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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작권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록매체는,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
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
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구비한다.  이 디지털 기록매체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것에 기록된 테
이블식별정보가 손상된다.  따라서, 이 디지털 기록매체를 복제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재생장치는, 전술의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메
모리,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판독기, 및 판독기에 의해 디지털 기록매체로부터 읽
혀진 암호키에 근거하여,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VD-ROM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신호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2는 BCA코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VD-ROM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신호처리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기록/재생장치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 : 광디스크                     43 : 기록/판독기

45 : 메모리                       47 : 암호/복호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저작권보호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
하는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저작권보호방법 및 장치, 그리고, 그 디지털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A/V기기나 컴퓨터관련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컨텐트(contents)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필수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저작권보호기능을 지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규격 또는 법규 하에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발 또는 제안된 저작권보호기법은, 암호시스템(cryptosystem)의 원리를 이용한다.  정보나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는 암호시스템으로는 DES(Data  Encryption  Standard)로 대표되는 대칭형 암호시스템과, 
RSA(Rivest, Shamir  Adleman)로 대표되는 비대칭형 암호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암호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인증(authentication)시스템 및 내용스크램블시스템(content scramble system; 
CSS)이 있다.  인증시스템으로는 사용자인증,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또는 메시지인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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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어 온 저작권보호기법인 매크로비젼(macrovision)은  디지털-아날로그복제(digital-to-analog 
copy)를 방지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VCR에서와 같이 아날로그테이프로의 복제를 시도할 경우, 매크로
비젼은 동기신호가 계속 불규칙하게 변화되게 함으로써 녹화화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다른 저작권보호
기법인 내용스크램블시스템(CSS)은, 인증시스템과 암호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해서 디지털 대 디지털 복제
(digital-to-digital copy)를 방지한다.  이 CSS는 컴퓨터에 장착되는 DVD(digital versatile disk)롬드
라이브 및 DVD디코더카드를 저작권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DVD롬드라이브 및 DVD디코더카드가 상대
방을 인증한 후, DVD롬에 기록된 암호화된 A/V데이터를 디코더카드를 통해 복호한다.  즉, DVD롬드라이브
는 내장된 칩(chip)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VD디코더카드에 대한 인증작업을 행하며, DVD디코더카드는 
내장된 칩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증작업 및 데이터복호를 행한다.

한편,  DVD플레이어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별도의  칩이나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micro-controller program)을 구비하여,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암호화된 A/V데이터를 DVD로부터 읽어내어 
재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저작권보호기법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전문적인 복제기술자들의 불
법복제를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
매체를 위한 저작권보호방법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디지털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디지털 기록매체를 이용하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기록매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기록할려는 
정보를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제 1단계; 제 1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상기 디지털 기록
매체에 기록하는 제 2단계; 및 제 1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decryption)하기 위한 암호키를 복제
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기록매체는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
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
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포함한다.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
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구비한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재생장치는, 상기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메모
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판독기; 및 상기 판독기에 의해 상기 디지털 기록
매체로부터 읽혀진 암호키에 근거하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기
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디지털 기록/재생장치는,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
용하여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
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구비한 디지털 기록매체; 상기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메모
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판독기; 및 상기 판독기에 의해 상기 디지털 기록
매체로부터 읽혀진 암호키에 근거하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기
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경우,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기 위한 암
호키(cypher key)를 디지털 기록매체에서의 복제되지 않는 영역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이 디지털 기록
매체에 기록된 암호키가 재생가능한 경우에만, 재생장치는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 또는 정보 
등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대칭형 암호시스템, 비대칭형 암호시스
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암호화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 암호화된 데이터를 디지털 기록
매체의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하며, 데이터의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를 데이터기록영역 바깥에 위치하며 
복제가 되지 않는 복제불가영역에 기록한다.  여기서, 데이터기록영역은 리드인영역(lead-in area), 사용
자영역(user area) 및 리드아웃영역(lead-out area)으로 구성되며, 복제불가영역은 이러한 데이터기록영
역의 바깥에 위치한다.  특히, 디지털 기록매체가 광디스크인 경우, 이 복제불가영역은 리드인영역 바깥
이면서 광헤드가 복제불가영역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제 1실시예를 설명하기에 앞서, 도 1을 참조하여 DVD-ROM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
기록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VD-ROM에 기록할려는 경우, A/V데이터나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분할한 2048바이트의 메인
(main)데이터 단위로 신호처리된다.  단계 101에서, 각 메인데이터에는 4바이트의 식별데이터(ID) 및 이 
식별데이터(ID)를 위한 2바이트의 ID에러검출코드(IDE)가 부가되며, 그런 이후에 6바이트의 저작권관리정
보(CPR_MAI)가 부가된다(단계 102).  ID, IDE, CPR_MAI 및 메인데이터 모두를 위한 에러검출코드(EDC)가 
추가로 부가되며(단계 103), EDC가 부가된 이후에 메인데이터만 스크램블(scramble)된다(단계 104).  단
계 101부터 104를 수행하면, 하나의 데이터섹터(data sector)가 생성된다.

데이터섹터들을 위한 에러정정코드(ECC)인코딩은 16개 데이터섹터들에 대하여 행해지며(단계 105), ECC인
코딩에 의해 얻어진 16행의 패리티외곽부(parity outer; PO)는 데이터섹터들 내에 인터리브(inter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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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단계 106).  그 결과, 16개의 기록섹터들(recording sectors)이 생성된다(단계 107).  기록섹터들 
각각은 26개의 동기프레임들로 분리되며 각 동기프레임내의 데이터는 EFM플러스(EFM+)테이블을 이용하여 
EFM+변조된다(단계 108).   이 EFM+변조는 CD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변조로부터 읽기전용DVD(read-only DVD; DVD-ROM)에 데이터를 기록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것이다.  EFM+변조는 실제로는 8비트의 심볼(symbol)을 이진코드(binary code)로 표현되는 16비트의 부호
어(codeword)로  변환하는  8  대  16변조이다.   단계  108의  수행에  의해,  16개의  물리섹터들(physical 
sectors)이 생성된다.

단계 108에서 사용되는 EFM+테이블은 DVD-ROM을 위한 명세사항(specifications)에 따르는 것으로, 주변환
(main conversion)테이블 및 대체(substitution)테이블로 이루어진다.  주변환테이블 및 대체테이블 각각
은 4개의 상태들(states)을 가지며, 각 상태는 심볼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16비트의 부호어들과 부호
어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다음상태(next state)값들을 갖는다.  참고로, 주변환테이블은 256개의 심볼
들과 대응하는 부호어들 간의 배정(association)관계를 갖고 있다.  각 상태가 부호어 및 대응하는 다음
상태값을 갖는 것은 디지털합변화(digital sum variation; DSV)가 가능한 한 DC레벨에 가깝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DSV가 DC레벨에 가까울수록 DVD-ROM의 편심이나 디스크표면에서의 상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안정된 신호특성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전술의 EFM+테이블로부터 가변된 EFM+테이블 이용하여 기록할려는 데이터를 변
조함으로써, 암호화된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실시예는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데 사용된 가변된 EFM+테이블을 나타내는 테이블번호를 암호키로 이용하며, 이 테이블번호를 기록매
체에서의 복제되지 않는 영역에 기록함으로써, 데이터가 기록된 기록매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한다.  명
료함을 위해, DVD-ROM을 위한 명세사항에 따른 EFM+테이블을 기본EFM+테이블이라 정하고, 기본EFM+테이블
로부터의 변경된 EFM+테이블을 가변된(varied) EFM+테이블이라 정한다.

DVD-ROM을 위한 명세사항에 따른 기본EFM+테이블을 DVD기록/재생장치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변시키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전술한 주변환테이블에서의 십진수 0∼255에 해당하는 심볼
들을 한 자리씩 시프트(shift)시킨다.  예를 들면, 주변환테이블이 심볼의 값 0에 대응하는 부호어 0010 
0000 0000 1001, 심볼값 1에 대응하는 부호어 0010 0000 0001 0010, 그리고 심볼값 2에 대응하는 부호어 
0010 0001 0010 0000을 갖는 경우, 가변된 주변환테이블들 중의 하나는 심볼값 0에 대응하는 부호어 0010 
0000 0001 0010 그리고, 심볼값 1에 대응하는 부호어 0010 0001 0010 0000을 갖는다.  기본EFM+테이블의 
이와 같은 가변방법, 즉, 기본EFM+테이블에서의 심볼-부호어관계를 재배정(re-association)함으로써 가변
된 EFM+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기술에 관련된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관련한 설명을 생략한다. 

상술한 방식으로 주변환테이블을 가변시키면, 기본EFM+테이블로부터 255개의 가변된 EFM+테이블들이 얻어
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기본EFM+테이블을 포함한 총 256개의 EFM+테이블들을 서로 구분시키기 위하여 
주변환테이블에서의 심볼의 값을 EFM+테이블들의 각각을 위한 테이블번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변화되지 않은 주변환테이블에서의 심볼값 1에 대응하는 부호어를 자신의 심볼값 0에 대응하는 부
호어로 갖는 가변된 EFM+테이블은 테이블번호 1을 갖는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주변환테이블을 갖는 
기본EFM+테이블은 테이블번호 0을 갖는다.  이러한 테이블번호들은 한 바이트로 표현가능하며, 임의의 숫
자로 변경되거나 제조자가 디스크에 지정하는 일련번호(serial number)에 포함시킬 수 도 있다.  이 테이
블번호는 대응하는 소프트웨어를 복호하는데 필요하므로, DVD-ROM에서의 복제불가영역에 기록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록할려는 정보를 변조하는데 사용된 가변된 EFM+테이블에 대응
하는 테이블번호가 기록되는 DVD-ROM에서의 복제불가영역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DVD-ROM은 복제되지 않는 데이터기록영역으로서 BCA(burst cutting area)를 가지며, BCA에 기록되는 BCA
코드는 도 2에 보인 바와 같이 한 행(row)의 BCA프리앰블필드(preamble field), 4n(1≤n≤12, n은 정수)
개의 행들로 이루어진 BCA데이터필드, 그리고 한 행의 BCA포스트앰블(postamble)필드를 포함하며, 각 행
은 5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이 세 개의 필드들은 갭(gap)없이 연속적으로 DVD에 기록된다.  BCA프리앰블
필드는 1바이트의 BCA동기(sync)(SBBCA) 및 SBBCA를 뒤따르는 4바이트의 BCA프리앰블을 갖는다.  BCA데이터

필드는 각 행의 선두가 되는 BCA재동기(RSBCA), 복수개의 정보데이터(I0, I1, ..., I16n-5), 및 에러정정코드

(ECCBCA)를 구비한다.  각 정보데이터 및 에러정정코드는 4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 1실시예는 전술한 BCA의 BCA프리앰블, 특히, BCA프리임블에서의 마지막 바이트를 테이블번
호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BCA프리앰블은 기록할려는 정보의 변조에 사용된 가변된 EFM+
테이블의 테이블번호를 나타내는 XXh를 포함하여, 00h 00h 00h XXh가 된다.  DVD-ROM을 위한 명세사항에
서 정의된 기본EFM+테이블이 데이터의 변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BCA프리앰블은 00h 00h 00h 00h가 된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가변 EFM+테이블을 지원하지 않는 DVD재생장치에 대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
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서 사용되는, 기록할려는 데이터로부터 16개의 물리섹터를 발생하는 방법
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에서, 단계들 101∼107은 도 1에 관련하여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그러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단계 310에서, 기록할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경우, 기본EFM+테이블을 제외한 255개의 가변된 EFM+테이
블들 중의 하나가 선택된다.

256개의 EFM+테이블들은 DVD기록/재생장치내의 미도시된 저장기(storage) 내에 저장되며, 기록/재생할려
는 데이터의 EFM+변조를 위해 저장기로부터 선택되어 사용된다.  EFM+테이블들은 심볼-부호어관계를 재배
정함으로써 전술한 256개의 EFM+테이블들을 발생할 수 있는 가변(variable)EFM+테이블의 형태로 저장기내
에 저장된다.  이 경우, 가변EFM+테이블로부터 얻어지며 기록/재생할려는 정보에 대응하는 가변된 EFM+테
이블은 별도의 RAM에 저장되고, 별도의 RAM에 저장된 가변된 EFM+테이블은 기록/재생할려는 정보의 변조/
복조에 사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소망된 속력으로 복조할 수 있게 된다.  다르게는, 256개
의 EFM+테이블들 각각을 ROM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단계 320에서 기록할려는 정보는 선택된 가변된 E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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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사용하여 변조된다.  그 결과, 16개의 물리섹터들이 생성된다.

그러나, DVD-ROM에 기록할려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가변된 EFM+테이블을 이용하여 변조한 다음 
DVD에 기록하면, 그 DVD의 재생시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DVD의 리드-인
(lead-in)영역에 기록할려는 데이터를 기본EFM+테이블을 이용하여 변조하고, DVD의 정보기록영역에 기록
할려는 정보를 가변된 EFM+테이블을 이용하여 변조한다.

단계 330에서, DVD-ROM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가변된 EFM+테이블을 대표하는 별도의 데이터, 즉 
전술한 테이블번호와 같은 암호키가 DVD-ROM에서의 별도의 영역 즉, BCA프리앰블에 기록된다.

이러한 DVD-ROM을 재생하는 경우, DVD재생장치는 DVD-ROM으로부터 우선적으로 BCA코드를 읽어들여 테이블
넘버를 인식한다.  그런 다음, DVD재생장치내의 복조기는 인식된 테이블넘버에 대응하는 가변된 EFM+테이
블을 내부의 테이블램에서 읽어들여 DVD-ROM에 기록된 정보, 예를 들면, A/V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복조
한다. 

전술한 실시예는,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및 공통의 규격을 필요로 하는 현존하는 저작권보호기법
들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저렴한 가격을 필수로 하는 A/V기기나 컴퓨터관련 기기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된 본 발명의 제 1실시예는 EFM+테이블을 이용한 데이터의 기록변조를 암호화시스템으로서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다양한 암호화시
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매체, 및 이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다양한 디
지털 기록/재생시스템들에 적용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기록/재생장치를 보여준다.  도 4에 보여진 장치는, 데이터
의 기록변조를 위해 현존하는 하나의 기록변조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며, 기록할려는 정보의 암호화 그리고
/또는 재생할려는 암호화된 정보의 복호를 위해 별도의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한다.

도 4의 장치는, 광디스크(41)에 대하여, 암호화된 정보의 기록 그리고/또는 재생을 행한다.  이 장치는, 
광디스크(41)를 위한 기록/판독기(43),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45), 및 메모리(45)에 저장
된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decryption)하기 위한 암호/복호
기(47)를 구비한다. 

광디스크(41)는 암호화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기록영역, 및 복제불가영역으로 소용되는 BCA를 구
비하며, BCA에는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다.  암호키가 
기록되는 부분은 전술의 BCA프리앰블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위치가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암
호키는, BCA데이터필드에 정의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기록될 수 도 있다.  BCA는 광
디스크의 중심 홀(Hole)과 리드인영역 사이에 놓인 투명창의 일 부분에 형성된다.  특히, 이 BCA는 기록/
판독기(43)에 구비된 광헤드가 BCA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위치에 형성된다.  도 4의 장치에
서 사용되는 광디스크(41)로는 DVD-ROM, DVD-RAM 또는 복합형(hybrid) DVD가 가능하다.  복합형 DVD는 그 
데이터기록영역들로서 읽기전용영역인 ROM영역 및 다시쓰기가능한 RAM영역을 갖는다.

도 4에 보여진 장치가 암호화된 정보를 담고있는 광디스크(41)를 재생하는 경우, 기록/판독기(43)는 데크
(미도시)에 로드된 광디스크(41)의 BCA에 기록된 암호키를 읽어내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읽어낸다.  암호화된 정보 및 암호키는 암호/복호기(47)로 공급된다.  암호/복호기(47)는 읽어낸 
암호키 및 메모리(45)에 저장된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한다.  복호된 정보는 뒷
단의 신호처리기(미도시)로 공급된다. 

광디스크(41)에서의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는 현존하는 다양한 암호화기법들을 이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메모리(45)가 복수개 암호화기법들에 따른 암호화시스템들을 저장하는 경
우, 도 4의 장치는 광디스크(41)에 저장되며 다양한 암호화시스템들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메모
리(43)에 저장된 대응하는 암호화시스템 및 BCA에 기록된 단일 암호키를 이용하여 복호할 수 있다.  그리
고, 메모리(45)를 RAM으로 구현하는 경우, 메모리(45)에 기록된 암호화시스템을 다른 암호화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광디스크(41)가 합법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된 DVD-RAM 또는 복합형 DVD인 경우, 도 4에 보여진 장
치는 BCA에 이미 기록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암호화하여 광디스크(41)에 기록하거나, 또는 
BCA에 기록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복호할 수 있는 암호화된 정보를 광디스크(41)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 경우, 공급자는 광디스크(41)를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인 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도, 광
디스크(41)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추가할 암호화된 정보를 합법적인 최종사용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전술한 제 2실시예에서는,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기록 및 재생 장치가 설명되었으나, 당업자에게는 제 
2실시예로부터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재생전용장치를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 구현하는 것 역시 자명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저작권보호를 위한 방법 및 장치 그리고 디지털 기록매체는 디지털 기
록매체를 통해 판매 또는 공급되는 내용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변조테이블을 이용하여 저작권보호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보호된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
한 재생장치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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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매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록할려는 정보를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제 1단계;

제 1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제 2단계; 및

제 1단계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decryption)하기 위한 암호키를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는 광디스크이며, 상기 암호키는 버스트컷팅영역(Burst Cutting 
Area)에 기록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는 BCA프리앰블에 기록되는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이며, 상기 암호화시스템은 내용스크램블시스템(content scramble 
system)인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OM인 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AM인 방법.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들로서 RAM영역 및 ROM영역을 갖는 복합형
(hybrid) DVD인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제 4단계;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로부터 암호키를 읽어내는 제 5단계; 및

제 5단계에서 읽어낸 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시스템은 기록할려는 정보를, 기설정된 테이블로부터 심볼들 및 부호들간의 
관계가 변화된 가변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변조하는 변조방법이며,

상기 가변된 테이블을 나타내는 테이블식별정보가 암호키로서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기설정된 테이블은,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가 DVD인 경우, EFM플러스(eight-to-
fourteen modulation plus)테이블인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식별정보는 가변된 EFM플러스테이블에서의 데이터심볼값 0에 대응하는 기
설정된 EFM플러스테이블에서의 데이터심볼값인 방법.

청구항 12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는 광디스크이며, 상기 암호키는 버스트컷팅영역(BCA)에 기록되
는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는 BCA프리앰블에 기록되는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이며, 상기 암호화시스템은 내용스크램블시스템(content scramble 
system)인 디지털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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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OM인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7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AM인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8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들로서 RAM영역 및 ROM영역을 갖는 복합
형 DVD인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시스템은 기록할려는 정보를, 기설정된 테이블로부터 심볼들 및 부호들간
의 관계가 변화된 가변된 테이블을 이용하여 변조하는 변조방법이며,

상기 가변된 테이블을 나타내는 테이블식별정보가 암호키로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기설정된 테이블은,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가 DVD인 경우, EFM플러스테이블인 디
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테이블식별정보는 가변된 EFM플러스테이블에서의 데이터심볼값 0에 대응하는 기
설정된 EFM플러스테이블에서의 데이터심볼값인 디지털 기록매체.

청구항 22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구비한 
디지털 기록매체를 위한 재생장치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판독기; 및

상기 판독기에 의해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로부터 읽혀진 암호키에 근거하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
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3 

디지털 기록/재생장치에 있어서,

데이터기록영역의 적어도 일부분에 암호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기록영역, 및 
상기 데이터기록영역에 기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기 위한 암호키가 기록된 복제불가영역을 구비한 
디지털 기록매체;

상기 암호화시스템을 저장하는 메모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판독기; 및

상기 판독기에 의해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로부터 읽혀진 암호키에 근거하여,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에 기
록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하는 복호기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기록매체는 광디스크이며, 상기 암호키는 버스트컷팅영역(BCA)에 기록되
는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키는 BCA프리앰블에 기록되는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이며, 상기 암호화시스템은 내용스크램블시스템인 디지털 기록/재
생장치.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OM인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8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DVD-RAM인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청구항 29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광디스크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들로서 RAM영역 및 ROM영역을 갖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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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DVD인 디지털 기록/재생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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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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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도면4

9-9

101998006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