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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기록 장치에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과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여,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 내의 CPU(128)
가 커맨드에 따라 외부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의 은닉성을 판단하고, 은닉성이 높은 소용량의 데이터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
듈 내부의 메모리에, 은닉성이 높은 대용량의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플래시 메모리(0)에, 은닉성이 낮은 데이터는 그대로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데이터에 따른 은닉성(시큐리티 레벨)을 확보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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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불휘발성 메모리, 시큐리티 레벨, 기록 장치, 결정 결과, 호스트 단말 장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기억 장치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장치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 장치가 접속되는 휴대 단말의 구성도.

  도 4는 휴대 단말에 탑재된 디코더 회로의 구성도.

  도 5는 기록 장치와 휴대 단말 및 서버 사이에서의 커맨드 체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암호화 통신 경로 확립 처리의 흐름도.

  도 7은 휴대 단말에 접속된 기록 장치가 서버로부터 콘텐츠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처리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이 적용된 각 기기의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서의 암호화 통신 경로의 확립을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서의 라이센스의 이동을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서의 콘텐츠의 이동을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서의 다운로드 시의 처리 수순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3은 본 발명에서의 라이센스 취득 시의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4는 본 발명에서의 콘텐츠 취득 시의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의 콘텐츠 재생 시의 기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서의 재생 시의 처리를 나타낸 흐름도.

  도 17은 디코더 회로의 라이센스 취득의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낸 흐름도.

  도 18은 디코더 회로의 콘텐츠 취득의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낸 흐름도.

  도 19는 본 발명에서의 액세스 커맨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기록 장치의 커맨드 해석의 흐름을 나타낸 흐름도.

  도 21은 기록 장치의 데이터 선별 처리의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

  도 22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표기법 규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서비스 프로바이더

  103 : 휴대 단말

  108 : 공중 회선

  110 : 액세스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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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기록 장치

  121 :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122 : 호스트 인터페이스

  123 : 내부 패스

  124 :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

  126 : 암호 처리 회로

  127 : 어플리케이션 RAM

  129 : RAM

  130 : ROM

  140 : 플래시 메모리

  204 : 휴대 단말 제어 회로

  206 : 디코더 회로

  207 : 기록 장치 인터페이스

  306 : 불휘발성 메모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억 장치 및 기억 장치에 접속되는 정보 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보 기기와 기록 장치와의 데이터 전송의
제어 방식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에 유통되는 음악이나 화상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
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기술로서, 암호화·복호화에 사용하는 비밀 키를 저장하는 비밀 키 기억
회로와, 데이터를 보존하는 데이터 기억 회로를 탑재하고, 기입 제어 회로를 이용하여 비밀 키 기억 회로에 비밀 키를 기입
하는 기능과, 상대 기기를 인증하는 기능을 갖는 메모리 IC 카드가 제안되고 있다. 이 기술은, 예를 들면 특개2000-
163547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특개2000-163547호 공보에서는 메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된 기억 장치 상의 기록 매체에 모든 데이터가 기록된다. 메
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된 기억 장치는 콘텐츠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외부로부터 내부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곤란한 구조(탬퍼 레지스턴트 모듈)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을 갖는 메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
된 기억 장치는 고가이며, 또한 메모리의 기억 용량이 작다. 따라서, 메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된 기억 장치에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를 다량으로 저장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다.

  또한, 특개2000-163547호 공보에서는 메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된 기억 장치에서는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와 낮은 데
이터가 기록 장치에서 판단없이, 상위 장치로부터의 전송 지시에 따라 그대로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에 저장되었다. 이 때
문에, 은닉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까지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내에 모두 저장되게 되어,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내의 기억
영역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특개2000-163547호 공보에서는 데이터 보존용의 기억 영역으로서 EEPROM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이하 NV 메
모리)가 사용된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는 NV 메모리는 재기입 가능한 횟수가 적고, 많은 콘텐츠를 몇번이나 교
체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또한, 특개2000-163547호 공보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IC 카드 등의 패키지된 기억 장치의 기억 용량이 소용
량이므로, 메모리 IC 카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라도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기억 용량이 작은 어플리케이
션밖에 실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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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특개평10-334205호 공보에는 IC 칩과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한 카드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IC 칩과 플래시
메모리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IC 칩이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입하거나, 판독하거나 할 수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를 염가이며 또한 다량으로 몇번이나 보존할 수 있는 기억 장치 및 호스트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컨트롤러 내의 기록 영역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억 장치 및 호스트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기록되고, 또한 규모가 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억 장치 및 호스
트 단말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컨트롤러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비밀 데이터를 기록해 두고, 컨트롤러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할 수
없는 정보는 비밀 키로 암호화한 후 컨트롤러 외부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입한다.

  본 발명은, 컨트롤러가 외부로부터 송신되어 온 정보의 은닉성(시큐리티 레벨 등)을 판단하고, 은닉성이 높은 정보는 컨
트롤러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록하고, 은닉성이 낮은 정보는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도록 데이터를 분류한다.

  본 발명은, 컨트롤러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워크 메모리(예를 들면, RAM)를 탑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러 내의 비밀 키로 암호화하여 컨트롤러 외부의 불휘발성 메모리의 액세스 제한 영역에 보존해 두고, 필요에 따라
컨트롤러 외부의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판독하고, 복호화하여, 워크 메모리에 전개하여 실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데이터에 따른 은닉성(시큐리티 레벨)을 확보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된 기록 장치(120)의 구성도이다.

  기록 장치(120)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 및 플래시 메모리(140)를 갖는다.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은 외부로부
터 물리적인 해석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도록 구성된 전자 회로로서, IC 카드등, 고도의 시큐리티가 요구되는 전자 기기에
사용된다. 즉,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의 내(耐)탬퍼성은, 플래시 메모리(140)의 내탬퍼성보다도 높다. 내부 패스(123)
는 각 회로사이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 인터페이스(124)는 플래시 메모리(140)와 탬퍼 레지
스턴트 모듈(121)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된다.

  호스트 인터페이스(122)는 기록 장치(120)와 기록 장치(120)에 접속되는 외부 기기와의 액세스 커맨드(110)의 송수신
에 사용된다. CPU(128)는 기록 장치(120) 내의 각 회로를 제어한다. 암호 처리 회로(126)는 기록 장치(120) 내에서 암호
처리를 행하기 위해 CPU(128)에 의해 사용된다. RAM(129)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워크
RAM(워크 메모리)이다. ROM(130)에는 CPU(128)가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및 데이터가 기록된다. NV 메모리
(125)는 소용량이며 기입 횟수가 적은 불휘발성 메모리이다. NV 메모리(125)는 외부로부터 해석되면 위험한 정보가 기록
된다. NV 메모리(125)로서는, 예를 들면 EEPROM(전기적으로 재기입 가능한 ROM) 등이 있다.

  NV 메모리(125)에는 이하의 정보 및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비밀 정보 KM(151)에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이 플래시 메모리(140)에 데이터를 기입 및 판독할 때에, 데이터를
암호화, 복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KM 대응 암호 처리 프로그램(152)은 비밀 정보 KM(151)를
이용하여 암호 처리를 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비밀 정보 KO(153)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의 서버(180)와 휴대 단말(103)이, 후술되는 공중 회선(108)에 암호화
된 통신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명서, 키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KO 대응 암호 처리 프로그램(152)은 비밀 정보
KO(153)를 이용하여 암호 처리를 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비밀 정보 KI(155)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의 서버(180) 내의 배신 어플리케이션(181)과 기록 장치(120)가, 후술
하는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109)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록 장치 증명서, 키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KI 대응 암호 처
리 프로그램(156)은 비밀 정보 KI(155)를 이용하여 암호 처리를 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비밀 정보 KL(157)에는 CPU(128)가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암호 처리를 행할 때에 필요한 증명서, 키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KL 대응 암호 처리 프로그램 (158)은 비밀 정보 KI(157)를 이용하여 암호 처리를 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또
한, KL(157)은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독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KL(157)은 어플리케이션마다 복수개 존
재하는 경우도 있다.

  NV 메모리(125)는 데이터 영역(160)을 갖는다. 데이터 영역(160)에는 기록 장치(120)를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정
보,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 스케줄, 신용 카드 정보, 전자 화폐, 개인 인증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들 중요 개인 정보(키 정보 등)는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의로 카드를 파괴하여, 판
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판독이 곤란한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의 NV 메모리(125)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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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 RAM(127)은 CPU(128)가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플래시 메모리(140)로부터 판독한 암호화된 어플리케
이션(144)의 암호를 복호하여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140)는 전기적으로 일괄 소거 기입 가능한 불휘발성 메모리이고, 예를 들면 기억 용량이 큰 다치 플래시
메모리 등의 플래시 메모리칩을 생각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140)는 사용자의 액세스가 금지 또는 제한된 사용자 액세
스 금지 영역(142) 및 사용자 액세스 허가 영역(141)을 갖는다. 사용자 액세스 금지 영역(142)에 저장된 데이터는 탬퍼 레
지스턴트 모듈(121) 내의 CPU(128)에 의해서만 소거 및 기입된다. 사용자 액세스 금지 영역(142)에는 기록 장치(120)가
실행하는 암호화된 어플리케이션(144), 기록 장치(120)의 펌웨어 등의 중요 정보(143) 등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면 곤란한
정보가 보존된다. 또한, 이 데이터에는 외부로부터 위조 불가능하도록 전자 서명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 액세스
허가 영역(141)은 기억 장치(120)에 접속되는 외부 장치로부터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영역이며, 콘텐츠(402), 암호
화된 프로그램, 기타 특히 외부에 보여도 문제가 없는 데이터가 보존된다. 펌웨어란,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BIOS나 드라이버 등을 말한다.

  CPU(128)가 사용하는 다종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플래시 메모리(140)에 사전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암호
화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44)은, 사용되기 전에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에 공급된다. 그 때에, CPU(128)는
KM(151) 및 KM 대응 암호 처리 프로그램(152)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복호화하여, 어플리케이션
RAM(127)에 로드한다. 로드가 완료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해진다. 한편, 음성, 화상 등의 콘텐츠(402)
는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장된다. 이 때, CPU(128)는 액세스 커맨드(110)에 따라 데이터의 저장처를 자동적으로 해석
한다. 해석 수단의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된 기억 장치(120)의 실시예를 사용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휴대 단말(103)은 기록 장치(120)와 접속되고, 기록 장치(120)를 이용하여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통신을 행하는 기
능을 갖는다. 휴대 단말(103)은 표시 화면 (104), 스피커(105), 마이크(106) 및 CCD 카메라(107)를 갖는다.

  서비스 프로바이더(100)는 기록 장치(120)에 대하여, 콘텐츠 배신 등을 행하는 서버(180)를 갖는다. 서버(180)는 배신
어플리케이션(181), 배신하는 콘텐츠(182)를 갖는다.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휴대 단말(103)사이에서는 데이터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 회선(108) 상에 암호화된 통
신 경로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 단말(103)에 접속된 기록 장치(120)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의 사이
에 확립된 암호화된 통신 경로 내에서, 또한 암호화된 내부 통신 경로(109)를 확립할 수도 있다. 도면에서는, 내부 통신 경
로(109)는 휴대 단말(103)에만 나타내어져 있지만, 실제는 공중 회선(108) 상에도 경로가 확보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서비스 프로바이더(100), 휴대 단말(103) 및 기록 장치(120)를 이용한 본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기록
장치(120)가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는, 데이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휴대 단말(103) 사이, 즉 공중 회선(108) 상에
서 2중으로 암호화되며,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와의 사이에서는 1중으로 암호화된다. 휴대 단말(103) 등으로
이용되는 암호 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휴대 단말(103) 사이에서는 데이터는 N+M중으로 암호
화되고,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 사이에서는 M중으로 암호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록 장치(120)를 접속하
는 기기는 휴대 단말(103)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중 회선(108)은 유선 회선이라도 무선 회선이라도 상관없다. 유선 회선으
로는 광 케이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도 3은 휴대 단말(103)의 구성도이다.

  CPU(201)는 휴대 단말(103)의 각 회로를 제어한다. RAM(202)에는 CPU(201)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보존된
다. ROM(203)에는 CPU(201)가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재기입을 행하지 않는 데이터가 기록된다. 휴대 단말 제어 회로
(204)는 휴대 단말(103)과 외부 기기와의 정보의 송수신 등의 처리를 행한다. 입출력 인터페이스(205)는 휴대 단말(103)
을 이용하는 사람의 키 입력, 화면 표시 등의 처리를 행한다. 기록 장치 인터페이스(207)는 기록 장치(120)와의 사이에서
정보의 송수신을 행한다. 디코더 회로(206)는, 기록 장치(120)로부터 판독한 정보를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복호한다. 버스
(208)는 회로사이의 정보의 송수신에 사용된다.

  도 4는 디코더 회로(206)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디코더 회로(206)는 기록 장치(120)로부터 판독한 데이터를 복호하고나서 재생하기 때문에, 복호된 데이터를 외부로부
터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디코더 회로(206)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로 되어 있다. 제어 회로
(301)는 디코더 회로(206) 내의 각 회로를 제어한다. RAM(302)에는 복호한 정보 등이 일시적으로 기록된다. ROM(303)
에는 제어 회로의 프로그램등 항구적으로 이용하는 정보로 기밀성이 낮은 것이 기록된다. 불휘발성 메모리(306)에는 디코
더 회로(206)의 증명서, 기록 장치(120)로부터 추출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해 필요한 키 등, 기밀성이 높은
정보가 기록된다. 인터페이스(307)는 외부 회로와의 접속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이다. 버스(308)는 각 회로 사이의 정보
의 송수신에 사용된다.

  도 5는 본 발명이 적용된 기록 장치(120)가 이용되는 시스템에서의 통신 방식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기록 장치(120)와 휴대 단말(103) 사이의 정보의 송수신은 액세스 커맨드(110)로 행해진다. 액세스 커맨드(110)는 계층
화된 액세스 커맨드(이하, 「계층화 커맨드」라고 칭함 : 405)로 정의된다.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는 기록 장치(120)와
의 데이터의 입출력등 기본적인 커맨드이다.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의 데이터로서 송수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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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록 장치(120) 및 휴대 단말(103)은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를 해석하고, 데이터 영역으로부터 논리 액세스 커맨드
(409)를 추출하여 실행한다. 이러한 커맨드 구성으로 함으로써,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커맨드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용이하게 커맨드를 확장할 수 있다.

  라이센스(401)는 암호화 콘텐츠(402)를 복호화하기 위한 키를 포함하는 정보이다. 암호화 콘텐츠(402)는, 라이센스
(401)에 의해 암호화된 콘텐츠이다. 라이센스 배신(404)의 화살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로부터 네트워크(403), 휴
대 단말(103)을 통해 기록 장치(120)의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로 라이센스(401)를 배신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콘텐츠 배신(407)의 화살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로부터 기록 장치(120)로 콘텐츠(402)를 배신하는 경우를 나타내
고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와 휴대 단말(103) 사이에서는, 라이센스(401) 및 콘텐츠(402)는 계층화 커맨드(406)를
이용하여 배신된다.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 사이에서는, 라이센스(401)는 계층화 커맨드(405)를 이용하여 배
신되고,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로 저장된다. 콘텐츠(402)는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 사이에서는 물리 액세
스 커맨드(408)만을 이용하여 기록 장치(120) 내의 플래시 메모리(140)로 배신된다.

  도 19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 및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는 커맨드 코드(1801), 길이(1802) 및 데이터 영역(1803)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맨드 코드
(1801)는 커맨드 타입(1810), 속성(1811) 및 시큐리티 레벨(1812)로 구성되어 있다. 커맨드 타입(1810)과 속성(1811)에
는 도 19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은 대응 관계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속성(1811)이란, 예를 들면 데이터가 개인 정보, 키
정보등인지, 다른 일반적인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태그등이다. 이하, 이와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속성 데이터라
고 한다. 시큐리티 레벨(1812)에는 커맨드에 의해 송신되는 데이터의 기밀성의 레벨을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된다. 기밀성
의 레벨은 본 실시예의 경우, 3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시큐리티 레벨은 송신되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액세스 커맨드
(110)을 발행하는 장치에 의해 발행시에 액세스 커맨드(110)에 부가된다.

  길이(1802)에는 데이터 영역(1803)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된다. 데이터 영역(1803)에는 통상의 데이터 외에,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도 포함된다.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는 커맨드 코드(1804), 길이(1805) 및 데이터(1806)로 구성된다. 커맨드 코드(1804)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의 커맨드 코드(1801)와 동일하다. 길이(1805)에는 데이터(1806)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
내는 정보가 저장된다. 데이터(1806)에는 실제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계층화 커맨드(406)와 그것을 구성하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410)와 논리 액세스 커맨드(411)도 계층화 커맨드(405)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계층화 커맨드(406)는 휴대 단말(103)과 서버(180)가 네트워크(403)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또한, 계층화 커맨드(405)와 계층화 커맨드(406)의 구체적인 커맨드 코드 등은 상이해도 상관없다.

  도 20은 기록 장치(120)가 행하는 커맨드 수신한 계층화 커맨드의 분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기록 장치(120)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를 수신한다(1901). 기록 장치(120) 내의 CPU(128)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
(408)의 커맨드 코드(1801)를 체크한다(1902).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가 존재하면, CPU(128)는 논리 액세스 커맨드의
해석을 실행한다(1904). CPU(128)는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를 처리한다(1905).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에 논리 액세
스 커맨드(409)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PU(128)는 물리 액세스 커맨드 처리를 실행한다(1903). 커맨드의 처리
가 종료하면, CPU(128)는 데이터 선별 처리를 행하고,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와 낮은 데이터를 식별하여 각각의 데이터에
적합한 영역에 기록을 행한다(1906).

  도 21은 CPU(128)가 실행하는 데이터 선별 처리(1906)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CPU(128)는 휴대 단말(103)로부터 수신된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 또는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의 커맨드 타입
(1810)이 WRITE 커맨드인지의 여부를 조사하고(2002), WRITE 커맨드 이외이면 처리를 종료한다(2009). 커맨드 타입
(1810)이 WRITE 커맨드이면, CPU(128)는 데이터 영역 내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속성(1811)에 속성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 조사한다(2003). 속성(1811)에 속성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CPU(128)는 커맨드 코드의 시큐리티 레벨(1812)을
체크한다(2004). CPU(128)는 시큐리티 레벨이 1이면, NV 메모리(125)의 빈 용량을 조사하고(2005), 빈 용량이 충분하
면, 데이터를 NV 메모리(125)에 저장한다(2006). 빈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CPU(128)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2007),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40)에 기입한다(2008). 시큐리티 레벨이 2이면, CPU(128)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2007), 데
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40)에 기입한다(2008). 시큐리티 레벨이 3이면, CPU(128)는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40)에 기
입한다(2008). 단계 2003에서 속성(1811)에 속성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CPU(128)는 속성 데이터의 내용을 판
단한다(2010). 속성 데이터에 의해, 액세스 커맨드에 의해 전송되어 온 데이터가 소용량의 기밀 데이터라고 판단되면,
CPU(128)는 NV 메모리(125)의 빈 용량을 조사하고(2011), 빈 용량이 있으면, 데이터를 NV 메모리(125)에 저장한다
(2012). 빈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CPU(128)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2013),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장한다
(2014). 대용량의 기밀 데이터라고 판단되면, CPU(128)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2013),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장한다(2014). 암호화할 필요가 없으면, CPU(128)는 데이터를 그대로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장한다(2014).

  도 6은, 공중 회선(108)에서의 암호화된 통신 경로 확립 처리(510) 및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들의 수순을 일괄하여 암호화 통신 경로 확립 처리(500)라고 칭한다.

  공중 회선(108)에서의 암호화된 통신 경로 확립 처리 510을 설명한다. 휴대 단말(103)은 비밀 정보 KO(153)를 기록 장
치(120)로부터 추출한다(502). 휴대 단말(103)은 비밀 정보 KO(153)를 암호화하여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에 송신한다
(503). 암호화된 비밀 정보 KO(153)를 수신한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의 서버(180)는 비밀 정보 KO(153)를 복호화하여
추출한다(504). 그 후의 통신에서는 서버(180)와 휴대 단말(103)이 비밀 정보 KO(153)에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한
다. 이에 따라, 암호화된 통신 경로가 확립된다(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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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를 설명한다. 기록 장치(120)는 비밀 정보 KI(155)를 암호화하고, 휴대 단말(103)
및 서비스 프로바이더(100)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암호화된 통신 경로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비밀 정보 KI(155)를 서비
스 프로바이더(100)로 송신한다(509). 암호화된 비밀 정보 KI(155)를 수신한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의 서버(180)는 비
밀 정보 KI(155)를 복호화하여 추출한다(510). 그 후, 서버(180)와 기록 장치(120)가 비밀 정보 KI(155)로 정보를 암호화
하여 송수신한다(511). 이에 따라,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가 확립된다(512).

  도 7은 휴대 단말(103)과 기록 장치(120), 서버(180) 사이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기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서는, 서버(180)로부터 기록 장치(120)에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은 콘텐츠(402)를 송신하는 경우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각 송신 수순의 표기는 도 22에 나타내는 표기법 규정(2101)에 따른다. 또한, 도 7에서는 KS1은 서버(180)가 난수
등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KS2는 기록 장치(120)의 암호 처리 회로(126)가 난수 등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이용자가 휴대 단말(103)을 조작하여, 콘텐츠 취득을 기록 장치(120)로 지시하면, 기록 장치(120)가 콘텐츠 요구(601)를
휴대 단말(103)을 통해 콘텐츠(402)를 보유하고 있는 서버(180)에 발행한다. 이에 따라 기록 장치(120)는 취득하고 싶은
콘텐츠(402)에 대응한 Content ID와 기록 장치(120)가 정당한 기기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C(KA, KPMC∥IMC)를 서버
(180)로 송신한다(602). 서버(180)가 콘텐츠 ID와 증명서를 수신하면, 증명서를 체크한다. 증명서가 정규의 것이면, 기록
장치(120)에 세션키 E(KPMC, KS1)를 송신한다(603). 세션 키 KS1을 기록 장치(120)가 수신하면, 세션 키 Ks2를 포함
시킨 여러가지 정보를 E(KS1, KPM1∥KS2∥CRLUPDATE)로서 서버(180)로 송신한다(604). 이것을 수신한 서버(180)
는 라이센스(401)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정보를 E(KS2, CRL∥E(KPM1, TRANSACATIONID∥ACM∥KC∥ACP))로서
기록 장치(120)로 송신한다(605). 이어서, 서버(180)는 콘텐츠(402)를 기록 장치(1210)에 E(KC, CONTENT)로서 송신
한다(606). 이하에서 설명하는 정보의 송수신은 여기서 진술한 방식을 이용한다.

  도 8은, 기록 장치(120), 휴대 단말(103) 및 서버(180)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의 기재에
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100)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다. 기록 장치(120)에서는 암호화 계산부(702) 상에 어플리케이션
(701)이 구성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701)이 암호화 계산부(702)를 이용하여 암호 처리 등을 행한다. 소프트웨어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에 구성된다. 어플리케이션(701)은 기록 장치(120) 내의 데이터 처리로부터 암호화 통신등 기록 장
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어플리케이션(701)이 탑재된다. 암호화 계산부(702)는 암호에 관한 계산 처리를 행한다. 암
호화 처리부(702)는 어플리케이션(701) 뿐만 아니라, 휴대 단말(103)의 암호화 통신 처리부(704)에도 이용된다.

  휴대 단말(103)에서는 통신 기본 처리부(705) 상에, 암호화 통신 처리부(704)가 구성되고, 또한 그 위에 휴대 단말 어플
리케이션(703)이 구성된다. 통신 기본 처리부(705)는 휴대 단말(103) 통신의 기본적인 처리, 예를 들면 통신로 부호화, 통
신 속도의 변경, 데이터의 송수신 등의 처리를 행한다. 암호화 통신 처리부(704)는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서버(180)와의 사
이에서 정한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암호 처리한다. 암호화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준비나, 암호 계산 등의 처리는 기록
장치(120)의 암호화 계산부(702)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휴대 단말 어플리케이션(703)은, 메뉴 표시, 전자 메일 기능 등 이
용자가 휴대 단말(103)로 이용하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이다. 서버(180)에서는, 소프트웨어는, 기본 통신 처리부(706),
암호화 통신 처리부(707) 및 서버 어플리케이션(708)으로 구성된다. 기본 통신 처리부(706) 및 암호화 통신 처리부(707)
는 휴대 단말(103)의 기본 통신 처리부(704) 및 암호화 통신 처리부(705)와 동일한 동작을 한다. 단, 암호화 통신 처리부
(707)는 암호화에 관한 처리를 행할 때에, 기록 장치(120)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버 어플리케이션(708)은 휴대 단말
(103)에 배신하는 콘텐츠(402)의 관리, 이용자의 관리 등 일반적으로 서버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기록 장치(120)가, 휴대 단말(103)을 통해 서버(180)로부터 콘텐츠(402)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9에 도시
된 바와 같이 휴대 단말(103) 및 서버(180)의 암호화 통신 처리부(704, 707)가, 기본 통신 처리부(705, 706)를 통해 암호
화 통신 경로(801)를 구성한다(이것은, 암호화된 내부 통신 경로(109)에 상당함). 암호화 통신 처리부(704)는, 기록 장치
(120) 내의 암호화 계산부(702)를 이용하여 암호화에 관한 계산을 행함과 함께,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서버(180)로 송신
하고, 암호화 통신 경로(801)로 암호화 및 복호화에 이용하는 일시적인 키 정보 등을 기록한다.

  암호화 통신 경로(701)가 구성되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록 장치(120), 휴대 단말(103) 및 서버(180)의 각 어플
리케이션이 기동한다. 기록 장치(120)의 어플리케이션(701)이, 휴대 단말(103)과 암호화 통신 경로(701)를 통해 서버 어
플리케이션(708)으로부터 취득하고 싶은 콘텐츠(402)에 대응하는 라이센스(401)를 취득하여, 기억 장치(120)의 탬퍼 레
지스턴트 모듈(121)에 보존한다.

  라이센스(401)의 취득이 종료하면,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록 장치(120)의 어플리케이션(701)이 휴대 단말(103)
과 암호화 통신 경로(801)를 통해 서버 어플리케이션(708)으로부터 암호화 콘텐츠(401)를 취득하여, 휴대 단말(103)의
플래시 메모리(140)에 보존한다. 또한, 콘텐츠(401)가 이미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순에서는, 단순히 서버(180)로
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기록 장치(120)에 보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만을 이용하여 처리를
행한다.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를 이용해도 된다.

  도 12는, 도 8∼도 11에서의 통신의 처리 수순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어플리케이션 기동 처리가 실행된다(1100). 휴대 단말(103)은, 휴대 단말(103)이 행하는 통신에 필요한 처리를 하는 어
플리케이션을 기록 장치(120) 내에서 선택한다(1101). CPU(128)는 휴대 단말(103)에 선택된 플래시 메모리(140)에 저
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되어 있는지 체크한다(1103).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CPU(128)는 비밀 정보
KM(151)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복호화하여, 어플리케이션 RAM(127)에 저장한다(1104).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CPU(128)는 그대로 플래시 메모리(140)로부터 판독하여, 어플리케이션 RAM(127)에 실행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다. CPU(128)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1106).

  어플리케이션이 기동하면, 휴대 단말(103) 및 기억 장치(120)는 암호화 통신 경로 확립 처리(500)를 실행하여, 서버
(180)와 통신 경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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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장치(120)와 서버(180)사이에서 송수신 처리(1120)가 실행된다. 이 때, 암호화 통신 경로 확립 처리(500)의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에서 사용한 비밀 정보 KI(155)를 이용하여 서버(180)와 기록 장치(120)가 서로의 데이터
를 암호화하고, 휴대 단말(103)을 중단하여 송수신을 행한다(1107∼1118). 휴대 단말(103)은 기억 장치(120)가 송수신
하고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없다. 휴대 단말(103)은 기록 장치(120)의 송신 종료를 나타내는 데이터만을 식별할 수 있기 때
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기억 장치(120)로부터 송신되어 오면, 송수신 처리(1120)를 종료한다.

  휴대 단말(103)은 송수신 처리(1120)를 종료하기 위해, 종료 처리(1130)를 실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휴대 단말(103)은
처리 종료 통지를 기록 장치(103)와 서버(180)로 송신함으로써(1132, 1135) 서버(180)에 통신 경로를 파기시키고
(1133), 기록 장치(120)에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다(1136).

  도 13은, 서버(180)로부터 기록 장치(120)에, 휴대 단말(103)을 경유하여 라이센스(401)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의 구체적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낸 도면이다. 설명은 도 12와 대응하여 행한다.

  어플리케이션 기동 처리(110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OPEN_CHANNEL(1201)은, 휴대 단말(103)로부터 기록 장치(120)에, 양자 사이에서 가상의 통신 경로를 구성하기 위
해 발행되는 커맨드이다. 기록 장치(120)는, 가상 통신 경로의 번호를 돌려준다. 이후의 통신은, 가상 통신 경로 번호를 이
용하여 행해진다.

  OPEN_FILE(1202)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 내의 라이센스(401)를 보존하는 파일을 지정하는 커맨드이다.
기록 장치(120)는 지정된 파일의 할당 번호를 돌려준다. 이후의 처리는 이 파일 할당 번호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VERIFY
(1203)는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 내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기 위한 인증 코드를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기록
장치(120)가 인증 코드가 정규의 것이라고 인증하면, 기록 장치(120)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OPEN_FILE(1202)로 지정한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공중 회선에서의 암호화된 통신 경로 확립 처리(510)가 행해진다.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SEND_CERT(1205)는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에 정당한 기록 장치(120)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신을 요구
하는 커맨드이다. 기록 장치(120)는 증명서를 휴대 단말(103)로 송신한다.

  OPEN(1206)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로부터 판독한 증명서와 CONTENT ID를 서버(180)로 송신하는 커맨
드이다. 증명서를 서버(180)가 인증하면, 서버(180)는 세션 키 KS1을 생성하여 휴대 단말(103)로 송신한다.

  SET_SESSION_KEY(1207)는 휴대 단말(103)이 서버(180)로부터 수신한 세션 키 KS1을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또한 SEND_CERT(1205), OPEN(1206) 및 SET_SESSION_KEY(1207)의 커맨드는 도 7의 콘텐츠 요구
(601)와 세션 키 KS1 송신(602)에 대응한다.

  송수신 처리(112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ESTABLISH_WRITE_SESSION(1208)은 기록 장치(120)가 세션 키 KS2를 생성하고, 그것을 KS1로 암호화한 것을 휴
대 단말(103)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ESTABLISH_WRITE_SESSION(1209)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로부터 수신한 KS1로 암호화된 KS2를 서
버(18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암호화된 KS2를 수신한 서버(180)는 Ks1로 암호화 KS2를 복호하고, Ks2로 라이센스
(401)를 암호화하여, 휴대 단말(103)에 암호화된 라이센스(401)를 송신한다.

  SET_LICENSE(1210)는 휴대 단말(103)이 라이센스(401)를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WRITE_LICENSE(1211)는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에, 라이센스(401)를 KS2로 복호화하고,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의 NV 메모리(125)에 라이센스 저장 영역을 작성하고 거기에 저장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또한,
ESTABLISH_WRITE_SESSION(1208, 1209), SET_LICENSE(1210) 및 WRITE_LICENSE(1211)는, 도 7의 KS1로 세
션 키 Ks2 송신(603) 및 라이센스 송신(604)에 대응한다.

  종료 처리(113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CLOSE(1212)는 휴대 단말(103)이 서버(180)로 라이센스 취득 처리가 종료된 것을 알리는 커맨드이다. CLOSE(1212)
를 서버(180)가 수신하면, 서버(180)는 휴대 단말(103)과 서버(180) 사이의 암호화 통신 경로(801)를 파기한다.

  CLOSE_FILE(1213)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의 파일을 닫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CLOSE_CHANNEL(1214)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와의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던 가상 통신 경로를 닫고 처
리를 종료하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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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4는, 서버(180)로부터 기록 장치(120)에 휴대 단말(103)을 경유하여 콘텐츠(402)가 다운로드되는 경우의 커맨드의
교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설명은 도 11과 대응하여 행한다.

  공중 회선(108)에서의 암호화된 통신 경로 확립 처리(510)가 행해진다.

  송수신 처리(112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OPEN(1301)은 휴대 단말(103)이 취득하고 싶은 CONTENT ID
를 서버(18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CONTENT ID를 서버(180)가 수신하면, 서버(180)는 암호 콘텐츠(402)를 휴대 단
말(103)로 송신한다.

  SET_BLOCKS_TRANSFERRED(1302)는, 휴대 단말(103)이 서버(180)로부터 수신한 암호화 콘텐츠(402)의 사이즈를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기 위한 커맨드이다.

  WRITE_BLOCK(1303)은 휴대 단말(103)이 서버(180)로부터 수신한 암호화 콘텐츠(402)를 기록 장치(120) 내의 플래
시 메모리(140) 상의 임의의 어드레스로 전송하기 위한 커맨드이다. 어드레스의 지정 방법으로는 플래시 메모리(140) 상
에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CONTENT ID를 바탕으로 암호화 콘텐츠(402)에 대응하는 파일이 작성되며, 파일 시스템이
정한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암호화 콘텐츠(402)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SET_BLOCKS_TRANSFERRED(1302) 및 WRITE_BLOCK(1303)이 복수회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CLOSE(1304)는 휴대 단말(103)이 서버(180)에 라이센스 취득 처리가 종료한 것을 알리는 커맨드이다. CLOSE(1304)
를 서버(180)가 수신하면, 서버(180)는 휴대 단말(103)과 서버(180)사이의 암호화 통신 경로를 파기한다. 또한, 도 14의
수순은 도 7의 콘텐츠 송신(605)에 대응한다.

  도 15는 기록 장치(120) 내의 암호화 콘텐츠(402)를 휴대 단말(103) 내의 디코더 회로(206)가 재생하는 경우의 개념도
이다. 디코더 회로(206)는 휴대 단말(103) 이외의 기기에 탑재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기록 장치(120)도 휴대 단말(103)
이외의 기기와 접속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예로는 MP3 플레이어, 스테레오, 디지털 영상 재생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디코더 회로(206)는 기록 장치(120)의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121)로부터 재생하고 싶은 암호화 콘텐츠(402)의 라이센스
(401)를 추출한다. 디코더 회로(206)는 플래시 메모리(140)로부터 암호화 콘텐츠(402)를 추출하고, 암호화 콘텐츠(402)
를 라이센스(401)로 복호화하고나서 재생한다. 라이센스 송신(1402)은 계층화 커맨드(405)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콘텐츠
송신(1403)은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또한, 각각의 송신 시의 커맨드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에 한
하지 않는다.

  도 16은, 도 15에서의 통신의 상세한 내용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어플리케이션 기동 처리(1100)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까지(1106)의 처리는 도 11에서 설명한 플로우와 동일
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어플리케이션이 기동하면, 암호화 내부 통신로 확립 처리(520)가 실행되며, 디코더 회로(206)와 기록 장치(120)와의 통
신 경로가 확립된다. 이 경우, 디코더 회로(206) 전용의 비밀 정보 KL(157)를 이용하여 통신 경로가 확립된다.

  송수신 처리(1500)가 실행되고, 실제로 기록 장치(120)와 디코더 회로(206)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이 행해진다. 이
때,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에서 사용한 비밀 정보 KL(157)을 이용하여 디코더 회로(206)와 기록 장치
(120)가 서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한다(1501∼1508). 한창 송수신 처리(1500)시에는 휴대 단말(103)의 제어
는, 디코더 회로(206)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송수신이 종료하면, 디코더 회로(206)는 휴대 단말의 CPU(201)에 종료 인터
럽트를 알리는 커맨드를 송부한다. 종료 인터럽트의 커맨드를 받은 CPU(201)는 종료 처리(1510)를 개시한다. 구체적으
로는 휴대 단말(103)의 CPU(201)는 처리 종료 통지를 기록 장치(120)에 송신하며(1512),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킨다
(1513).

  도 17은, 디코더 회로(206)가 라이센스(401)를 취득할 때의 기록 장치(120)와의 사이에서의 수순의 커맨드를 나타낸 것
이다. 설명은 도 16과 대응하여 행한다. 또한, 도 17에서는, 표기법 규정(2101)의 데이터의 소재로 비밀 정보 KI(155)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비밀 정보 KL로 치환된다. 또한, KS5는 기록 장치(120)의 암호 처리 회로(126)가 난수 등을
사용하여 생성하고, KS6은 디코더 회로(206)의 암호 처리 회로(304)가 난수 등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어플리케이션 기동 처리(110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OPEN_CHANNEL(1600)은, 디코더 회로(206)가 기억 장치(120)와의 사이에서 가상의 통신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휴
대 단말(103)의 기록 장치 인터페이스(207)를 통해 기록 장치(120)로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OPEN_CHANNEL(1600) 커
맨드를 수취한 기록 장치(120)는 가상 통신 경로의 번호를 돌려 준다. 이후의 통신은 이 가상 통신 경로 번호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OPEN_FILE(1601)은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 내의 라이센스(401)가 보존되어 있는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커맨드이다. OPEN_FILE(1601) 커맨드를 수취한 기록 장치(120)는 지정된 파일의 할당 번호를 돌려 준다. 이후의 처리는
파일 할당 번호를 이용하여 행해진다.

  VERIFY(1602)는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 내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하기 위한 인증 코드를 발행하는 커맨
드이다. 기록 장치(120)가 인증 코드가 정규의 것이라고 인증하면, 기록 장치(120)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고,
OPEN_FILE(1601)로 지정한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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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정보 KL(157)이 사용되는 암호화 내부 통신 경로 확립 처리(52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VERIFY_CERT(1604)는 디코더 회로(206)가 증명서를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VERIFY_CERT(1604)
커맨드를 수신한 기록 장치(120)는 증명서를 인증한다.

  SEND_SESSION_KEY(1605)는 기록 장치(120)가 디코더 회로(200)로 암호 처리 회로(126)에서 생성한 세션 키 KS5를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ESTABLISH_PLAY_SESSION(1606)은 KS5를 수취한 디코더 회로(206)가, 암호 처리 회로(304)에서 생성한 세션 키
KS6을 생성하고, KS6을 KS5로 암호화하여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송수신 처리(150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READ_LICENSE(1607)는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로 판독하는 라이센스(401)의 준비를 지시하는 커맨드이
다. SEND_PLAY_LICENSE(1608)는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로부터 라이센스(401)를 판독하는 커맨드이다.

  종료 처리(1510)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CLOSE_FILE(1609)은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의 파일을 닫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CLOSE_CHANNEL(1610)은 휴대 단말(103)이 기록 장치(120)와의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던 가상 통신 경로를 닫고 처
리를 종료하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도 18은 라이센스(401)의 취득을 종료한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로부터 재생을 행하는 암호화 콘텐츠(402)
를 판독하는 처리를 나타낸 도면이다. 또한, 이 수순에 대해서는 콘텐츠(402)가 이미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
장치(120)로부터 디코더 회로(206)로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물리 액세스 커맨드(408)만을 이용하여
처리를 행한다. 논리 액세스 커맨드(409)를 이용해도 괜찮다.

  도 18의 처리에서는 이하의 커맨드가 교환된다.

  SET_BLOCKLEN(1704)은 디코더 회로(206)가, 판독하는 암호화 콘텐츠(402)의 사이즈를 기록 장치(120)로 송신하는
커맨드이다.

  SENT_BLOCKS_TRANSFERRED(1705)는 디코더 회로(206)가 기록 장치(120) 내의 암호화 콘텐츠(402)를 한번에 판
독하는 량을 지정하는 커맨드이다.

  READ_BLOCK(1706)은 디코더 회로(206)가, 재생하는 암호화 콘텐츠(402)의 어드레스를 기록 장치(120)로 지정하여
암호화 콘텐츠(402)를 판독하고, 재생을 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커맨드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함으로써 안전하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및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는 기억 장치에서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를 암호
화하여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에 보존하므로, 데이터의 은닉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대용량의 은닉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유
할 수 있는 저가의 기록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기록 장치 내부에서 암호 처리를 행하고, 외부 기기가 암호 키나 암호
화, 복호화를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기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에 CPU를 탑재하고, 이것이 외부로부터 송신된 데이터의 은닉성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판정하고, 은닉성이 높은 정보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내의 불휘발성 메모리에 보존하고, 은닉성이 낮은 정
보는 외부의 플래시 메모리에 보존하도록 하므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경우에 비해 데이터 처리가 고속이며, 또한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내의 기록 영역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탬퍼 레지스턴트 모듈 내에서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암호화하여 외부 플래시 메모리에 보존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판독 내부의 RAM으로 전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기록 장치에 한번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규모가 큰 어플리케이션을 기록 장치 내에서 실행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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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불휘발성 메모리를 갖는 컨트롤러와,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보다도 기억 용량이 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
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호스트 단말 장치와 접속되기 위한 제1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와 접속되기 위한 제2
인터페이스와, 중앙 처리 장치를 더 갖고,

  상기 컨트롤러의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해야 할 프로그램을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한 제1 비밀 데이터를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
을 구비하고,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는,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가 허가되고, 또한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컨
트롤러가 저장하기 위한 제1 영역과, 상기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가 제한되고 또한 상기 제1 비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의해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제2 영역을 갖는 기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비밀 데이터는 키 정보와 증명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커맨드 또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
스할지 또는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스할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의 빈 용량에 따라,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스할지 또는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스할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커맨드 또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
되고 또한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입하기 위한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한 제2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을 더 구비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의 빈 용량에 따라,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되고 또한 상기 제2 불
휘발성 메모리에 기입하기 위한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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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한 제2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을 더 구비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서버와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가 암호
통신을 행하기 위한 제2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과, 상기 서버와 상기 기록 장치가 암호 통신을 행하기 위
한 제3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더 구비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1 비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비밀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 프로그램과 상기 제3 비밀
데이터에 대응하는 암호화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암호화하고,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의 상기 제2 영역에 기입하
는 기록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데이터의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스할
지 또는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액세스할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데이터의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되
고 또한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기입하기 위한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한 제2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을
더 구비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IC 칩이고,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 칩인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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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 불휘발성 메모리를 갖는 컨트롤러와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보다도 기억 용량이 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하
고 또한 착탈 가능한 기록 장치와, 상기 기억 장치와 접속되기 위한 제1 인터페이스와, 제1 중앙 처리 장치를 구비한 호스
트 단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1 인터페이스와 접속되기 위한 제2 인터페이스와,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와 접속되기 위한
제3 인터페이스와, 제2 중앙 처리 장치를 더 구비하고,

  상기 컨트롤러의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암호화하기 위한 제1 비밀 데이터
를 상기 중앙 처리 장치가 저장하기 위한 저장 영역을 구비하고,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는,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가 허가되고 또한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컨
트롤러가 저장하기 위한 제1 영역과, 상기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가 제한되고 또한 상기 제1 비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컨트롤러에 의해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제2 영역을 구비하는 호스트 단말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또한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서버와 상기 호
스트 단말 장치가 암호 통신을 행하기 위한 제2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제1 중앙 처리 장치는,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서버로 복호 가능한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상기 서버
에 송신하고,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호스트 단말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또한 상기 호스트 단말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서버와 상기 기
록 장치가 암호 통신을 행하기 위한 제2 비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제2 중앙 처리 장치는,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판독하고, 상기
서버에서 복호 가능한 암호 키를 이용하여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상기 서
버에 송신하고,

  상기 제2 비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는 호스트 단말 장치.

청구항 18.

  제1 불휘발성 메모리를 갖는 컨트롤러와,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보다도 기억 용량이 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를 구비
한 기록 장치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이용되는 휘발성 메모리를 포함하고,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는 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중앙 처리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해야 할 프로
그램을 상기 키 데이터에 의해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상기 프로그램을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가 아닌 상기 제2 불의 휘
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판독하고, 상기 키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
램을 복호화하고,

  상기 중앙 처리 장치는, 복호화된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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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의 빈 용량이 적은지 큰지를 판정하고, 상기 컨트롤러의 상
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의 빈 용량이 적은 경우에 상기 프로그램을 상기 키 데이터에 의해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상기 프
로그램을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가 아닌 상기 제2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컨트롤러의 상기 제1 불휘발성 메
모리의 빈 용량이 큰 경우에 상기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지 않고 상기 제1 불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록 장치.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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