정보키에서 갱신된 ID 코드는 상기 ID 코드가 저장된 ID 코드 저장 장소와 다른 I
D 코드 저장 장소에 저장된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의 해정이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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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와 그 키를 이용한 전자 정보키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사시도,

도 2A는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가 상용의 전자식 키로서 사용되는 경우의 전자 정보키에 구비된 
ID 코드 기억 소자의 메모리 맵의 일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2B는 도 1에 도시된 전자 정보키가 마스터키로 이용되는 경우의 전자 정보키에 구비된 ID 코드 기억 소자의 메모리 
맵의 일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전자 정보키 시스템의 상세 블록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등록 ID 코드 저장부의 메모리 맵의 일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ID 코드 변경 과정에 대한 ID 코드 기억 소자의 메모리 맵의 일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ID 코드 변경 과정에 대한 등록 ID 코드 저장부의 메모리 맵의 일 예를 설명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를 전자 정보키 시스템의 등록 ID 코드 저장부에 등록하는 절차 및 검색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에 의한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서의 해정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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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자 정보키 몸체 20 : ID 코드 기억 소자

30 : 접점부 50 : 키 수납부

70 : ID 코드 등록부 100 : 전자 정보키

200 : 로킹 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식 로킹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출입제한/사용제한/정보통신의 대상이 되는 로킹 시스
템과 이들 로킹 시스템의 해정을 위한 전자 정보키를 구비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계식 로킹 시스템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기계식 로킹 시스템은 해당 도어 키에 대응하는 기계적 구조를 가진 도어 로크 장치의 기계적인 정합에 의해 
도어의 개폐를 실현하는 기계식 통제 장치가 널리 이용되지만, 이러한 통제장치가 집, 자동차, 개인사물함, 컴퓨터, 금
고 등의 한 개 이상의 키가 필요하게되므로 이용자가 이들 키를 번거롭게도 모두 가지고 다녀야만하고 또한 어느 시스
템에는 'A 키'라는 식으로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기계식 로킹 시스템을 개선한 일반적인 비밀 번호 입력 방식의 전자 키 시스템의 경우, 외부 고정부에 '0'부터 '9'까지 
등의 여러 개의 키 입력부를 둘 수밖에 없음과 또한 인체 공학상 손가락의 크기가 일정하게 고정되어있음으로 인해 적
당히 외관부가 클 수밖에 없어 이는 우선, 미관상 좋지 않고 회로가 복잡하여 고장율이 높게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요즈음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에 유해한 유선방송의 특정 채널을 잠근다든지 하는 전자기기의 사용 제
한 또는 도난 방지의 측면에서도 특정의 키 솔루션의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고, 근자에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 통신의 
측면에서도 전자 주민등록증, 전자 화폐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모두 각각의 로크 시스
템의 범주에 한정됨으로서 실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개별의 키를 휴대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호텔, 공중 보관함, 등의 공공의 개념이 도입된 시스템에는 사
용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전자 정보키와 로킹 장치로 구성된 전자 정보키 시스
템에서 해정이 시도될 때마다 전자 정보키에 기억된 ID 코드를 변경하여 불순한 의도의 해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한 전자 정보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전자 정보키와 각각의 상기 전자 정보키에 의해 해정 가
능한 로킹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ID 코드 기억 소자로서,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는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각의 상기 ID 코드 기억 영역은 상기 로킹 장치를 해정할 수 있는 ID 코드가 저장되는 기억장소를 가지고 있는 상기 I
D 코드 기억 소자;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가 내장되는 형태로 수지 모울딩하여 형성된 키 몸체; 상기 ID 코드 기억 소
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키 몸체의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형성된 접점부를 구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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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로킹 장치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접점부와 전기적으로 접촉 가능한 전자 정보키 수납부;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 기억 소자내의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 중에서 하나의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에 대응하는 값이 등록되
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ID 코드 등록 영역을 갖는 등록 ID 코드 저장부;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접점부와 상기 키 수납부
가 전기적으로 접촉될 때, 상기 전자 정보키의 상기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와 상기 ID 코드 등록부내 등록 ID 
코드를 비교하여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정당사용을 인증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의 인증후, 소정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ID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새로운 ID 코드는 상기 전자 정보키 및 상기 
로킹 장치의 상기 ID 코드와 상기 등록 ID 코드로서 각기 갱신되며, 상기 전자 정보키에서 갱신된 ID 코드는 상기 ID 
코드가 저장된 상기 ID 코드 기억 영역내 기억 장소와 다른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100)와 그 키에 의해 온/오프 되는 로킹 장치(200)로 구성된 전자식 로
킹 시스템이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전자 정보키(100)는 로킹 장치(200)의 온/오프를 위한 ID 코드와 같은 비밀 정보가 기록되어 그 ID 코드에 의해 로킹 
장치(200)의 해정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식 키로서 사용된다. 전자 정보키(100)는, 예로, PVC와 같은 합성수지로 
제조된 몸체(10)와, 그 본체(10)의 중앙 부분에 수지 모울딩된 상태로 매립 설치되어 로킹 장치(200)의 온/오프를 위
한 ID 코드가 저장되는 ID 코드 기억 소자(20)를 포함하며, 전자 정보키(100)의 본체(10)의 외측 면으로는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핀에 대응하는 접점부(30)가 노출 형성되어 있다. 이 접점부(30)는 로킹 장치(200)의 전면부에 접
점부(30)의 형상과 대응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키 수납부(50)에 장착된다. 키 수납부(50)에는 전자 정보키(100)에 
형성된 복수의 접점(35)과 대응하는 위치에 복수의 접점(55)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자 정보키(10)의 접점(35)과 접촉
되어 전자 정보키(100)와의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ID 코드 기억 소자(20)는 전기적으로 데이터의 소거 및 재기록이 가능한 E 2 PROM 또는 자외선의 조사에 의해 데이터
의 신규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 소거 창이 갖추어진 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와 같이 전원의 제
거 시에도 등록된 정보가 소거되지 않는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소자를 포함된다. 이러한 ID 코드 기억 소자(20)는 1K 
비트의 기억 용량을 가진 E2 PROM으로 구성되는 경우, 128 바이트의 ID 코드에 대한 기억용량을 가지는 한편, 각 전
자 정보키(100)에 대한 ID 코드를 4 바이트 데이터로 규정한다면, 이는 메모리의 소정의 영역중 4 바이트 단위로 구성
되는 ID 코드의 각 자리의 비트(Bit)를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그 기록 어드레스를 변경함으로써 2 8 ×28 ×28 ×28 = 4,
294,967,276, 즉 42억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전자 정보키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ID 코드는 개념적
으로 여타의 코드와 구별이 가능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고정된 값일 필요는 없다. 또한, 이러한 ID 코드는 반드시 
제작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일정한 자릿수의 숫자를 지정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임의의 숫자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력 수단이 본 발명의 로킹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
을 이용하여 지정된 ID 코드를 ID 코드 기억 소자(20)에 기록하여 이를 전자 정보키(100)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이다.

도 2A는 도 1에 도시된 다수의 전자 정보키(100)에 장착되는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메모리 맵을 설명하는 도면이 
도시된다. 본 도면에서는 ID 코드 기억 소자로서, 1K 바이트 기억 용량의 E 2 PROM을 사용하고 ID 코드의 내용으로 임
의의 4바이트 숫자 즉 5A,FC,00,00(16진수)부터 1씩 증가된 서로 다른 ID 코드를 기록함으로서 서로 다른 N 개의 전
자 정보키(110, 120, 130, 140, . . .)를 구성할 수 있는 메모리 맵의 예를 도시한다. ID 코드 기억 소자(20)내에 저
장되는 ID 코드는 ID 데이터와 이 ID 데이터에 대한 검증 코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는 검증 코드의 일 예
로서 ID 코드의 각 자리의 바이트 데이터들을 모두 배타적 논리화(exclusive OR)한 데이터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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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있어서, 하나의 전자 정보키로서 로킹 장치가 장착된 출입제한/사용제한/정보이용 통제를 위한 각각의 시스
템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전자 정보키(110, 120, 130, 140)의 ID 코드 기억 소자(20)는 다수개로 
구분된 ID 코드 기억 영역(210, 220, 230, . .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는 개별적으로 출입제한/사용제
한/정보이용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ID 정보가 기억된다. 출입 제한이란 사무실 또는 가정용 도어의 출입
을 통제하는 것이고, 사용 제한은 금고, 사물함 또는 차량 등의 사용 및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고, 정보 이용 통제는 컴퓨
터 또는 통신 시스템의 무단 사용이나 접속 등을 제어하는 것이고, 도난 방지는 전자 제품 등의 도난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분리된 ID 코드 기억 영역(210, 220, 230)은 각기 적어도 두개의 ID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두 개 이상
의 ID 코드 저장 공간(212, 214; 222, 224; 232, 234)을 가질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ID 코드 저장 공간을 두개로 
구성한 형태의 일 예를 설명하고자 한다.

    
예로, 도 2A에서, ID 코드 기억 소자(20)내 각각의 영역(210, 220, 230)의 제 1 저장 공간(212, 222, 232)에는 제 
1 어드레스부터 제 4 어드레스까지의 메모리 영역에 4 바이트의 ID 코드 데이터A를 저장하고 제 5 어드레스의 메모리 
영역에 이들 ID 코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코드 데이터가 저장되고, 제 2 공간(214, 224, 234)에는 제 6 어드레스부터 
제 9 어드레스까지의 메모리 영역에 4 바이트의 ID 코드 데이터B를 저장하고 제 10 어드레스의 메모리 영역에 이들 I
D 코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코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ID 코드 기억 영역(210, 220, 230)내에 저장된 ID 코드는 해정 행위의 완료 시마다 현재의 유효 I
D 코드에 난수를 생성하여 생성된 난수의 값으로 현재의 ID 코드에 더하거나 나누는, 또는 논리적인 연산, 예를 들어, 
임의의 값으로 논리 OR시키거나 논리 AND시키는 등의 연산을 행하는 등의 데이터 가공처리를 통하여 새로운 ID 코드
로서 생성되며, 이때, 새로이 생성된 ID 코드는 현재 ID 코드가 저장된 저장 공간과 다른 하나의 저장 공간에 기록된다. 
이것은 이러한 ID 코드 갱신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새로운 ID 코드를 로킹 장치(200)에 접속된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 소자(20)에 기록하기도 전에 접속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ID 코드를 이전의 장소, 
즉 어드레스와는 다른 장소에 기록하고, 그 어드레스로부터 기록된 ID 코드 값을 다시 읽어보아 이 값들이 동일할 경우
에만 이전의 ID 코드를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생성된 ID 코드가 유효 ID 코드로서 사용되도록 한다. 만약 이 값들이 동
일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ID 코드로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접속이 해제되거나 또는 통신 과정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의 ID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일련의 보완책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ID 코드 저장 소자(20)의 ID 코드 저장 영역(210, 220, 230)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250)은 사용자 개인의 신
상 명세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서 사용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도 2B는 전자 정보키에 대한 A/S의 필요시 또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집단 관리를 위한 마스터 키(150)로서 구성되는 
경우에 그 마스터 키(150)에 장착되는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메모리 맵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를 마스터 키(150)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마스터 키(150)의 메모리 소자의 일정 영역(160)
을 마스터 키(150)의 ID 코드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할당하고, 타 영역을 이 키가 '마스터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마
스터 키 진위 정보 영역(170)으로 할당한다. 예를 들어, 마스터 키 진위 정보 영역의 값이 '00'이면 마스터키가 아니고 '
FF' 라면 마스터키로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마스터키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로킹 장치(200)의 상세 블록도를 도시한다. 이러한 로킹 장치(200)는 출입제한/사용제한/도난
방지/정보이용 통제를 위한 시스템에 각기 설비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로킹 장치(200)는 키 수납부(50), 인터페이스 
유니트(60), 등록 ID 저장부(70), 제어부(300) 및 해정 메카니즘(400)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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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수납부(50)는, 도 1을 참조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로킹 장치(200)의 전면부에 전자 정보키(100)의 장착을 위하여 
사용되며, 전자 정보키(10)의 접점(35)과 접촉되어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해준다.

인터페이스 유니트(60)는 전자 정보키(100)가 장착되는 키 수납부(50)를 통해 전자 정보키(100)에 제공된 ID 코드 
기억 소자(20)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로킹 장치(200)의 상측(도 1 참조)에는 로킹 장치의 해정 동작을 발광 표시하는, LED 또는 LCD소자로 구성된 표시부
(90)와 제어부(300)의 제어하에 실행되는 해정 동작에 관한 상태를 음향 출력하는, 압전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음향 
출력부(95)가 구성되어 있다.

등록 ID 코드 저장부(70)는 제어부(300)의 제어하에 동일 집단, 예를 들면, 가족 또는 회사의 구성원 등에서 동일 용
도로 사용되는 복수의 전자 정보키(100)에 저장된 개개인의 ID 코드의 등록과 마스터키에 관한 마스터 키 코드가 등록
되는 저장 소자로서, 전자 정보키(100)에 제공된 비휘발성 반도체 기억 소자와 동일한 소자로 구성된다.

    
마이크로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는 제어부(300)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전체적인 기능
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어부(300)는 로킹 장치(200)의 키 수납부(50)에 전자 정보키(100)가 장착되
는 경우, 전자 정보키(100)에 제공된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ID 코드 등록 영역에 기억된 ID 코드를 독취하여 이를 
등록시키는 제어와, 로킹 장치(200)내에 등록된 ID 코드와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를 비교하여 두 코드 값이 일
치하는 경우 출입제한/사용제한/정보통신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온/오프와 같은 해정에 관한 제어를 수행함과 
더불어, 전자 정보키(100)의 재등록에 관한 절차 또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소자(2
0)에 등록된 ID 코드의 갱신에 관한 절차, 전자 정보키(100)에 등록된 부적절한 ID 코드에 의한 부정한 해정 동작의 
실행시 입력 무효화의 대기 시간에 관한 제어, 전자 정보키(100)가 마스터키로서 기능하도록 마스터 키 데이터가 기록
된 경우에 관련된 마스터 키 기능의 수행에 관한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모드 설정 스위치(65)는 제어부(300)에 대하여 전자 정보키내에 저장된 ID 코드를 등록 ID 저장부(70)내에 최초 등
록을 위한 모드로 설정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이 스위치의 사용시 등록 ID 저장부(70)내에 이미 등록된 ID 코드를 클
리어 하는 클리어 스위치로서도 사용된다.

(80) 및 (85)는 로킹 장치(200)의 제어부(300)등에 동작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주전원부와 그 전원부에 의한 주전원
의 차단 시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보조전원부를 나타낸다.

해정 메카니즘(400)은 로킹 장치(200)가 설치된 출입제한/사용제한/정보이용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온/오프 또는 해
정을 위한 기계적 또는 전자적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도 4에는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에 대한 데이터 맵핑 포맷의 일 예를 도시한다. 등록 ID 코드 저장부(70)는 동일 집
단내 개개의 사용자가 소지한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가 각기 등록되는 등록 ID 코드 영역(710, 720, . . .), 각 등록 I
D 코드의 시작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영역(712, 722), 등록 ID 코드 영역(710, 720)에 등록된 ID 코드의 개수를 저장
하는 영역(700), 마스터 키(140)의 키 코드가 등록되는 영역(730) 및 마스터 키 코드의 검증 코드 저장 영역(732)을 
포함한다. 동도면에서는, 등록 ID 저장부(70)가 1K 바이트 용량의 E 2 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 ID 코드 저장 
영역에는 도 2A에 도시된 전자 정보키(110)와 전자 정보키(120)의 두 ID 코드가 등록되고, 등록 ID 코드 개수 저장 
영역(700)인 제 1 어드레스에는 등록 ID 의 개수가 " 02" 로서 저장되고, 마스터 키 코드 " 12-34-56-78" 이 제 1
24 어드레스부터 제 127 어드레스까지의 마스터 키 등록 영역(732)에 할당되고, 최종의 어드레스(여기에서는 제128
번째 어드레스)에 이들 마스터 코드 정보를 배타적 논리화 처리한 결과로 형성되는 검증 코드가 할당된 메모리 맵을 도
시한다.

    
본 발명의 로킹 장치(200)는 전자 정보키(100)의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210, 220, 230, ...)중의 자신에게 할당
된 특정 영역의 ID 코드만을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로, 전자 정보키(100)에 제공된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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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영역(210)이 사무실 또는 가정용 도어의 출입 제한용의 ID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제 2 영역(220)이 금고, 
사물함 또는 차량 등의 접근 제한용의 ID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그리고, 제 3 영역(230)이 컴퓨터 또는 통신 시스
템의 사용 제한용의 ID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이외의 다른 영역이 전자 제품의 도난 방지용 ID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본 발명의 로킹 장치(200)가 도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 그 도어 시스템의 로
킹 장치(200)는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제 1 영역(210)에 저장된 ID 코드만을 독취하도록 프
로그램 된다. 마찬가지로, 로킹 장치(200)가 금고 시스템에 적용되면, 그 금고 시스템에 설치된 로킹 장치(200)는 전
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 소자(20)의 제 2 영역(220)에 저장된 ID 코드만을 독취하도록 프로그램 된다. 따라
서, 하나의 전자 정보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로킹 시스템을 모두 해정할 수 있는 통합키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제어부(300)는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의 등록 ID 개수 저장 영역(700)에 일정한 값을 기
록하여 두고 이후 임의의 전자식 도어 키의 등록 과정이 완료한 시점에서 이 영역의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 정보키의 신규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보조 전원부까지 모두 소진되어
버린 비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최초 제조시 등록 ID 개수 저장 영역(700)에 기억된 값
을 '00'과 같은 일정한 값으로 기록하여 두고, 이후 ID 코드의 입력 완료 시점 또는 ID 코드 등의 인증후 새로운 ID 코
드의 입력이 완료된 시점에서 해당 영역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이후의 신규의 전원 투입후 이 영역을 검색하여 만약 
이곳의 메모리의 값이 기존에 이미 약속한 '00' 이라면 단 하나의 등록된 ID 코드도 없는 완전한 신규사용으로 간주될 
것이며, 반면에 이 영역에 기록된 값이 '00'이 아니라면 상술한 비상사태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 ID 코
드 저장부(70)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기존에 사용하던 ID 코드들에 관한 정보를 다시 읽어 들이는 방법으로 기존에 사
용되던 전자 정보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5A 내지 도 5E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서 '불순한 의도의 열쇠의 임의 복사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제어부
(300)에서 수행되는 ID 코드 갱신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전자 정보키(100)에 ID 코드를 최초 등록하고(도 5A 참조), 이후 해정을 위하여 이 키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전
자 정보키(100)의 ID코드 기억소자(20)의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기록되어진 ID 코드를 독취하고 이들 두 가지의 ID 
코드 중에 기 등록되어진 ID 코드가 있는 지를 판단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시작 어드레스도 일치하는지를 검색하여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치한다면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ID 코드라고 판단하여 이후의 사용을 위한 ID 코드 변경 작업을 
수행한다.
    

    
ID 코드 변경 작업은 현재의 유효한 ID 코드에 임의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AND 나 OR등
의 논리적인 연산 방법 등을 통하여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등으로 불규칙적인 임의의 새로운 ID를 생성할 수 있다. 
그 방법중의 하나는 전자 정보키(100)의 사용자의 습관, 예로, 전자 정보키(100)를 로킹 장치(200)의 키 수납부(50)
에 접촉하는 동안의 경과 시간을 카운트하고, 카운트된 시간 데이터를 이전의 ID 값에 더하거나 곱하는 등의 방법을 포
함한다. 또 다른 예로서, 본 발명의 전자 정보키를 자동차용의 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운전자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계
속 현재의 ID 코드에 1씩을 더하고 시동을 끄는 동작에서 카운트를 정지하는 방법 등의 기존의 암호화 규칙에 의거한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습관, 사용횟수 등의 변수를 난수발생에 이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최초 설계자도 예측이 불가
능한 난수생성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난수 ID는 로킹 장치(200)에 접속된 전자 정
보키(100)에 재기록하고 재기록한 ID를 다시 독취하여 이를 먼저의 값과 비교하는 방법 등의 일련의 검증을 거친 후, 
만약 이 두 값이 동일하다면 ID 코드 변경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출입 제한/사용 제한의 해제 동작 
수행과 아울러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에 변경되어진 신규 ID 코드에 그 시작 어드레스를 부가하여 해당 영역에 재기
록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단, 이러한 일련의 ID 코드 변경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 소
자(20)에 '어드레스 1 ∼ 어드레스 5'까지 '어드레스 6 ∼ 어드레스 10'까지 적어도 두 개의 기록 영역을 할당하는 이
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처 신규 ID 코드를 기록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전자 정보키의 접속을 해제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규 ID 코드를 항상 현재의 유효한 ID 코드가 기록되어진 영역과는 다른 별도의 영역(시작 어드레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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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역)에 기록함으로서 만약 'ID 코드 변경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을 경우(도 5D 참조), 이전의 유효한 
ID 코드가 그대로 지속되어 계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도 6A 내지 도 6E는 이에 대한 실시 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에 도 2A의 각각의 전자 정보키(
110)와 전자 정보키(120)의 두 ID 코드를 최초 등록하고 이후 전자 정보키(120)를 3회 사용하였을 때, 매번 갱신되
는 전자 정보키(120)와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의 ID 코드와 등록 ID 코드를 메모리 맵 방식으로 나타내었으며, 다
만 이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ID 코드의 변경 포맷을 현재의 ID코드에 0311393C(16진수)를 더하고 7309A172
(16진수)를 논리적 배타 OR(EXCLUSIVE-OR) 연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였고. 아래에 이러한 연산을 통하여 
매번 변화하는 ID 코드의 생성 예를 나타낸다. 도 6D는 2번째 사용에서 상기의 'ID코드 변경 작업'이 실패하여 이전에 
사용된 ID 코드가 그대로 등록 ID 저장부(70)에서 유지된 예를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7은 최초 신규전원 투입후의 신규 사용 여부 검색 과정과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 기억 소자(20)에 기록된 ID 
코드를 로킹 장치(200)의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에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먼저 단계(302)부터 단계(306)까지의 동작에서 최초 전원 투입후 내부의 등록 ID 코드 저장 소자(20)의 일정 영역, 
예로, 등록 ID 개수 저장 영역(700)을 검색하여 이 영역의 메모리의 값이 최초 출하시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는 하나의 등록된 ID 코드도 없는 완전한 신규 사용이라 판단하여 단계(308) 이후의 동작을 실행하고, 만약 이 값이 
최초의 출하시 값과 다른 값이라면 이는 재사용이라 판단하여, ID 코드 저장 소자(20)의 ID 코드 저장 영역에 저장되
어 있는 ID 코드 또는 마스터 키 코드 등의 정보를 새로이 버퍼링(buffering)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전자 정보키와의 호
환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후, 단계(308, 310)에서 제어부(300)는 모드 설정 스위치(65)의 채터링 과정을 거친 유효한 입력이 들어오는 지를 
판단한다. 만약, 모드 설정 스위치(65)의 유효한 입력이 없고 또한 단계(312)에서 현재의 상태가 ID 등록모드가 아니
라고 판단되면 탭 ??를 통하여 단계(308)로 리턴된다. 그러나, 단계(322)에서 모드설정 스위치(65)의 유효한 입력이 
있고 또한 그것이 '온(ON)'상태라면 이는 로킹 장치(200)가 설치된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할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를 등록하기 위한 ID 코드 등록 모드를 설정하게 되고(단계 324, 326), 이어 단계(312, 314)에서 로킹 장치(20
0)의 키 수납부(50)내에 등록 대상의 전자 정보키(100)가 장착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기간 이후 단계(314)에서 제어부(300)는 등록 대상의 전자 정보키(100)가 장착된 상태로 판단하고, 단계
(316)에서 인터페이스 유니트(60)를 통해 전자 정보키(100)에 기록된 ID 코드를 독취하고 독취된 ID 코드를 도 4에 
도시된 포맷으로 어드레스 지정하여 등록 ID코드 저장부(70)에 등록한다.

    
이와 같이, 어느 하나의 전자 정보키(100)에 대한 ID 코드의 등록이 완료되면, 제어부(300)는 음향 출력부(95)를 제
어하여 ID 코드의 등록 완료를 음향으로 알려주고, 이어 재차 수행된 단계(308)로부터 다른 전자 정보키에 대한 ID 코
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ID 코드의 등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반복적
인 ID 코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예로, 가족 구성원이 각기 소지하게 되는 상호 다른 ID 코드를 갖는 복수개의 전자 정
보키(110, 120, 130, 140)에 대한 ID 코드의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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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22)에서 이러한 복수개의 전자 정보키(110, 120, 130, 140)들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고 모드 설정 스위치(65)
가 비접속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단계(330)이후의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 ID 코드 저장 소자(70)에 저장되어 있던 ID 
코드를 소거하고 신규로 입력되는 ID 코드와 그 등록 개수 등의 정보를 신규 저장하고 해당 ID 코드의 등록 모드를 해
제하여 ID 코드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

ID 코드의 등록 모드가 종료되면, 단계(338)에서 제어부(300)는 현재까지의 등록된 전자 정보키(100)들의 개수 등의 
정보를 표시 수단으로 일정 기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등록 정보 표시 모드를 수행하게 된다.

도 8은, 상술한 바와 같이, 최소한 하나의 전자 정보키(100)를 로킹 장치(200)에 등록한 이후에 이러한 등록 ID 코드
를 바탕으로 로킹 장치(200)가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해정 과정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먼저, 단계(350)에서, 제어부(300)는 로킹 장치(200)의 키 수납부(50)내에 전자 정보키(100)가 장착되는지를 판단
하게 된다. 판단 결과, 전자 정보키(100)의 장착이 검출되고 또한 하나 이상의 등록된 ID 코드가 있다고 판단되면(단
계 352), 제어부(300)는 단계(354, 356, 358)에서 전자 정보키(100)의 접점(35)을 통해 전달되는 ID 코드 기억 소
자(20)의 특정 영역에 기록된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를 인터페이스 유니트(60)를 통해 수취하여 현재 접속된 
전자 정보키(100)가 마스터키인지를 판단한다. 이 단계에서, 접속된 키가 마스터키인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370)로 
진행하여 해정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어부(300)는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를 적어도 2회 이상의 
복수 회에 걸쳐 독취하고 그 ID 코드를 배타화 논리 처리하여 그 값을 검증 코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독취된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여 정상적인 ID 코드에 의한 제어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단계(360)에서, 단계(358)의 판단 결과 접속된 전자 정보키(100)의 ID 코드가 마스터키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어부(300)는 단계(360)에서 독취된 ID 코드가 상술한 ID 코드 등록 절차 중에 기등록된 ID 코드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즉, ID 코드의 값과 시작 어드레스에 대한 검색)를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 각 ID 코드가 상호 일치하지 않
으면, 단계(376)로 진행하여 해당 전자 정보키(100)로부터의 입력을 무효화 처리하는 한편, 표시부(90)와 음향출력
부(95)를 제어하여 부당한 해정 동작을 경보함과 더불어 전자 정보키(100)에 의한 일정기간동안 전자 정보키의 입력 
행위를 무시하는 입력 대기 시간을 배수로 증대시키는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단계(356)에서 접속
된 전자 키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정상적인 데이터가 수취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단계(360)에서, 전자 정보키(100)로부터 정상적으로 등록된 ID 코드가 독출되는 것으로 인증되면 단계(362)로 진행
한다.

    
단계(362, 364, 366)에서, 제어부(300)는 난수를 발생시켜 이를 더한다든지 하는 등의 일련의 데이터 가공을 행하여 
새로운 ID 코드를 생성하며, 생성된 새로운 ID 코드를 접속된 전자 정보키(100)의 ID코드 기억 소자(30)내에 현재 유
효한 ID 코드 기록 장소와 상이한 저장 장소에 재기록하고 해당 영역의 값을 다시 읽어보아 두 값의 동일성여부로써 기
록상의 이상유무를 체크하는 검증 작업을 행한다. 검증시 이상이 없다면, 단계(368)으로 진행하여, 신규 ID 값과 그 시
작 어드레스 정보를 등록 ID 코드 저장부(70)의 해당 영역에 덧쓰기(over writing)하는 것으로 신규 ID 코드를 유효
화 시킴과 아울러 이전에 유효했던 ID 코드를 말소시키고, 다음 단계(370)로 진행한다.
    

단계(370)에서는 해정 메카니즘(400)을 제어하여 해정 동작을 수행하게된다.

    
비록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도시되고 설명되었을지라도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하기 
기술되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청구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화와 변경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이 금고와 같은 출입 제한/사용 제한/접근 제한 용도의 시스템에서 사용될 때, 이전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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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 트레이스" 키의 구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스템별로 특정의 키 암호를 배정하여 이
러한 특정 암호가 기록된 키가 접속되었을 때는 시스템의 해정동작과는 무관하게 외부의 디스플레이장치를 사용하여 
이전사용자의 내역을 표시케 하는 방법으로서 트레이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임의의 금고 시스템의 최후 사용자를 포
함한 이전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전자 정보키가 사용될 때마다 로킹 장치의 제어부는 사용된 전자 정보
키의 ID 코드를 등록 ID 저장부의 소정 메모리 영역에 순차적으로 기억시키고, 트레이스 키가 로킹 장치에 삽입되었을 
때, 최후 사용된 ID 코드를 나타내는 표시를 외부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구성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트레이스 
방식은 사용된 모든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를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과거에 사용되었던 몇 가지의 ID 코드
만을 기억시키면 등록 ID 코드 저장부의 메모리 영역을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트레이스 기능의 일 예로써 금고 시스템에 있어 등록된 사용자가 A, B, C, D, E 5명이 있고 이들 사용자가 C-
> C-> A-> A-> B-> E-> D-> D-> D-> D-> E-> A-> A-> 
C-> C-> C-> D-> B 와 같은 순서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시스템에서는 현재의 사용자와 바로 직
전의 사용자를 비교하여 이들 데이터가 다를 경우에만 메모리를 하는 방법으로 메모리 양을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C A B E D E A C D B 가 될 것이다. 이러한 메모리를 5 단계까지 백업(back-up)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결과
에서 최종사용자 B가 금고를 개방한 상태에서 금고가 도난 당했다고 판정하여 이전 사용자를 추적할 경우 트레이스키 
삽입으로서 이전사용자인 D-> C-> A-> E를 차례로 역추적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이용한 일 예로서 '테스트 키'의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난이 빈번한 카오디오의 일 예를 들어 설
명하면 카오디오의 도난방지기능으로서 본 발명을 도입하여 최초 장착 후에는 본 발명에 의거한 키를 삽입하였을 때만 
키조작을 포함한 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양산단계의 최후조작인 검사과정에서 항상 시
스템과 정확하게 조합된 키만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제조/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테스트 키'란 이러한 제
조와 관리, 검사 과정을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상기의 '트레이스 키'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의 키암호를 배정하여 이러
한 '테스트 키'가 접속이 된 경우는 검사과정이 완료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 예를 들어 10분 정도만 사용 가능하게 하여 
이 과정동안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키 제조과정이나 또한 사용과
정에서 사용키에 이러한 트레이스 키 데이터나 테스트 키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난수 생성부에서 이러한 코드를 피
해나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서 키로 사용되는 메모리 소자 자체가 손톱보다 작고 또한 가벼우므로 기존의 기
계식 키 뭉치를 주머니에 소지하였을 때보다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소형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심플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 이를 자동차등과 같은 크기의 제약을 받는 곳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방법자체가 " 집어넣어 돌
리는" 기존의 기계식 키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키를 투입구에 " 집어넣어 눌러주는"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제조상의 면에서도 기존의 기계식 키를 사용하는 로킹 장치의 경우 '하나의 키로 열 수 있는 로킹 장치는 오직 하
나뿐이어야 한다.' 라는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N개의 로킹 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N개의 각각 서로 다른 금형을 
제작해야하는 등의 원가부담으로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생산업체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금형을 준비하고 외부의 형태를 조금씩만 변화시킴으로서 여러 가지의 로킹 장치를 생산하고있으나 이러한 것이 
조금만 열쇠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단히 이를 해정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정보키 및 그 제어 시스템의 의하면, 고유의 ID 코드가 등록된 비휘발성 ID 코드 기억 
소자를 전자 정보키로서 적용하고 해당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폐 장치에 등록하여 이러한 ID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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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등록여부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게 되므로, 종래의 기계식 구조에서 초래되는 용이한 해정이라든지 10-키를 이용
한 전자식 시스템에서 초래되는 비밀번호의 노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설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불순한 동기로 
전자 정보키의 ID 정보를 임의 복사한다 할지라도 로킹 장치에 등록된 ID 코드가 사용할 때마다 변경되어 이전의 ID 
코드가 무효화되는 '변동 ID코드 알고리즘'으로 지금까지 제안된 그 어떤 로킹 시스템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불순한 
의도의 열쇠의 임의 복사'란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어 보안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마스터키 기능으
로 인해 유지보수도 용이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전자 정보키와 상기 전자 정보키에 의해 해정 가능한 로킹 장치를 포함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에 있어
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ID 코드 기억 소자로서,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는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상기 ID 코드 
기억 영역은 상기 로킹 장치를 해정할 수 있는 ID 코드가 저장되는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는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가 내장되는 형태로 수지 모울딩하여 형성된 키 몸체;

상기 ID 코드 기억 소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상기 키 몸체의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형성된 접점부를 구비하며;

상기 로킹 장치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접점부와 전기적으로 접촉 가능한 전자 정보키 수납부;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 기억 소자내의 다수의 ID 코드 기억 영역 중에서 하나의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에 
대응하는 값이 등록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ID 코드 등록 영역을 갖는 등록 ID 코드 저장부;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접점부와 상기 키 수납부가 전기적으로 접촉될 때, 상기 전자 정보키의 상기 특정 영역 내에 저장된 
ID 코드와 상기 ID 코드 등록부내 등록 ID 코드를 비교하여 상기 전자 정보키의 정당사용을 인증하는 제어부를 구비하
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ID 코드의 인증후, 소정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ID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새로
운 ID 코드는 상기 전자 정보키 및 상기 로킹 장치의 상기 ID 코드와 상기 등록 ID 코드로서 각기 갱신되며, 상기 전자 
정보키에서 갱신된 ID 코드는 상기 ID 코드가 저장된 상기 ID 코드 기억 영역내 기억 장소와 다른 기억 장소에 저장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 및 상기 로킹 장치의 ID 코드는 상기 인증에 사용되는 ID 데이터와 상기 ID 데이
터의 검증을 위한 검증 데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 장치의 상기 등록 ID 코드 저장부는 상기 전자 정보키의 상기 ID 코드가 저장되는 기억 
장소의 위치를 저장하는 영역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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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ID 코드의 인증시, 상기 로킹 장치의 상기 등록 ID 코드 저장부에 기억된 상기 
전자 정보키 의 ID 코드 저장 장소와 상기 전자 정보키에 저장된 ID 코드 저장 장소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ID 코드 저장부는 상기 하나 이외의 상기 전자 정보키의 개수에 대응하는 등록된 ID 코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등록 ID 개수 저장 영역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변수는 상기 전자 정보키가 상기 로킹 장치에 접속되는 기간에 대응하여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집단 관리를 위한 마스터키를 포함하며,

상기 마스터키의 ID 코드 저장부는 ID 코드가 저장되는 ID 코드 저장 영역과 마스터키의 여부를 판단하는 코드가 저장
되는 마스터 키 진위 정보 영역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금고의 접근용 키이며, 상기 로킹 장치는 금고의 로킹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상기 금고에 접근한 최후 사용자를 확인하는 트레이스 키를 포함하며, 상기 트레
이스 키의 상기 ID 코드 저장 영역에 저장된 ID 코드는 트레이스 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로킹 장치의 제어부는 상기 전자식 사용키의 인증시 상기 사용키의 각각의 ID 코드 데이터에 대응하는 할당 번호
를 기억하며, 상기 트레이스 키의 트레이스 코드에 응답하여 상기 기억된 최후 할당 번호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자동차의 접근용 키를 포함하며, 상기 로킹 장치는 자동차의 사용 제한용으로 설
치된 로킹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도어의 접근용 키를 포함하며, 상기 로킹 장치는 도어의 출입 제한용으로 설치된 
로킹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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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전자 제품의 도난 방지용 키를 포함하며, 상기 로킹 장치는 전자 제품의 사용 금
지용으로 설치된 로킹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상기 전자 제품의 제조, 관리, 검사 과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스트키를 포함하
며, 상기 로킹 장치는 상기 전자 제품의 제조, 관리, 검사과정이 완료하기까지 사용가능 하도록 설치된 로킹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정보키는 정보 통신 시스템의 접근용 키이며, 상기 로킹 장치는 정보 통신 시스템의 정보 
이용 제한용으로 설치된 로킹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정보키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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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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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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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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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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