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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네트워크 이용형 광 디스크의 응용 시스템의 조작 순서나 여러 가지 수속을 간편화한다.

광 디스크에 부(副)정보 기록 영역을 마련하여, 디스크마다 다른 ID나 암호의 암호키(key), 복호키를 공장에서 기록
해 놓는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암호해제에는 ID를, 암호 송신 시에는 암호키를, 암호 수신 시에는 복호키를 이
용함으로써 순서나 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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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광 디스크의 공정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펄스 레이저에 의한 트리밍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트리밍부의 신호재생파형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재생 장치의 블록도,

도 5a는 본 발명의 BCA부의 재생 신호 파형도,

도 5b는 본 발명의 BCA부의 치수 관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암호 통신의 방법과 패스 워드에 의한 암호키(key)의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BCA의 포맷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암호 통신의 방법과 패스워드에 의한 암호 해독키의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콘텐츠(condents) 부분을 사용 허가한 디스크의 동작 순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RAM 디스크에 BCA를 기록한 경우의 블록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부정 복사 방지 방식의 블록도,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부정 복사 방지의 플로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에 상품 바코드를 인쇄한 광 디스크의 평면도와 단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부착 ROM 디스크와 POS 단말을 이용한 POS 결제 시스템의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프레스 공장과 소프트웨어 회사, 판매점의 암호 해제의 흐름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디스크 ID 등을 이용한 암호 데이터의 암호화 복합화 스텝의 플로차트(1),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디스크 ID 등을 이용한 암호 데이터의 암호화 복합화 스텝의 플로차트(2),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통신 암호키의 배포와 암호 통신의 플로차트(1),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통신 암호키의 배포와 암호 통신의 플로차트(2),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통신 암호키의 배포와 암호 통신의 플로차트(3),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플로차트(1),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플로차트(2),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의 플로차트(3),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BCA를 이용한 1장의 RAM 디스크에 기록을 제한하는 기록 재생 방법의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00 : 원반(原盤) 801 : BCA부착 디스크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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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와 광 ROM 디스크의 보급에 따라 광 ROM 디스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유통
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전자 상거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종래 기술로서, CD-ROM을 매체로써 이용한 소프트웨어 전자 유통 시스템이 실용화되어 있다. 이 경우, 패스워드
를 부여해서, CD-ROM에 미리 기록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의 암호를 풀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CD-ROM의 경우, 디스크 상에 추가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디스크의 ID는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하면, 1개의 패스워드가 동일 원반(原盤)으로부터 제조된 모든 디스크의 암호를 해제해 버
린다. 이 때문에, CD-ROM을 이용할 경우, 각각의 디스크 고유의 ID를 퍼스널 컴퓨터 측의 하드 디스크 상에 작성
하거나, 중앙에서 작성한 ID를 우편에 의해 사용자에게 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종래의 광 디스크나 광 디스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유통 시스템에 있어서는, 광 디스크 또는 시스템에 ID나 암호
키(key)를 간편하게 공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은 ROM 디스크를 이용한 전자 유통 시스템에 ID와 암호키
의 간편한 공급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 디스크의 피트부에 바코드를 중첩 기입한 추가 기록 영역(이하, BCA라 한다)을 마련
하여 광 디스크 제조 시에 BCA 영역에 디스크마다 다른 ID와 필요에 따라 통신용 암호키, 통신용 복호키 암호문의
복호키를 개별적으로 기록해 둠으로써, 디스크를 사용자에게 배포한 시점에서, 사용자에게는 사용자 ID 번호와 통
신용의 송신용 암호키, 수신용 복호키의 3가지가 자동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종래의 시스템을 복잡하
게 했던 몇 가지 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암호 통신과 콘텐츠가 들어간 디스크의 식별이 동시에 실현된
다.

실시예에 근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또, 본문에서는 BCA 방식을 이용한 추가 기록 영역을 BCA 영역, BCA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BCA 데이터라고 한다. 또한, 제 1 식별 정보는 ID, 또는 디스크 ID라고도 한다.

도 1은 BCA 부착 디스크의 대표적인 공정을 도시한다. 우선, 공개키 등의 제 1 암호키(802)를 이용하여 암호 인코
더(803)에서 컨텐츠(777)가 암호화된 제 1 암호(805)가 마스터링 장치 등의 8-16 변조기(917)에 의해 변조되고,
이 변조 신호가 레이저에 의해 원반(800)의 제 1 기록 영역(919)에 요철의 피트로써 기록된다. 이 원반(800)을 이용
하여 성형기(808a)에서 디스크 형상의 투명 기판(918)을 성형하고, 반사막 작성기(808b)에서 알루미늄(Al) 반사막
을 형성하여 0.6㎜ 두께의 단면디스크(809a, 809b)를 작성하고, 접합기(808c)에서 접합한 완성 디스크(809)의 제
2 기록 영역 (920)에 트리밍 장치(807)에서, 디스크 ID(921) 또는 제 1 암호의 복호키(922) 또는 인터넷 통신용의
제 2 암호키(923)를 PE 변조와 RZ 변조를 조합한 PE-RZ 변조기(807a)에서 변조하고, 펄스 레이저(807b)에서
BCA 트리밍하여, BCA 부착 디스크 (801)를 제조한다. 접합 디스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BCA
는 고칠 수가 없어서, 안전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BCA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도 2의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BCA에서는 2층 디스크(800)에 펄스 레이저(808)로 알루미늄 반사막(809)을 트
리밍하고, 스트라이프 형상의 저반사부(810)를 PE 변조 신호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도 2의 (2)에 도시하는 바와 같
이 BCA의 스트라이프가 디스크 상에 형성되고, 이 스트라이프를 통상의 광 헤드로 재생하면 BCA부는 반사 신호가
없어지게 되므로 도 2의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변조 신호가 간헐적으로 결핍된 결핍부(810a, 810b, 810c)가 발
생한다. 변조 신호는 제 1 슬라이스 레벨(915)에서 슬라이스된다. 한편 결핍부(810a) 등은 신호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제 2 슬라이스 레벨(916)에서 쉽게 슬라이스할 수 있다. 도 3의 기록 재생 파형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형성된 바코
드(923a, 923b)는 도 3의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광 피크(pick)로 제 2 슬라이스 레벨(916)에서 레벨 슬라
이스하는 것에 의해 재생 가능하고, 도 3의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LPF 필터에서 파형 성형 되어 PE-RZ 복조되며,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도 4를 이용하여 복조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BCA 부착 디스크
(801)는 투명 기판이 2장, 기록층(80la)이 가운데 오도록 접합되어 있고, 기록층(80la)이 1층인 경우와 기록층
(80la, 80lb)이 2층인 경우가 있다. 2층의 경우에는 광 헤드(6)에 가까운 제 1 층의 기록층(80la)의 제어 데이터에
BCA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BCA 플래그(flag)(922)가 기록되어 있다. BCA는 제 2 층(80lb)에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 1 층 기록층(80la)에 초점을 맞춰 제 2 기록 영역(919)의 가장 내주(內周)에 있는 제어 데
이터(924)의 반경 위치로 광 헤드(6)를 이동시킨다. 제어 데이터는 주정보이기 때문에 EFM또는 8-15 또는 8-16
변조되어 있다. 이 제어 데이터 내의 BCA 플래그(922)가 '1'일 때에만, 1층, 2층부 전환부(827)에서 초점을 제 2 기
록층 (80lb)으로 모아서 BCA를 재생한다. 레벨 슬라이서(590)에서 도 2의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제 1
슬라이스 레벨(915)로 슬라이스하면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다. 이 신호를 제 1 복조부에 있어서 EFM 925 또는 8-
15변조(926) 또는 8-16 변조(92)의 복조기에서 복조하고, ECC 디코더(36)에서 에러를 정정하여 주정보가 출력된
다. 이 주정보 중의 제어 데이터를 재생하여, BCA플래그(922)가 1인 경우에만 BCA를 판독하게 된다. BCA 플래그
(922)가 1일 때, CPU(923)는 1층, 2층부 전환부(827)에 지시를 하고, 초점 조절부(828)를 구동하여 제 1 층의 기
록층(801a)에서 제 2 층의 기록층(801b)으로 초점을 바꾼다. 동시에 제 2 기록 영역(920)의 반경 위치, 즉 DVD 규
격의 경우에는 제어 데이터의 내주측의 22.3㎜에서 23.5㎜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BCA를 광 헤드(6)를 이동시켜,
BCA를 판독한다. BCA 영역에서는 도 2의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엔벨로프가 부분적으로 결핍된 신호가 재생된
다. 제 2 레벨 슬라이서(929)에 있어서 제 1 슬라이스 레벨(915)보다 낮은 광량의 제 2 슬라이스 레벨(916)을 설정
함으로써, BCA의 반사부 결핍부는 검출할 수가 있어서 디지털 신호가 출력된다. 이 신호를 제 2 복조부(9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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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Z 복조하고, ECC 디코더 (930d)에서 ECC 디코드하므로써 부정보(副情報)인 BCA 데이터가 출력된다. 이와
같이 하여, 8-16변조의 제 1 복조기(928)에서 주정보를, PE-RZ 변조의 제 2 복조부(930)에서 부정보 즉 BCA 데
이터를 복조 재생한다.

도 5a는 필터(943)를 통과하기 전 부분의 재생 파형, 도 5b는 저반사부(810)의 슬릿의 가공 치수 정밀도를 도시한
다. 슬릿의 폭을 5∼15㎛ 이하로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23.5㎜보다 내주에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 데이터를 파괴
하여 버린다. 이로써 DVD의 경우 최단 기록 주기= 30㎛, 최대 반경= 23.5㎜의 제한때문에 포맷 후의 최대 용량은
188 바이트 이하로 한정된다.

변조 신호는, 8-16 변조방식을 이용하여 피트로 기록되어 있고, 도 5a의 고주파 신호부(933)와 같은 고주파 신호가
얻어진다. 한편, BCA 신호는 저주파 신호부(932)와 같은 저주파 신호로 된다. 이와 같이, 주정보가 DVD규격인 경
우, 최고 약 4.5MHz의 고주파 신호(932)이고,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은, 부정보가 주기 8.92㎲ 즉 약 100KHz의
저주파 신호(933)이기 때문에, LPF(943)를 이용하여 부정보를 주파수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도 4에 도시한 바
와 같이 LPF(943)를 포함하는 주파수 분리 수단(934)에서 2개의 신호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LPF(943)는 간단한 구성이라도 된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이 BCA의 개략이다.

그러면, 도 6을 이용하여 암호 소프트웨어 해제 잠금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을 패스워드 발행과 암호 통신, 발주자의
인증 동작에 맞춰 설명한다. 우선, 프레스 공장의 스텝은, 도 1의 경우와 거의 같은 순서로 제조되기 때문에, 원반
(800)과 완성 디스크(809)의 도면은 생략한다.

프레스 공장(811)에 있어서, 제 1∼n번째의 컨텐츠의 평문(平文)(810)은 암호 인코더(812)에 의해, 각각 제 1∼n번
째의 암호키(813)에서 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영상 신호의 스크램블이 이루어지고, 광 디스크의 원반(800)에 기록된
다. 이 원반(800)으로부터 프레스되어 제조된 디스크 형상의 기판(809)에 반사막이 형성된 다음에, 2장의 디스크
형상의 기판을 접합한 후 완성 디스크(809)가 만들어진다. 이 완성 디스크(809)에, 디스크마다 다른 ID(815) 및/또
는 제 1 암호키(816)(공개키) 및/또는, 제 2 암호키(817)(공개키), 제 2 컴퓨터의 접속 어드레스(818)가 BCA영역
(814)에 기록된 BCA 부착 디스크(801)가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이 디스크의 컨텐츠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하는 데에는 대금 등의 대가를 지불하여 패스워드 발행 센터 즉
전자 상점 또는, 몰(mall)에서 패스워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순서를 기술한다.

사용자의 제 1 컴퓨터(909)에서는 배포된 BCA 부착 디스크(801)를 재생 장치(819)에서 재생하면, PE-RZ 복조부
를 포함하는 BCA 재생부(820)에 의해, ID(815), 제 1 암호키(816), 제 2 암호키(817), 접속 어드레스(818)의 데이
터가 재생된다. 패스워드를 받기위해서는, 패스워드 발행 센터(821)의 서버인 제 2 컴퓨터(821a)의 접속 어드레스
(818)로 통신부(822)를 통해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823)를 경유하여 접속하고 제 2 컴퓨터(821a)로 ID를 송신한
다.

여기서, 암호 통신의 순서에 관해서 기술한다. 제 2 컴퓨터(821a)는 사용자의 재생 장치(819)로부터의 ID(815)를
수신한다. 그러면 "몰"이나"전자 상점"이라고 불리는 패스워드 발행 센터(821)의 제 2 컴퓨터 즉 서버(821a)는 암호
키 데이터베이스(DB824)를 갖는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디스크 고유의 ID 또는 ID의 제 1 암호키(816)에 대응
하는 복호키인 비밀키, 즉 제 1 복호키(825)와 ID표가 수용되어 있다. 따라서 서버는 수신한 ID를 바탕으로 제 1 복
호키(825)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 1 컴퓨터로부터 제 2 컴퓨터(821a)로의 암호 통신이 성립한다. 이 경
우, 제 1 암호키와 제 1 복호키는 공개키 암호는 아니며, 공통키 암호의 공통키라면 같은 키가 된다.

이용자는 디스크(801)속에, 예를 들어, 1000개 수납되어 있는 암호화된 컨텐츠의 일부, 예를 들어 컨텐츠 번호
(826)가 n인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컨텐츠 번호(826) 즉 n을 제 1 암호키(816)인 공개키를 이용하여, 공
개키 암호 함수로 구성된 제 1 암호 인코더(827)에서 암호화된 암호를 제 2 컴퓨터(821a)로 송신한다. 제 2 컴퓨터
(821a) 측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암호를 복호하기 위한 제 1 복호키(825)를 검색하여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암호를 확실하게 평문화(平文化)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발주 정보의 프라이버시(privacy)는 암호에 의해 지켜진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제 1 암호키(816)로서 공개키 암호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서명해도 좋다. 이 방법은"디지털 서명"이라고 불
린다. 자세한 동작의 설명은, 암호의 전문서(專門書), 예를 들어, "E-Mail security by Bruce Schneier 1995"의
"Digital Signature"의 항목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암호통신으로 되돌아가면 이 암호는 통신부(822)와 네트워크(823)를 통해, 패스워드 발행 센터(821)의 제 1 암호
디코더(827)로 보내진다. 이렇게 해서, 제 1 암호키(816)와 반대로 되어 있는 제 1 대(對)암호키(825)를 이용하여
제1 대암호 디코더(827)에서는 암호가 복호된다.

이 경우, 공개키는 특정한 1장의 디스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3 자의 디스크로부터의 부정 주문은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장의 디스크의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 주인인 사용자 개인의 인증이 가능하다. 이
렇게 해서 이 컨텐츠 번호 n은 특정한 개인의 주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제 3 자의 부정 주문은 배제할 수
있다.

이 때, 공개키(816)를 비밀로 해두면, 이 방법으로 신용 카드 번호 등의 높은 안전이 요구되는 과금(課金) 정보의 송
신에도 기술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통상 "몰"이라고 불리는 상점에서는, 안전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전자 결제에서는 사용자의 과금 정보는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 카드계와 은행계의 과금 센터(828)만이, 사용자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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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현재, SET 등의 안전 규격의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고, RSA 1024bit의 공개키 암호가 사
용되어 금융 정보의 암호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본 발명의 경우의 과금 정보의 암호 통신 순서를 도시한다. 우선, BCA 재생부(820)에서 재생된 공개키 암
호의 제 2 암호키(817)를 이용하여, 개인의 신용 카드 번호 등의 과금 정보(830)는 제 2 암호 인코더(831)에서,
RSA 등의 공개키계(系) 암호에 의해 암호화되며, 통신부(822)에서 제 2 컴퓨터(821)를 통해 제 3 컴퓨터(828)의
암호 디코더(832)로 보내진다. 이 때, 디지털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 2 암호키(817)는 비밀키(829)를 이용한다.

패스워드 발행 센터(821)의 제 2 컴퓨터(821a)의 암호키인 경우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하여 암호키 데이터베이스
(DB824a)로 부터 ID 또는 제 2 암호키(817)에 대응하는 제 2 복호키(829)를 검색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제 2 암호
디코더(832)에 있어서 암호화된 과금 정보를 복호할 수 있다.

또 제 2 암호 인코더(831)에서 비밀키(829)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하면, 제 2 암호 디코더(832)에서는 사용자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과금 센터(828)는, 사용자의 신용 카드 번호나 은행 카드 번호, 은행 패스워
드 등의 과금 정보를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다. 인터넷과 같이 개방된 네트워크에서는 안전이
문제가 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암호 통신용의 암호키(공개키) 또는 디지털 서명의 비밀키가 BCA에 기록되어 있
기 때문에, 암호 통신 또는 인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정한 제 3 자에 의한 부정 과금(不正課金)과 부
정 주문(不正注文)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디스크마다 즉 사용자마다 다른 공개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성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과금 정보가 제 3 자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여기서, 도 6으로 돌아가서, 패스워드의 발행 순서와 패스워드에 의한 해제 잠금 순서를 설명한다. 패스워드 발행 센
터(821)에서는, ID와 사용자가 열고자 하는 컨텐츠 번호, 사용자의 사용 허가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정보의 3가지
정보에 기초하여, 공개키 암호 등의 연산식을 이용한 패스워드 생성부(834)에서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제 1 컴퓨터
(909)로 송신한다. 가장 간단한 구성예를 기술하자면, 제 2 컴퓨터에서는 n번째의 컨텐츠의 암호를 해제하는 복호
키 디스크 ID와 시간 정보를 혼합한 정보를 공개키 암호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이것을 푸는 비밀키를 혼합한 n번
째의 패스워드(834a)를 패스워드 생성부(834)에서 작성하여, 제 1 컴퓨터(909)로 송신한다. 제 1 컴퓨터는 상기 n
번째의 패스워드를 수신하여, 비밀키로 디스크 ID와 시간 정보, n번째의 컨텐츠의 복합키를 복호한다. 여기서, 디스
크로부터 재생한 BCA의 ID(835a)와 현재의 제 2 시간 정보(835b)와 허가된 ID(833a), 제 1 시간 정보(833)를 조
회하여 일치하는가를 패스워드 연산부(836)는 연산한다. 만일 일치한다면 허가하고, n번째의 복호키(836a)를 암호
디코더(837)로 출력하여 n번째의 컨텐츠의 암호(837a)가 복호되고, n번째의 컨텐츠(838)가 출력된다. 출력되는 기
간은 제 1 시간 정보(833)와 제 2 시간 정보(835b)가 일치하고 있는 기간으로만 제한된다. 제 1 컴퓨터(909)측에서
는, ID와 패스워드(835),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836b)로부터의 시간 정보의 3가지 정보를 패스워드 연산부
(836)에서 연산하고, ID와 시간 정보가 옳으면 옳은 복호키가 연산 결과로서 출력되기 때문에, n번째의 암호가 암호
디코더(837)에서 복호 또는 디스크램블(descramble)되고, n번째의 컨텐츠(838)의 평문 데이터 또는 디스크램블된
영상 신호 또는 오디오 신호가 출력된다.

이 경우, 시계(836b)의 제 2 시간 정보(835b)가 패스워드의 제 1 시간 정보(833)와 일치하지 않으면, 암호가 정확
하게 복호되지 않으므로 재생은 되지 않는다. 시간 정보를 이용하면, 렌탈 이용 시에 3일간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고 한 시간 한정형의 렌탈 시스템에 응용할 수가 있다.

도 6에서는 블록도를 이용하여 순서를 설명하였지만, 이 순서의 플로차트는 도 16∼도 23을 이용하여 뒤에서 설명
하기로 한다.

다음에 암호키의 용량에 대한 고안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도 7a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BCA에 제 1 암호키
(816)와 제 2 암호키(817)의 양쪽을 입력함으로써, "몰"과의 상품 거래, "과금 센터"와의 사이의 대금 결제의 2가지
안전이 유지된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과금 센터와의 안전에 관해서는 SET 등의 규격 통일이 예정되어 있고, RSA 1024 다시 말해 128바이트의
암호키가 제 2 암호키 영역(817a)에 수용되게 된다. 그러면, BCA는 188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몰"과의 거래의
암호키용으로는 60바이트밖에 남지 않는다. 20바이트의 크기로 RSA l024의 128바이트와 같은 정도의 안전을 갖는
암호 함수로서 타원 함수계(楕圓函數系) 공개키 암호가 알려져 있다.

본 발명에서는, 제 1 암호키 영역(816a)에 타원 함수를 이용하고 있다. 타원함수는 RSA l024와 동등한 안전을 20바
이트로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타원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188바이트의 BCA 영역에 제 1 암호키(816)와 제 2 암
호키(717)의 양쪽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BCA를 광 ROM 디스크에 적용함으로써, 디스크 고유의 ID 번호, 제 1 ,제 2 암호키, 접속 어
드레스를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을 이용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몰에 접속되어, 컨텐츠의 암호 해제에 의한
상품 유통과, 상품 구입의 인증과 비밀 유지, 대금 결제 시 인증과 기밀성의 유지 등의 안전이 BCA에 암호키가 기록
된 디스크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실현된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암호 통신 방법에 의해, 종래와 같은 ID나 암호키를
사용자에게 배포하기위해서 IC 카드나 플로피, 또는 편지를 이용하는 등의 작업을, 안전을 떨어뜨리는 일 없이 생략
이 가능하여 합리화할 수 있다고 하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또한, 인터넷의 접속 어드레스인 URL은 고정된 것이 아
니라 변경된다. 원반에는 URL이 기록되어 있고, 이 URL에 접속되면 좋지만, 변경되었을 경우 원반을 변경하는 것
은 시간적, 비용적으로 효율이 나쁘다. BCA에 변경된 URL을 기록해 두고, BCA로부터 접속 어드레스(931)가 재생
된 경우에만 원반의 접속 어드레스보다 BCA 접속 어드레스(931)를 우선하여 접속하면, 원반을 신규 작성하지 않
고, 변경된 접속 어드레스(931)에 접속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도 6에서는 BCA에 공개키의 제 1 호키와 공개키의 제 1 호키를 기록한 경우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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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서는, BCA에 공개키의 제 1 암호키(816)와 비밀키의 제 3 복호키(817a)의 2개를 기록한 경우와, 암호키를
발생시켜 암호 통신하는 경우의 2종류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도 6과 마찬가지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점만을 설명한
다. 우선, 프레스 공장에서는, 제 1 암호키(816)와 제 3 복호키(817a)가 BCA에 기록된다. 제 3 복호키(817a)는 과
금 센터로부터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암호의 수신에 이용한다. 이 경우, 수신의 안전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우선, 도 8을 이용하여 암호키를 생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암호 통신의 예를 설명한다. 제 1 암호키(816)는 공개키이
므로, 수신용의 제 3 복호키(817a)를 BCA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편, BCA는 용량이 작다. 또한, 공개키는 처리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도 8에서는 제 1 컴퓨터(836)에서 난수 발생기(亂數發生器) 등으로 암호키 생성부(838a)에
서 공개키의 암호키/복호키의 한 쌍, 또는 공통키를 생성한다. 공통키의 예를 설명한다. 공통키(K838)를 제 1 암호
키(816)와 제 1 암호 인코더(842)에서 암호화하여, 제 2 컴퓨터(821a)로 보낸다. 제 2 컴퓨터에서는 주(主)복호키
(844)를 이용하여 주암호 디코더(843)에서 이 암호를 평문화하여 공통키(K838a)를 얻는다. 양쪽이 공통키(K)를 갖
기 때문에 제 2 암호 인코더(842a)와 제 2 암호 디코더(847a)에 공통키(K)를 전해줌으로써, 상점에서 사용자, 즉 제
2 컴퓨터(821a)에서 제 1 컴퓨터(836)로의 암호 통신이 가능하다. 물론 공통키(K)를 제 2 암호 인코더(827a)와 제
2 암호 디코더(845a)에 전해줌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상점, 즉 제 1 컴퓨터(836)로부터 제 2 컴퓨터(821a)로의 암호
통신도 가능해진다. 공개키인 제 1 암호키를 BCA에 기록하여 암호키를 생성하는 방식의 효과를 설명한다. 우선, 제
1 암호키의 기록만으로 복호키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BCA의 적은 용량을 줄이는 일이 없다. 다음에, BCA에 복호키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이 향상된다. 공
통키의 경우, 매회 키를 바꾸면 좋다.

연산시간이 짧기때문에, 처리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암호키 생성부(838a)가 공통키는 아니며,
공개키 암호의 암호키와 복호키의 한 쌍을 생성한 경우 암호키를 제 2 컴퓨터(821a)로 암호 송신하여 제 2 암호 인
코더(842a)의 암호키로써 이용하고, 복합키를 제 2 암호 디코더(847)의 복호키로써 이용하면 처리 시간은 길어지
지만 공통키에 비해 보다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처리하는 CPU의 성능이 높을 경우에는 공개키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공개키를 새롭게 생성하는 경우에는, BCA에는 제 1 암호키의 공개키밖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BCA의 용량도 소비되지 않는다. 또한 암호키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도 용이해
진다.

이번에는 패스워드 발행 센터(821)의 제 2 컴퓨터(821a)에서 공통키(K838a)를 정의한 경우, 공통키를 제 3 암호키
(839)를 이용해 제 3 암호 인코더(840)에서 암호화하여 퍼스널 컴퓨터(836)로 송신한다. 퍼스널 컴퓨터(836)측에
서는 BCA로부터 재생한 비밀키인 제 3 복호키(837)를 이용하여, 제 3 암호 디코더(841)로 평문화함으로써 공통키
(K838b)를 얻는다. 이 경우, 비밀키인 제 3 복호키(817a)는 이 사용자밖에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센터로부터 사용
자에게로의 통신 내용이 제 3 자에게 누설되는 것은 방지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의 포맷을 도 7b에 도시
한다. 제 3 복호키(839b)는 타원 함수를 이용하면 20바이트면 되기 때문에 BCA에 수용할 수 있다.

다음에 도 9를 이용하여, 암호화 디스크에 BCA를 이용해 원반 작성 비용을 삭감하는 실시예를 설명한다.

n개, 예를 들어, 1000개의 평문 컨텐츠(850)가 있으면, 각각 1∼m번째의 암호키(851)를 이용하여 암호 인코더
(852)에서 암호화한다. 이 암호화된 제 1 ∼m번째의 컨텐츠(853)와 1∼m번의 컨텐츠의 복호 프로그램(854a)과 제
2 암호를 복호하는 프로그램인 제 2 암호 디코더(861a)는, 원반에 요철의 피트로 기록된 다음, 1장의 기판으로 성형
되어 반사막을 형성한 뒤, 2장의 기판이 접합되어서 광 디스크(801)가 완성된다. 이 때, 디스크 1장째에 다른 디스
크 고유의 식별 정보, 바꿔 말해 ID(855)와 n번째, 예를 들어 1번째의 컨텐츠를 여는 패스워드나 복호키 등의 복호
정보(854)를 제 2 암호 인코더(860)에서 암호화한 제 2 암호를 미리 BCA에 기록한다. 그러면, 재생 장치에서는
BCA 재생부(820)에서 제 2 암호가 재생된다. BCA 이외의 통상의 기록 데이터가 재생되는 데이터 재생부(862)에
서는 제 2 암호 디코더(861)가 재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제 2 암호를 복호하고, ID(855a)와 제 n번째의 패
스워드(854a)가 재생된다. 암호 디코더(855b)에서는, 데이터 재생부(862)에서 재생한 n번째의 컨텐츠의 복호 프로
그램(854a)을 이용하고, ID(855a)와 패스워드(854a)를 이용하여 제 1 암호를 복호하고, n번째의 컨텐츠의 평문
(855c) 과 식별 정보(855a)를 얻는다. 퍼스널 컴퓨터의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863)에 컨텐츠와 ID는 기록된다. 이
ID(855a)는, 프로그램 기동 시에 네트워크 상에 같은 ID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네트워크 프로텍션(network
protection)을 동작시키므로, 소프트웨어의 부정 인스톨(install)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부차적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원반 1장에 암호화한 1000개의 컨텐츠를 입력하고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대응하는 패스워드 등의 복호 정보
를 기록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특정한 1개의 컨텐츠의 광 ROM 디스크을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1장의 원반
으로 1000종류의 소프트웨어의 원반을 컷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원반 작성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도 10에서는, RAM 디스크에 컨텐츠를 기록할 때 BCA를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우선, RAM 디스크
(856)로부터 BCA 재생부(820)에 의해 BCA의 데이터를 재생하고, ID(857)를 출력하여 인터페이스(858a, 858b)와
네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부(859)로 보낸다. 암호화부(859)에서는 컨텐츠(860)를 ID(857)을 포함하는 키로 암호 인
코더(861)에서 암호화 또는 영상 음성 신호의 스크램블을 실행한다. 암호화된 컨텐츠는 기록 재생 장치로 보내지고
기록 회로(862)에 의해 RAM 디스크(856)에 기록된다.

다음에, 이 신호를 재생할 때는 데이터 재생부(865)에 의해 주데이터를 복조 하고, 암호화된 신호를 재생하여 암호
디코더(863)에서 복호가 이루어진다. 이 때, RAM 디스크(856)의 BCA 영역으로부터 BCA 재생부(820)에 의해
ID(857)를 포함하는 정보가 재생되고, 암호 디코더(863)에 키의 일부로서 보내진다. 이 때, 정규로 복사된 경우에는
RAM 디스크에 기록된 암호의 키는 정규 디스크 ID이고, RAM 디스크의 ID도 정규 디스크 ID 이기 때문에 암호의
복호 또는 디스크램블이 실행되어 제 n번째의 컨텐츠의 평문(864)이 출력된다. 영상 정보의 경우에는 MPEG 신호
가 신장되어, 영상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암호화는 디스크 ID를 키로 하고 있다. 디스크 ID는 세상에서 1장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장의
RAM 디스크에밖에 복사할 수 없다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등록특허 10-0471955

- 6 -



여기서, 만일 이 정규의 RAM 디스크로부터, 별도의 RAM 디스크에 복사한 경우, 최초의 정규 디스크 ID인 ID1과,
별도의 부정 RAM 디스크의 디스크 ID인 ID2와는 다르다. 부정 RAM 디스크의 BCA를 재생하면 ID2가 재생된다.
그러나, 컨텐츠는 ID1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 디코더(863)에 있어서 ID2로 열림 해제하려고 해도 키가 다
르기 때문에 암호는 복호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부정 복사한 RAM 디스크의 신호가 출력되지 않고, 저작권이 보호
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디스크 ID 방식이기 때문에 정규로 1회만 복사된 정규 RAM 디스크는 어느 드
라이브로 재생하더라도 암호가 해제 잠금 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단, 암호화부(859)는 센터 대신에 암호　인코더
를 탑재한 IC　카드라도 좋다.

도 11의 블록도와 도 12의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복사 방지 방법을 설명한다. 스텝(877a)에서 인스톨 프로그램을
동작시킨다. 스텝(877b)에서 접합한 광 디스크(801)로부터 BCA 재생부(820)에 의해 부정보의 ID가 출력된다. 스
텝(877d)에서 데이터 재생부(865)에 의해 주정보로부터 컨텐츠와 네트워크 체크 소프트웨어(870)가 재생된다. 컨
텐츠와 ID(857)는 HDD(872)에 기록된다. 스텝(877c)에서 부정하게 고쳐지지 않도록 ID(857)는 특정한 비밀 암호
연산을 하여, HDD(857)에 소프트웨어 ID로서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퍼스널 컴퓨터(876)의 HDD(872)에는 컨텐
츠와 함께 소프트웨어 ID(873)가 기록된다. 여기서 도 12의 스텝(877f)의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프로그램을 기동할 때는, 스텝(877g)에서 HDD(872)의 소프트웨어 ID(873)를 재생하고, 인터페이스(875)를 통해
네트워크(876) 상의 별도의 퍼스널 컴퓨터(876a)의 HDD(872a)중의 소프트웨어 ID(873a)를 체크한다. 스텝
(877h)에서 다른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ID(873a)와 자기의 소프트웨어 ID(873)가 동일 번호인지 여부를 체
크하여, 동일 번호인 경우에는 스텝(877j)으로 진행하고, 퍼스널 컴퓨터(876)의 프로그램의 기동을 중지하든가 화
면 상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

다른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ID(873a)가 동일 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네트워크 상에는 컨텐츠를 여러
대에 인스톨한 흔적은 없기 때문에 부정 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스텝(877k)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기동
을 허가한다. 이 때, 다른 퍼스널 컴퓨터에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 ID(873)를 송신해도 좋다. 이 퍼스널 컴퓨터
에서는 각 퍼스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ID의 중복을 체크하면 부정 인스톨을 검출할 수 있다. 부정이 있으면, 해당
하는 퍼스널 컴퓨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BCA에 ID를 기록하고 네트워크 체크 프로그램을 피트 기록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동일 네트워크 상의
동일 ID의 소프트웨어의 복수 인스톨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한 부정 복사 프로텍트(protect)가 실현된
다.

도 13과 같이 백색의 재료로 된 기입 가능한 기입층(850)을 도포하여 설치함으로써 문자를 인쇄하거나 펜으로 패스
워드 등을 써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입층(850)이 두텁게 되기 때문에 광 디스크 기판의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
도 얻을 수 있다. 이 기입층(850) 상의 BCA영역(801a)에 트리밍으로 기록된 BCA 데이터(849)의 일부인 디스크
ID(815)를 평문화하여 영수자(英數字)로 변환한 문자(851)와 일반 바코드(852)를 인쇄함으로써, 판매점이나 사용
자가 BCA를 재생 장치에서 판독할 수 없고, POS의 바코드 판독기나 시인(視認)으로 ID의 확인이나 대조가 가능하
다. 시인할 수 있는 ID는 사용자가 퍼스널 컴퓨터를 경유하여 ID를 센터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전화로 ID를 센터에 구두로 전하는 경우에는, BCA의 ID와 같은 ID가 디스크 상에 시인할 수 있는 형식으
로 인쇄됨으로써, 사용자가 ID를 눈으로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에 디스크를 삽입하지 않고도 ID를 센
터에 전할 수 있다. 도 13의 플로차트에서 광 디스크의 제조 스텝을 설명한다. 스텝(853d)에서, 원반에서 디스크를
성형하고 피트가 기록된 기판을 작성한다. 스텝(853e)에서 알루미늄 반사막을 작성한다. 스텝(853f)에서 2장의 디
스크 기판을 접착제로 접합시켜서 DVD 디스크 등을 완성시킨다. 스텝(853g)에서 스크린 인쇄의 라벨 인쇄를 디스
크의 한 면에 한다. 이 때, 바코드로 원반에 고유의 식별 정보를 기록한다. 스텝(853h)에서 POS용 바코드의 포맷으
로 디스크 1장마다 다른 ID 등의 식별 정보를 잉크젯 바코드 인쇄기나 열전사형 바코드 인쇄기로 인쇄한다. 스텝
(853i)에서 이 바코드를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스텝(853j)에서 식별 정보에 대응한 BCA 데이터를 디스크의 제
2 기록 영역에 기록한다. 이 제조 방법이라면, BCA를 제외한 POS 바코드를 포함한 전공정을 끝낸 다음 디스크 식
별 정보를 확인한 후에, BCA 데이터를 기록한다. BCA는 디스크를 재생하지 않으면 판독할 수 없지만, POS 바코드
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판되는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할 수 있다. 공장에서의 모든 공정에서, 디스크 ID를 식별할
수 있다. BCA 트리밍 전에 POS 바코드로 디스크 ID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BCA와 POS 바코드의 오기록(誤記錄)을
거의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다.

이 BCA 방식으로 2차, 3차 기록도 할 수 있는 BCA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
프트웨어 메이커에서는 공정(2)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해적판 방지 마크와 조회 암호를 2차 기록도 할 수 있다.
공정(2)에서는 디스크 1장마다 다른 ID번호나 사용자와의 비밀 통신용의 암호키를 기록한 디스크(944b)를 작성해
도 좋다. 이 디스크(944c, 944d)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재생할 수 있다. 다른 응용으로서 공정(3)에서는,
암호화나 스크램블한 MPEG 영상 신호 등의 정보를 디스크(944e)에 기록한다. MPEG 스크램블의 자세한 동작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공정(4)에 있어서, ID 번호와 스크램블 해제 정보를 복호하기위한
서브 공개키를 BCA에서 2차 기록한 디스크(844f)를 작성한다. 이 디스크는 단독으로는 재생은 할 수 없다. 공정(5)
에서는, 판매점에서 디스크의 대금을 수납한 후 서브 공개키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서브 비밀키로 패스워드를 작성
하여 디스크에 3차 기록한다. 또는 패스워드가 인쇄된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 후, 디스크(844g)는 패스
워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대금이 지불되어 있지 않은 디스
크를 훔치더라도 영상의 스크램블이 해제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 무의미
하게 되어 도난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렌탈 비디오 등의 상점에서는 영구적으로 패스워드를 BCA기록하면 도난된 경우, 사용되어 버린다. 이 경우에는 공
정(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점에서 BCA를 POS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하여 스크램블 해제를 위한 패스워드를 스텝
(951g)에서 발행하고, 스텝(951i)에서 영수증에 인쇄하여, 스텝(951j)에서 고객에게 건네준다. 고객 쪽에서는, 자택
에서 스텝(951k)에서 영수증의 패스워드를 실행자에게 텐키로 입력한다. 스텝(951p)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만 재생
된다. 디스크 일부의 소프트웨어의 패스워드만을 부여해서 렌탈한 경우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보고자 할 때는, 전화
로 그 소프트웨어의 패스워드를 스텝(951u)으로 통지하여 스텝(951k)에서 입력함으로써, 디스크의 다른 소프트웨
어를 재생할 수 있다. 렌탈 비디오 상점의 예를 도시하였지만,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점에서, 암호화한 퍼스
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팔았을 때에는, POS 단말에서 패스워드를 인쇄하여 주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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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의 공정(5)(6)의 세일 판매점, 렌탈점에서의 동작을 도 14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세일 판매점
에서는 소프트웨어 메이커로부터 암호나 스크램블이 걸린 디스크(944f)를 받아, 사용자로부터의 입금을 확인하면
바코드 기록장치(945)로부터 디스크(944f)의 ID번호, 서브 공개키의 데이터를 POS 단말(946)을 거쳐 패스워드 발
행 센터(952)로 송신한다. 소규모 시스템의 경우, 패스워드 발행 센터, 다시 말해 서브 공개키의 서브 비밀키를 포함
하는 시스템은 POS 단말 속에 있어도 좋다. 패스워드 발행 센터는 스텝(951q)에서 디스크 ID 번호와 시간 정보를
입력하고, 스텝(951s)에서 연산을 하여 스텝(951t)에서 서브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스텝(951g)에서 패스
워드를 발행하여 네트워크(948)와 POS 단말(846)을 통해 BCA 바코드 기록 장치(945)에 패스워드를 보내고, 기록
된 디스크(944g)가 고객에게 건네진다. 이 디스크(944g)는 그대로 재생할 수 있다.

다음에, 렌탈 상점이나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점의 경우, 우선 암호나 스크램블이 해제되어 있지 않은 ROM
디스크(944f)를 상점 앞에 진열한다. 고객이 특정한 ROM 디스크(944f)를 지정한 경우, 소용돌이형으로 스캔하는
회전형의 광학헤드(953)를 내장한 원형 바코드 판독기(950)를 들고 투명 케이스에 들어있는 디스크(900)의 중심에
대는 것에 의해, 디스크(944f)의 무반사부(915)에 의한 반사층의 바코드를 판독하여, 디스크 ID 번호를 판독한다.
디스크 ID의 상품 바코드를 도 13의 (852)와 같이 인쇄함으로써 통상의 POS 단말의 바코드 판독기로 판독할 수 있
다. 원반에 미리 기록되어 프레스된 원형 바코드로부터 판독해도 좋다. 이들 디스크 ID를 포함한 정보는 POS 단말
(946)에 의해 처리되고, 요금이 신용 카드로부터 결제됨과 동시에, 상술한 바와 같이 ID 번호에 대응한 패스워드가
스텝(951g)에서 패스워드 발행 센터로부터 발행된다. 렌탈 용도인 경우, 시청 가능한 일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스텝
(951r)에서 이용한 바와 같이 날짜 정보를 덧붙여, 디스크 ID 번호를 암호화하여 패스워드를 작성한다. 이 패스워드
의 경우, 특정한 날짜밖에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일간의 대출 기간을 패스워드 속에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발행된 디스크램블을 위한 패스워드는 스텝(951i)에서, 대출일, 반환일, 렌탈의 타이틀 요금과 함께
영수증(949)에 인쇄되어 고객에게 디스크와 함께 건네진다. 고객은 디스크(944j)와 영수증(949)를 갖고 가서, 스텝
(951k)에서 패스워드를 도 6의 제 1 컴퓨터(909)의 텐키 입력부(954)에 입력함으로써 패스워드(835)는 ID 번호
(835a)와 연산되어 암호 디코더(837)에 입력되고, 복호키를 이용하여 평문화된다. 옳은 패스워드인 경우에만 암호
디코더(837)에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디스크램블하여, 영상 출력을 출력시킨다.

이 때, 패스워드에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계부(836b)의 날짜 데이터와 조회하여, 일치한 날짜의 기간,
디스크램블을 한다. 또한, 이 입력한 패스워드는 대응하는 ID 번호와 함께 메모리(755)의 비휘발 메모리(755a)에
저장되어, 사용자는 한 번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두 번 다시 입력하지 않고 디스크램블된다. 이렇게 해서 유통에 있
어서 전자적으로 디스크 키의 개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6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가 암호 데이터로서 기록된 디스크의 소프트웨어의 복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스텝(865)은 암호 데이터와 개별 ID의 사용자로의 배포의 전체 흐름을 도시한다. 우선, 스텝(865a)에서는, 1장의
원반의 ROM 영역에 비밀의 제 1 암호키로 암호화된 m개의 데이터와 암호화된 m개의 데이터를 복호하는 프로그램
을 기록한다. 스텝(865b)에서는, 원반으로부터 기판을 성형하여 반사막을 부가한 2장의 기판을 접합하여 완성
ROM 디스크를 여러장 작성한다. 스텝(865c)에서는, 완성 디스크의 재기록이 불가능한 부(副)기록 영역(BCA라고
부른다)에, 암호화 데이터의 복호에 필요한 복호 정보(프레스한 디스크마다 다른 디스크 식별 정보 및/또는 암호 데
이터의 복호키)를 ROM 영역과 다른 변조 방법으로 기록한다. 스텝(865d)에서는, 사용자는 배포된 디스크를 재생하
여, 희망하는 암호화 데이터 n을 선택하여 복호 처리를 시작한다. 스텝(865e)에서, 사용자의 제 1 컴퓨터에서 ROM
영역으로부터 암호화 데이터와 복호 프로그램을 재생하고, 부기록 영역(BCA)부터 복호 정보를 판독한다. 스텝
(865f)에서, 온라인으로 제 2 복호 정보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도 17의 스텝(871a)에서 ID 등의 복호의 보조 정보를
화면 상에 표시한다. 스텝(871b)에서, 사용자는 ID에 대응하는 패스워드 등의 제 2 복호를 입수하여 제 1 컴퓨터에
입력한다. 스텝(871c)에서, 디스크 식별 정보와 제 2 복호 정보와 암호화 데이터 n을 이용하여 공개키계 암호 함수
의 특정 연산을 한다. 스텝(871d)에서 결과가 옳으면, 스텝(871f)에서 n번째의 데이터가 평문화(平文化)되고, 사용
자는 데이터 n의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킬 수 있다.

다음에, 도 18의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BCA를 이용한 인터넷 등에서 필수적인 암호 통신 방법을 설명한다. 스텝
(868)는, 사용자에게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 암호키를 배포하는 방법의 루틴이다. 우선, 스텝(868a)에서, 1장의 원반
의 ROM 영역에 적어도 통신 프로그램이나 접속 정보를 기록한다. 스텝(868b)에서, 원반으로부터 기판을 성형하여,
2장의 기판을 접합시켜 완성 ROM 디스크를 여러 장 작성한다. 스텝(868c)에서, 완성 디스크의 재기입이 불가능한
부기록 영역(BCA)에 프레스한 디스크마다 다른 디스크 식별 정보와 암호 통신용 암호키를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
제 2 컴퓨터의 접속 어드레스, 및/또는 암호 통신용 복호키를 ROM 영역과 다른 변조 방법으로 기록한다. 스텝
(868d)에서, 사용자의 제 1 컴퓨터에서 ROM 영역으로부터 통신 프로그램과 암호화 프로그램을 재생하고, 부기록
영역으로부터 디스크 식별 정보와 통신용 암호키를 판독한다. 도 19로 진행하여 스텝(867a)에서, BCA영역에 접속
어드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텝(867b)에서, BCA 영역의 URL 등의 접속 어드레스에 근거하여 제 2 컴퓨터에 접속
하고, 접속 어드레스가 없는 경우에는 스텝(867c)의 ROM 영역의 접속 어드레스의 컴퓨터에 접속한다. 스텝(867d)
에서 송신 데이터가 입력되고, 스텝(867e)에서 BCA 영역에 암호 통신용 암호키가 있는 경우에는 스텝(867g)에서
BCA 영역의 암호 통신용 암호키를 이용하고, 송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 3 암호를 작성한다. 또한, 없는 경우에
는 스텝(867f)에서 ROM 영역 또는 HDD의 암호 통신용의 암호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제 3 암호를 작
성한다.

다음에, 도 20에서는 제 2 컴퓨터(910)로부터 수신한 암호의 복호키의 생성루틴을 스텝(869)에서 설명한다. 우선,
제 1 컴퓨터에서는 스텝(869a)에서, 통신 복호키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텝(869b)로 진행하여, BCA에 통신용 복호
키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복호화키가 없는 경우에는 스텝(869c)에서 ROM 영역으로부터 재생한 암호키/복호
키의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키 입력 또는 난수 발생기의 데이터와 ROM 영역에서 재생한 제 2 암호기
에 의해 한 쌍의 제 2 통신 암호키/제 2 통신 복호키를 새롭게 생성한다. 스텝(869d)에서, "제 2 통신 암호키 및/또
는 사용자 데이터"를 BCA에 기록된 통신 암호키와 ROM 영역에서 재생하여 얻은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암
호화한 제 4 암호를 작성한다. 스텝(869e)에서, 제 4 암호와, 디스크 식별 정보 및/또는 사용자 어드레스를, 디스크
로부터 재생하여 얻은 접속 어드레스의 제 2 컴퓨터로 송신한다. 제 2 컴퓨터의 처리로서는, 스텝(869f)에서 제 4
암호와 디스크 식별 정보, 사용자 어드레스를 수신한다. 스텝(869g)에서는, 복호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스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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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정보와 쌍으로 된 통신 복호키를 선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 4 암호를 복호하여 제 2 통신 암호키의 평문을 얻는
다. 스텝(869h)에서, 제 2 통신 암호키를 이용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일부를 포함한 서버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제 5
암호를 제 1 컴퓨터에 인터넷(908)으로 송신한다. 스텝(869i)에서, 제 5 암호(와 디스크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상
술한 제 2 통신 복호키와 ROM 영역에 기록된 복호 함수를 이용하여 복호하고, 상술한 서버 데이터의 평문을 얻는
다. 이렇게 해서, 도 20의 스텝(869) 방식으로, 제 1, 제 2 컴퓨터 사이에서 쌍방향의 암호 통신이 실현된다.

도 21의 스텝(870)에서는 과금 정보의 수신 루틴에 대하여 설명한다. 스텝(870a)에서, 과금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에는, 과금 통신용의 공개키 암호의 제 3 암호키를 제 2 컴퓨터로 요구한다. 스텝(870b)에서는, 제 2 컴퓨터가, 제 3
컴퓨터로 제 3 암호키를 요구한다. 주고받는 스텝은 생략하지만, 제 3 컴퓨터(911)는 ID와 제 3 암호키를 제 2 컴퓨
터(910)로 송신한다. 스텝(870c)에서, 제 2 컴퓨터는 ID와 제 3 암호키를 수신하고, 스텝(870e)에서 제 3 암호키를
제 2 통신 암호키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제 7 암호를 제 1 컴퓨터로 송신한다. 제 1 컴퓨터에서는 스텝(870f)에서
제 7 암호를 수신하고, 스텝(870g)에서 상기한 제 2 통신 복호키를 이용하여 수신한 제 7 암호를 복호하고, 제 3 암
호키(공개키 함수의 공개키)를 얻는다. 스텝(870h)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 3 암호키를 HDD에 기록한다. 이것은 다
음 송신 시에 이용한다. 스텝(870i)에서, 신용 카드 번호나 결제용 패스워드 등의 기밀치가 높은 과금 정보를 입력하
는 경우에는, 스텝(870j)에서 제 3 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과금 정보를 암호화한 제 8 암호를 제 2 컴퓨터를 통해
제 3 컴퓨터로 보낸다. 제 2 컴퓨터는, 스텝(870k)에서 제 8 암호를 수신하여, 제 3 컴퓨터로 재전송한다. 제 3 암호
의 복호키는 금융 기관인 제 3 컴퓨터(912)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2 컴퓨터인 전자 상점에서는 해독할
수 없다. 제 3 컴퓨터에서는 스텝(870m)에서, 암호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스크 등의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제 3
암호키에 대응한 제 3 복호키를 찾아내고, 공개키 암호의 비밀키인 제 3 복호키로 제 8 암호를 복호하여 과금 정보
의 평문을 얻는다. 스텝(870n)에서는, 사용자의 신용 정보나 예금 잔액 등의 금융 정보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체크하고, 스텝(870p)에서는 조사 결과를 제 2 컴퓨터로 통지한다. 제 2 컴퓨터, 소위 전자 상점은 스텝
(870q)에서 대금이 회수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스텝(870r)에서 상품의 발송이나 암호
소프트웨어를 복호하는 키의 송부를 하지않는다.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 16과 같은 키 제공
시스템의 경우 스텝(870s)으로 진행되어 암호 소프트웨어의 복호키 다시 말해 상품을 인터넷(908)으로 사용자의
제 2 컴퓨터에 송신한다. 제 1 컴퓨터에서는, 스텝(870t)에서 암호 소프트웨어의 복호키를 수신하여 스텝(870u)에
서 n번째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암호를 해제하고, 스텝(870w)에서 소프트웨어의 평문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컨
텐츠의 키 제공 시스템이 실현된다.

이 도 21의 스텝(870)방식은 과금 정보라는 높은 안전이 요구되는 제 3 암호키의 공개키를 제 3 컴퓨터 다시 말해
금융 기관에, 필요에 따라 요구하여 발행시킨다. BCA에 미리 기록해 놓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제 3 암호키에 RSA
2048의 256바이트의 더욱 강력한 RSA계의 암호키를 BCA의 용량을 소비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디스크의 BCA에 미리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3 암호키의 발행 총수가 적어지고, 제 3 암호키의
연산에 필요한 컴퓨터의 CPU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제 3 암호가 BCA에 없어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약
간 향상된다. 이 경우의 BCA의 역할은, 도 19, 20과 같이, RSA l024 등급(grade)의 암호키에 의한 비밀 통신 디스
크의 식별 정보의 기록이다. BCA 디스크 1장이 있으면, 제 2 컴퓨터와의 암호 통신이 실현되기 때문에 효과는 높
다.

다음에, 도 22를 이용하여 BCA에 통신 암호키와 통신 복호키의 쌍방을 기록하였을 때의 암호 통신의 스텝(872)를
설명한다. 스텝(872g)에서, 제 1 컴퓨터(909)에서는 BCA에서 재생하여 얻은 통신 암호키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
화한 제 9 암호와, 원반 작성 시에 ROM 영역에 기록된 기본 식별 정보와, BCA 영역에 기록된 디스크 식별 정보를
제 2 컴퓨터(910)로 송신한다. 제 2 컴퓨터에서는, 스텝(872b)에서, 제 9 암호와 디스크 식별 정보와 기본 식별 정
보를 수신한다. 스텝(872c)에서, 복호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스크 식별 정보와 쌍으로 된 통신 복호키를 검색하
고, 제 9암호를 복호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평문을 얻는다. 스텝(872e)에서, 디스크 식별 정보에 대응한 제 2 암호키
를 암호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별하고, 이 제 2 암호로 서버 데이터와 도 21에서 설명한 순서로 제 3 컴퓨터로부
터 수신한 제 3 암호키를 암호화한 제 10 암호를 제 1 컴퓨터로 송신한다. 제 1 컴퓨터에서는 스텝(872f)에서 제 10
암호를 수신하고, 스텝(872g)에서 BCA에 기록된 상기한 통신용 제 2 복호키를 이용하여, 수신한 제 7 암호를 복호
하고, 서버 데이터와 제 3 암호키(공개키 함수의 공개키)의 평문을 얻는다. 스텝(872h)에서 필요에 따라 제 3 암호
키를 HDD에 기록한다. 스텝(872i)에서 과금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스텝(872j)으로 진행하여 제 3 암호키를 이
용하여 상기 과금 정보를 암호화한 제 11 암호는 제 2 컴퓨터를 경유하여 제 3 컴퓨터로 보낸다. 제 2 컴퓨터에서는,
스텝(872m)에서, 제 11 암호를 제 3 컴퓨터로 재송신한다. 제 3 컴퓨터에서는, 스텝(872m)에서, 제 3 암호키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디스크 등의 식별 정보와 쌍을 이룬 제 3 암호키를 찾아내서 제 11 암호를 복호하여 과금 정보의 평
문을 얻는다. 스텝(872n)에서는 사용자로의 과금 회수의 가능성을 체크하고, 스텝(872p)에서 조사 결과를 제 2 컴
퓨터로 송신한다. 제 2 컴퓨터에서는 스텝(872q)에서 사용자가 과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한다. 대금 회
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도 16와 같은 키 제공 시스템의 경우, 스텝(872s)으로 진행하여 암호 소프트웨어
의 복호키, 다시 말해 상품을 인터넷으로 사용자의 제 2 컴퓨터에 송신한다. 제 1 컴퓨터에서는 스텝(872t)에서 암
호 소프트웨어의 복호키를 수신하고, 스텝(872u)에서 n번째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암호를 해제하여 스텝(872w)
에서 소프트웨어의 평문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의 키 제공 시스템이 실현된다.

도 22의 스텝(872) 방식의 효과의 특징은, 암호키와 복호키의 쌍방이 BCA 영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 2 컴퓨
터로부터의 수신에 필요한 복호키나 암호키의 송신이 필요없다는 점이다. BCA의 용량은 최대 188바이트이기 때문
에, 공개키 등의 암호 함수라면 RSA 512에서는 64바이트 2개, 128바이트면 되기 때문에 기록이 가능하다. RSA
512로 등급(grade) 쌍방향의 암호화가 가능해진다. 타원 함수라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7∼8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욱 높다.

도 23을 이용하여, BCA에 제 1 암호키와 제 3 암호키를 미리 기록한 경우의 동작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 도
22의 스텝(872a∼872w)와 도 23의 스텝(873a∼873w)은, 거의 같은 구성이므로 다른 스텝만을 설명한다.

우선, 과금 정보 등의 금융 정보의 안전을 지키는 제 3 암호키가 BCA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873e)에 있어
서 제 2, 제 3 컴퓨터는 제 3 암호키의 생성과 송신은 불필요해진다. 스텝(873e, 873f, 873g)에서 제 12암호의 송수
신이 실행된다. 또한, 스텝(873j)에서는 BCA영역에서 제 3 암호키를 판독하고, 사용자의 과금 정보를 제 2 컴퓨터
를 경유하여 제 3 컴퓨터로 보낸다. 도 23의 방법은, 제 3 암호키의 생성, 송수신이 전혀 불필요하여지기 때문에, 순
서가 간단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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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자 결제 시스템의 경우, 과금 센터는 신용 회사처럼 통상 여러 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당연히 공개키인 제
3 암호키는 여러 개가 필요해진다. 도 7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SA 암호 함수를 사용하면 RSA l024 등급 이상 다
시 말해 128 바이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BCA의 188바이트에는 1개밖에 제 3 암호키(817b)는 입력되지 않는
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타원 함수계 암호키(타원 암호)는 소용량으로 RSA와 동등한 안전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는 RSA함수의 RSA l024가 금융 정보 안전의 최저 기준으로 되어있다. RSA함수라면 128바이트가 필요하지만, 동
등한 안전을 얻는 데에 타원 암호라면 20∼22바이트 정도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도 7c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금융
정보를 취급하는 제 3 암호를 여러 개, 최대 7∼8개 BCA에 수용할 수 있다. 타원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여러 금융 센터에 대응한, BCA 응용의 전자 결제 시스템이 실현된다. 제 3 암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
지만, 제 1 암호키의 공개키에 이용해도, 여러 전자 상점 간의 높은 안전이 유지되기 때문에 타원 암호의 효과는 같
다.

다음에 도 24를 이용하여, 도 10에서 설명한 BCA를 이용한 RAM 디스크 기록 재생 장치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설
명한다. 1개의 실시예로서 소위 페이 퍼 뷰(Pay per View) 시스템에 있어서의 RAM 디스크로의 기록 순서를 기술
한다. 우선, CATV 회사 등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프로그램 송신기(883)에 있어서,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컨텐츠
(880)를 제 1 암호키(882)를 이용하여 제 1 암호기에서 암호화하고, 제 1 암호(900)를 생성하여, 각 사용자의
CATV 디코더와 같이 디코더(886)로 송신한다. 디코더(886) 측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키 발행 센터(884)로 특정
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면, 키 발행 센터(884)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로 또한 특정한 디코더의 시스템 ID번호 또한 특
정의 시간 제한 정보(903)에 대한 스크램블 해제 키와 같이 제 1 복호 정보로 또한 RAM 디스크로의 기록 허가 카드
(901)가 포함되어 있는 제 1 복호 정보(885a)를 제 1 디코더(886)의 제 1 복호부(887)로 송신한다. 제 1 복호부
(887)는 시스템 ID(888)와 제 1 복호 정보(885a)에서 제 1 암호(900)를 복호하고, 영상신호의 경우에는 일단 디스
크램블된 신호가 또 다른 암호로 복사 방지용의 스크램블된 신호가 제 3 암호 출력부(889)로부터 출력되어, 일반
TV(899)에서는 본래의 TV 신호가 복사 보호(copy guard)되어 있지만 시청할 수 있다. 여기서, 기록 허가 코드
(901a)가 NO인 경우에는, RAM 디스크(894)에 기록할 수 없다. 그러나, OK인 경우에는 RAM 디스크(894) 1장에
한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설명한다.

디코더(886)에서는, IC 카드(902)가 삽입되고, RAM 레코더의 RAM 디스크(894)의 BCA를 BCA재생부(895)가 판
독하여 디스크 ID(905)가 IC 카드(902)로 보낸다. IC 카드(902)는 디스크 IC(905)와 디코더(886)로부터 얻은 현재
의 시간 정보(904)와 기록 허가 코드(901a)를 체크하고, 제 3 암호 출력부(889)와 쌍방향에서 셰이크핸드(shake
hand) 방식의 복사 체크(907)를 실행하고, 기록 허가 코드와 복사 체크가 OK이면 IC 카드(902) 중의 제 2 부(副)암
호기(891)는 제 2 암호키(906)를 발행한다. 제 2 암호기(890)에서 제 3 암호는 재암호화되어서 특정한 1장의 디스
크의 디스크 ID에서 컨텐츠(880)가 암호화된 제 2 암호가 생성되고, RAM 레코더(892)에 보내져서 기록 수단(893)
에 있어서 8-15나 8-16 변조를 이용하여 제 1 변조부에 의해 변조되고, 레이저에 의해 RAM 디스크(894)의 제 1
기록 영역(894a)에 제 2 암호(912)가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RAM 디스크(894)의 데이터는 특정한 디스크 ID의 번
호로 암호화되어 있다.

다음에 이 디스크를 통상의 재생 수단(896)으로 재생 신호를 8-16 변조의 제 1 복조부(896a)에서 복조하면 컨텐츠
의 제 2 암호가 출력된다. 제 2 복호기(897)는 복수의 제 2 복호키(898a, 898b, 898c)를 갖는다. 이것은 각 CATV
국 등의 프로그램공급 회사마다 다른 각각의 IC 카드의 암호키에 대응한 복호키를 갖게 된다. 이 경우, 디코더(886)
또는 IC 카드(902)의 복호키 식별 정보는 기록 시에 제 1 기록 영역(894a)에 기록되어 있다. 재생 장치에서는 제 1
기록 영역(894a)으로부터 복호키 식별 정보(913)를 판독하고, 복호키 선별 수단(914)에 의해 복호키(898a∼898z)
중의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암호키에 대응한다, 제 2 복호키(898a)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디스크 ID(905a)를 한
개의 키로 하여 제 2 암호는 제 2 복호기(897)에서 복호된다. 특정한 복호키가 들어 간 IC 카드를 이용해도 좋다. 영
상의 경우 TV(899a)에서 디스크램블된 정상적인 영상이 얻어진다.

도 24의 시스템에서는, 각 사용자의 자택의 디코더에 삽입한 IC 카드에 디스크 ID(905)를 보내어 화상 데이터 등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883)는 각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컨텐츠의 암호를 개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
다. 따라서, 위성 방송이나 CATV와 같이 대량의 시청자에게 페이 퍼 뷰(pay per view)의 스크램블 영상을 방송할
경우에 각 사용자마다 RAM 디스크 1장에만 기록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도 24의 시스템에서 1장의 디스크에 기록함과 동시에, 2장째 즉 다른 디스크 ID의 RAM 디스크에 부정 복사 즉 기
록하고자 하면 BCA의 경우 2층 디스크를 이용하고 있어서 디스크 ID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2장째의 디스
크로의 부정 복사는 방지된다. 다음에, 별도의 시간대에 유사한 기록 허가 코드(901a)나 제 3 암호를 디코더나 IC카
드에 송신하고, 특정한 디스크 ID에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다. 별도의 디스크 ID의 RAM 디스크에 기록하는 것
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 행위에도, IC카드 중의 디코더 시간 정보 관리부(902)가 키 발행 센터(884)의 시간
제한 정보(903)나 컨텐츠의 시간 정보의 시간과 디코더 중의 시간 정보부(904a)의 현재의 시간을 비교하여 시간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OK이면 IC카드(902)는 제 2 암호 연산기(990)의 암호화를 허가한다.

이 경우, 제 2 암호기(890)와 제 1 복호부(887)가 쌍방향으로 체크 데이터를 교신하는 셰이크핸드 방식의 시간 체
크 방식이라도 좋다.

셰이크핸드 방식의 경우, IC 카드를 포함하는 제 2 암호 연산기(890)와, 제 1 복호부(887)와 제 3 암호부(889)는 쌍
방향으로 암호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 때문에 컨텐츠의 송신시간과 동일하지 않은 다른 시간대의 부정 복사는 방지
된다.

이렇게 해서 각 사용자가 갖는 디코더(886)에 있어서는 세상에 1장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디스크 ID의 RAM 디
스크(894) 1장에만 소프트웨어 회사의 컨텐츠가 기록된다. 그리고, 이 디스크는 어떤 RAM 디스크재생기라도 재생
할 수 있다. 도 24의 방식으로 RAM 디스크에 기록하는 경우에라도 소프트웨어 회사의 저작권이 지켜진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본문의 도면의 설명에서는, 암호 인코더에서 암호화를, 암호 디코더에서 복호화를 설명하였지만, 실제는 CPU 중
의 프로그램인 암호 알고리즘 및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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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이와 같이, 광 디스크의 BCA 영역에 ID나 암호의 암호키나 복호키를 미리 기록해 둠으로써, 암호화된 컨텐츠의 암
호 해제가 보다 간단한 순서로 실현된다. 또한 통신의 기밀성이 종래의 등록 수속 없이 실현된다. 네트워크 체크 프
로그램을 컨텐츠에 수납해 놓음으로써, 동일 네트워크 상의 동일 ID의 소프트웨어의 복수 인스톨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 향상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a locked content)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반경을 따라 각기 연장되는 스트라이프 패턴 형태로 상기 매체상에 기록된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를 판
독하는 판독 수단(reading means)과,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서버와 소정 정보를 통신하는 통신 수단(communicating means)과,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수단(unlocking menas)을 구비하되,

상기 잠금 해제 수단은, 서버를 통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a locked content)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매체에 대해 고유한 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reading means)과,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서버와 소정 정보를 통신하는 통신 수단(communicating means)과,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수단(unlocking menas)을 구비하되,

상기 잠금 해제 수단은, 서버를 통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며,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매체의 프리피트(pre-pit)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 재생 장치.

청구항 4.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a locked content)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에 있어서,

상기 매체에 대해 고유한 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수단(reading means)과,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서버와 소정 정보를 통신하는 통신 수단(communicating means)과,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수단(unlocking menas)을 구비하되,

상기 잠금 해제 수단은, 서버를 통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며,

상기 소정 정보는 상기 서버의 접속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컨텐츠 재생 장치.

청구항 5.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매체의 반경을 따라 각기 연장되는 스트라이프 패턴 형태로 상기 매체상에 기록된 매체 고유의 식별 정보를 판
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소정 정보를 서버와 통신하는 통신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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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를 거쳐서 상기 소정 정보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와,

상기 인증 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단계

를 구비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매체에 대한 고유의 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소정 정보를 서버와 통신하는 통신 단계와,

상기 서버를 거쳐서 상기 소정 정보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와,

상기 인증 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단계

를 구비하며,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매체의 프리피트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컨텐츠 재생 방법.

청구항 8.

매체 상에 저장된 잠긴 컨텐츠를 재생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매체에 대한 고유의 식별 정보를 판독하는 판독 단계와,

상기 식별 정보에 근거하여 소정 정보를 서버와 통신하는 통신 단계와,

상기 서버를 거쳐서 상기 소정 정보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와,

상기 인증 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 정보의 인증을 행한 후에 상기 잠긴 컨텐츠를 잠금 해제하는 잠금 해제 단계

를 구비하며,

상기 소정 정보는 상기 서버의 접속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컨텐츠 재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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