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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전자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에 관하여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고안된다. 위치 데이터는 위치 코딩 패턴

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며 상기 패턴의 특정 영역에 할당된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SH)로 향한다. 펜은

하나 이상의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들(PALs)을 저장하며, 각각의 PAL은 암호화 키와 연관된 라이센스 데이터를 포함

하고,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상기 패턴의 영역을 식별한다. 주어진 PAL의 상기 암호화 키는 주어진 ASH의 암호화 키에

대응한다. 따라서, 상기 PAL들은 펜이 상기 패턴의 특정 영역으로부터 발생한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수신 ASH의 암호화

키와 관련된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게 해준다. 라이센스 데이터는 펜들의 그룹 및 유효 기간을 더 정의하여,

PAL을 생성하는 자가 그 사용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PAL을 생성하는 것은 다시 인증자로부터 유도된 PAL 검증 데이터

에 의해 주어지는 이전의 인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PAL에 포함되어야 하는 PAL 검증 데이터는, PAL에 포함될 수 있는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상기 인증자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될 수도 있다. 상기 펜은

그 라이센스 데이터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에 대해 적절하게 검증될 수 없다면 상기 PAL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

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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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위치 코딩(position-coding) 패턴으로부터 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에 관한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 - 상기 기록된 위

치 데이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SH)에 대해 예정되어 있음 -으로서, 상기 방법은:

전자 펜이 ASH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PAL을 전자펜 내에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PAL을 생성하는 단계는 제1 암호화 키와 연관하여 라이센스 데이터를 PAL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라이센스 데

이터는 상기 ASH에 대해 예정된 위치 데이터를 갖는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영역을 정의하는 영역 스펙을 포함하며, 상기

제1 암호화 키는 ASH에 설치된 제2 암호화 키에 대응하며,

이에 의해, 전자펜이 제1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영역 스펙내에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암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암호화 키는 각각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 및 개인키인,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전자펜 식별자들의 범위, 및 PAL에 대한 유효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매개변수들의 군의 적어도 하나의 추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적어도 상기 제1 암호화 키를, 행위자의 비대칭 검증 키 쌍의 개인키로 상기 행위자에 의해 서명하게 하기 위해 상기 행위

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 상기 행위자는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PAL들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인증됨 -;

상기 전송 단계에 응답하여 상기 행위자로부터, 상기 제1 암호화 키의 상기 행위자에 의해 생성되었던 디지털 서명을 수신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PAL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상기 PAL의 일부로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행위자에게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포함하며, 상기 수신 단계는 상

기 행위자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명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디지털 서명은 상기 전송된 제2 암??화 키 및 상기

전송된 라이센스 데이터로 구성되는, 보안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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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PAL에 쿠키를 저장하는 단계 - 상기 쿠키는 상기 영역 스펙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일부로부터 기록된

위치 데이터와 함께 보내질 정보를 정의함 - 를 더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에 대한 PAL들의 생성을 제어하도록 인증된 행위자로부터 PAL 검증 데이

터를 획득하는 단계 - 상기 PAL 검증 데이터는 상기 특정 부분의 영역 스펙을 포함함 - 를 더 포함하며, 상기 PAL의 상기

영역 스펙은 상기 특정 부분의 상기 영역 스펙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의되며,

상기 PAL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PAL 검증 데이터를 상기 PAL의 일부로써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영역 스펙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에 의해 포함된 한 쌍의 라이센스 데이

터에 포함되며,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전자펜 식별자들의 범위, 및 유효 기간으로 이루어진 매

개변수들의 그룹의 적어도 하나의 추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PAL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에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 매개변수는 상기 PAL 검증 데이터내

의 대응 매개변수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의 디지털 서명을 획득하고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상기 PAL내의 PAL 검증 데이터의

일부로써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은 신뢰되는 자에 의해 비대칭 키 쌍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으며, 상기 대응하

는 공용키는 상기 PAL이 제공되어야 하는 전자펜내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는 PAL 검증 데이터의 체인을 저장하

는 단계 - 상기 체인의 각각의 링크는 행위자를 나타내며 행위자의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와 이전의 링크를 나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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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생성된 상기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을 포함함 - 를 포함하며, 상기 체인의 상기 가장 상부의 링크의 상기 디지털

서명은 비대칭 키 쌍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신뢰되는 자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상기 대응하는 공용키는 상기 PAL이 제공되

어야 하는 상기 전자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체인의 각각의 링크는 상기체인의 이전의 링크에 있는 PAL 검증 데이터

의 대응하는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의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 및 상기 수신 단계의 상기 행위자는 신뢰되는 자이며,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

성하기 위하여 상기 신뢰되는 자에 의해 사용되는 상기 개인키는 상기 PAL이 제공되어야 하는 상기 전자펜 내에 미리 저

장된 공용키에 대응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5.

컴퓨터 실행가능한 요소들이 서버에 의해 포함된 범용 컴퓨터상에서 실행될 때,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

된 상기 단계들을 상기 서버에 실행시키는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한 요소들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16.

위치 코딩 패턴으로부터 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관리할 때 전자펜 내에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 - 패턴의 서로 다

른 영역들로부터의 상기 기록된 위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들(ASHs)에 대해 예정되어 있음 -

으로서, 상기 방법은:

위치 코딩 패턴의 상기 영역들 중 하나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기록하는 단계;

데이터가 기록된 영역과 연관되어 펜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 키를 결정하는 단계 - 상기 펜은 위치 코딩 패턴의 서

로 다른 영역들을 서로 다른 암호화 키들과 연관시킴 -; 및

상기 결정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상기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영역과 암호화 키 사이의 각각의 연관은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를 이용

하여 제공되며, 이는 상기 펜에 의해 저장을 위해 설치되며 상기 암호화 키와 라이센스 데이터를 연관시키며, 상기 라이센

스 데이터는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상기 영역을 정의하는 영역 스펙을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코딩 패턴과 암호화 키 사이의 각각의 연관에 대하여 PAL을 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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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전자펜 식별자들의 범위, 및 상기 PAL의 유효 기간으로 이루어진

매개변수들의 그룹의 적어도 하나의 추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은, 상기 영역 스펙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위치 코딩 패턴으로부터

기록된 위치 데이터와 함께 보내질 정보를 정의하는 쿠키를 더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17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을 설치하는 단계는:

PAL에 포함되어 있는 PAL 검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 상기 PAL 검증 데이터는, 설치될 상기 PAL의 생성을 인증했

던 행위자의 라이센스 데이터를 포함함 -;

상기 PAL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내의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하여, 상기 매개변수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라이센

스 데이터 부분내의 상기 대응하는 매개변수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음을 검증하는 단계;

임의의 이러한 매개변수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경계를 초과하면 상기 설치를 중단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영역 스펙을 포함하며, 상기 검증 단계는 상기 PAL의

상기 영역 스펙이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영역 스펙의 부분집합인지를 체크하는 단계, 및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설치를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21항 또는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전자펜 식별자들의 부분집합을 포함하

며, 상기 검증 단계는 상기 PAL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에 포함된 전자펜 식별자들의 범위가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전

자펜 식별자들의 상기 집합의 부분집합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설치가 중단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4.

제21항 내지 제2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유효 기간을 포함하며, 상

기 검증 단계는 상기 PAL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유효 기간이 상기 PAL 검증 데이터의 상기 유효기간의

부분집합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 및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기 설치를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5.

제17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을 설치하는 단계는 상기 전자펜의 자신의 식별자가 상기 PAL의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에 포함된 전자펜 식별자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

면 상기 설치가 중단되는, 보안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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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17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AL을 설치하는 단계는:

PAL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암호화 키의 디지털 서명을 상기 PAL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상기 PAL내의 PAL 검증 데이터의 체인에 대하여 반복함으로써 상기 PAL내의 상기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고 - 상기 체인

의 가장 상부의 PAL 검증 데이터에서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은 상기 전자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신뢰되

는 자의 공용키를 이용하여 검증되며, 상기 가장 상부의 공용키는 그 후 상기 PAL 검증 데이터 체인의 다음 링크에서 다음

공용키의 다음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됨 -, 상기 PAL에 포함된 상기 공용키의 상기 디지털 서명이 검증될 때

까지 상기 체인에 대하여 반복하는 단계; 및

상기 반복 동안 임의의 검증이 실패한다면 상기 설치를 중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7.

제16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로 발송하기 위해 상기 전자펜에

의해 생성된 파일내의 상기 위치 코딩 패턴의 상기 일부로부터 기록된 상기 암호화된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단계는

랜덤 세션 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랜덤 세션 키를 이용하여 상기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

상기 기록된 데이터가 예정된 ASH의 비대칭 키 쌍의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용키인, 상기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랜덤

세션 키를 암호화하는 단계

상기 전자펜에 의해 생성된 상기 파일에 상기 암호화된 랜덤 세션 키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29.

제16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암호화 키는 상기 기록된 데이터가 예정된 ASH의 매칭 암호화

키에 대응하는,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30.

제16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암호화 키는 상기 기록된 데이터가 예정된 ASH의 비대칭 키 쌍

의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용키인, 보안 제공 방법.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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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실행가능한 요소들이 전자펜에 의해 포함된 범용 컴퓨터상에서 실행될 때, 제16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기

재된 상기 단계들을 상기 전자펜에 실행시키는 상기 컴퓨터 실행가능한 요소들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청구항 32.

위치 코딩 패턴으로부터 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에 관한 보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상기 기록된 위치 데이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SH)에 대해 예정되어 있음 - 으로서, 상기 시스템은:

비대칭 키 쌍의 개인키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ASH; 및

상기 위치 코딩 패턴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적응된 적어도 하나의 전자펜을 포함하며,

각각의 ASH는:

전자 펜이 ASH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를 생성하고 상기 PAL에 공용키와 연관

하여 라이센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ASH 처리 수단 -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는 ASH에 대해 예정된 위치 데이터를 갖는 상

기 위치 코딩 패턴의 영역을 정의하는 영역 스펙을 포함하며, 상기 공용키는 ASH에 설치된 개인키에 대응함 - 을 포함하

며,

상기 전자펜은:

ASH에 의해 생성된 적어도 하나의 PAL을 저장하는 메모리 수단 - 위치 코딩 패턴의 서로 다른 영역들은 각각의 PAL들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공용키들과 연관됨 -;

상기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PAL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기록될 필요가 있는 위치 코딩 패턴의 영역과 연관된 공용키를 결

정하는 펜 처리 수단; 및

상기 결정된 공용키를 사용하여 상기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암호화를 제공하는 암호화 수단을 포함하는, 보안 제공 시스

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ASH 처리 수단은 제2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추가 단계들을 실행하도록 적응된, 보안 제

공 시스템.

청구항 34.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펜 처리 수단은 제19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의 추가 단계들을 실행하도록 적응

된, 보안 제공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원은 2004년 10월 12일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 No. 60/617,193; 2005년 6월 30일 출원된 스웨덴 특허출원 No.

0501520-14; 및 2005년 7월 5일 출원된 미국 가특허출원 No. 60/691,851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들 모두는 참조에 의

해 본원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전자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에 관한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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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본 발명의 출원인은 위치 코드가 제공되는 기록 표면을 갖는 제조물을 이용하는 시스템 기반구조를 개발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디지털 장치로도 알려진 전자펜은 기록 표면에 기록을 위해 사용되는 동시에 위치가 부호화된 표면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다. 전자펜은 센서를 이용하여 위치 코드를 검출하고 기록된 펜 스트로크에 대응하는 위치를 계산한다.

위치 코드는 다수의 위치의 좌표를 부호화할 수 있는 위치 코딩 패턴의 일부이다. 따라서, 패턴은 이 패턴이 코딩할 수 있

는 모든 위치에 의해 정의되는 가상 표면 또는 기준 표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가상 표면상의 서로 다른 위치

는 서로 다른 기능, 또는 서비스, 및/또는 행위자에 대해 전용된다. 가상 표면은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집합들

(subsets)로 분할되며, 부분집합은 패턴의 한정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한정된 영역들은 물리적 페이지의 크기

에 대응하는 크기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패턴 페이지는 유일한 페이지 어드레스에 의해 표현된다. 이 경우, 각각의 절대

위치는 페이지 어드레스 및 연관된 패턴 페이지 내의 국소 위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전자펜은, 가상 표면상에 일정한 기능적 영역들을 정의하기 위하여 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소위 템플릿(template)을 통

해, 가상 표면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펜은 이러한 템플릿에 의해 지시되는 기능들에 기초하여 기록된 위치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펜과 다수의 위치가 부호화된 다수의 제품에 더해서, 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pplication

Service Handler)로 기능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SH)는 전자펜을 대

신하여 디지털 정보를 저장 또는 지연시키는 것, 수신자 등으로 정보 또는 아이템의 전송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한다.

시스템 기반구조는 위치 코드에 의해 정의되는 가상 표면과 이 가상 표면에 연관된 정보, 특히 어떤 ASH가 어떤 위치와 연

관되어 있는지를 관리한다. 가상 표면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서로 다른 목적 유닛들과 연관시킴으로써, 펜으로부터의 정보

는 처리를 위해 정확한 목적지로 보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펜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절대 위치를 수신하거나

페이지 어드레스를 수신할 때, 정확한 ASH의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고, 정보 데이터를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로 보내거나 라우팅하는 매개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매개 서버는 다양한 관리 규칙을 가령 페이지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 가상 표면상의 서로 다른 영역들과 추가로 연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관리 규칙들은 이러한 영역들의 위치 데이터가 관리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일부 영역에 대한 이러한

관리 규칙들은 펜이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하는지 여부와, 암호화해야 한다면, 위치 데이터를 의도하는 목적지에 전송

하기 전에 어떠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제어할 수 있다.

상술한 가상 표면, 및 전자펜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 제공되는 예시적인 동작, 기능 및 서비스를 가진 예시적인 전체 시

스템 기반구조는, 공개특허출원 US 2002/0091711, US 2003/0046256 및 US 2003/0061188에 더 기재되어 있으며, 이

들 모두는 본원인에 의해 출원되었으며 참조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다. 다른 유형의 위치 코딩 패턴들, 예를 들어 US

6,570,104; US 6,330,976; 및 US 2004/0085287에 기재된 것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인

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의 한 가지 단점은, 시스템에 보안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서 위치 코딩 패턴의 일부 영역의 위치와

연관된 ASH가 펜에 대하여 특정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위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려고 하면, 이러한 암호화 키

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관리 규칙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상기 유형의 매개 서버와 상호작용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시스템에서의 보안 서비스의 전개 및 사용과 관련하여, 본원인은 다수의 상호 독립적이며 배타적이지 않은 이러한

전개 및 사용의 바람직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의 관리자와 같은, 정보가 보안 방식으로 전송 및 관리되어야 하는 신규 서비스를 전개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서비스 전개시에 매개 노드 또는 서버와 같은 시스템 기반구조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전자펜과의 상호작용만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안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둘째로, 보안 서비스가 전개되는 모든 전자 펜이 보안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을 것, 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송되는 모든

정보가 잘못된 수신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음을 신뢰할 수 있을 것도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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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전자펜은 멀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는 하나의 동일한 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보안 서비스들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펜은 이러한 보안 서비스들 각각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로, 펜이 보안 서비스의 전개기 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즉, 정보가 보안 서비스의 전개기에게만 제공될 뿐만 아니

라, 이 전개기가 펜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전개기로써 시스템 기반구조에 의해 검

증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유리할 것이다.

상기 특성들의 각각은, 다른 특성들의 수행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신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위에서,

그리고 이후에, 용어 "전개기(deployer)"는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람, 즉, 전개측, 일반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전자펜에 의해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관리할 때 적어도 하나의 상기 열거된 안전 서비스의 특성들이 성

취되도록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독립항에서 정의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시스템에 의해 성취된다. 유리한 실시예들은 종속항에 정의

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면, 전자펜은 각각의 암호화 키들을 갖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들에 대해 예정

된 위치 데이터를 구비한 위치 코딩 패턴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연관시키며, 이러한 연관은 전자펜이 연관된 암호화 키를

갖는 패턴의 특정 영역에 속하는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상기 연관을 이용하여,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에 대응하는 암호화 키를 유지하

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ASH)만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비밀로 유지될 임의의 다른 수신자에 대하여 기록된 위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패턴의 영역들과 암호화 키들 사이의 연관은 보안 서비스들을 전개하는 각각의 ASHs, 또는 이들의 관리자들에 의해 제공

될 수 있다. 각각의 연관은 패턴의 영역과 암호화 키를 정의하는 영역 스펙을 포함하는 라이센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펜 애

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를 이용하여 펜에 제공될 수 있고, 대응하는 암호화 키는 ASH에 설치된다. 전자펜에 PAL을 제

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ASH는 시스템에서, 서비스의 전개시에, 다른 매개 노드들 또는 서버들과 상용작용할 필요 없이 정

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는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이점은 보안 서비스들이 전자펜의 단방향 통신만을 제공하는, 즉, 펜들이 매개 서버 또는 ASH와 같은 다

른 기반구조 요소들에 의해 보안 통신을 위해 구성될 수 없는 시스템 기반구조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 실시예에서, 펜으로부터 ASH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하여 비대칭 암호화가 사용된다. 따라서, PAL의 암호화키는 비대

칭 키 쌍의 공용키일 수 있고, ASH의 암호화키는 상기 키 쌍의 개인키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을 관리할 권리를 갖는 제어 행위자가 이 부분 또는 이들의 서로 다른 하

위 영역들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펜이 PAL의 매개변수들을 검증하는, PAL내의 PAL 검증 데

이터에 대한 사용이 이루어진다. PAL 검증 데이터는 제어 행위자에 의해 원칙적으로 임의의 시간에 ASH에 제공될 수 있

다. ASH가 서비스를 전개하고자 할 때, PAL 검증 데이터를 포함하는 PAL을 생성할 수 있고, 이는 그 후 하나 이상의 전자

펜들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펜 식별자들의 범위를 정의하며, PAL내에 뿐만 아니라 PAL의 PAL 검증 데이터내에도 포함

될 수 있는 매개변수는,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에서 동작하도록 허용되는 전자펜들의 특정 집합을 제어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유효 기간을 정의하는 매개변수는,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이 얼마나 오래 사용될 수 있는가를 제

어할 수 있게 해준다. 유효 기간은 기간으로 정의될 수 있거나, 대안으로,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이 서비스와 함께 사

용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ASH는 위에서 논의된 제어 행위자에게, PAL 내의 영역 스펙과 연관되어야 할 이의 암호화 키를

임의의 시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행위자는 그 자신이 전자펜에 의해 신뢰될 수 있는 행위자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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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신뢰되는 행위자의 대응하는 개인 암호화 키에 해당하는, 펜의 제조 시 또는 최초 구성시에 설치된 공용 암호화 키

를 펜이 가지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 개인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신뢰되는 행위자는 ASH로부터의 수신된 암호화 키를

서명하고 이에 따라서 생성된 디지털 서명을 되돌릴 것이다.

대안으로, 제어 행위자는 단지 매개 제어 행위자이고 펜은 상기 펜의 공용키에 대응하는 개인 키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자만

을 신뢰할 수 있다. 이 후자의 경우, 매개 제어 행위자는 다시, 펜에 의해 신뢰되는 자이거나, 또 다른 매개 제어 행위자일

수 있는 또 다른 행위자에게 이의 공용키를 전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매개 제어 행위자는 신뢰되는 자 또

는 매개 제어 행위자 중 하나의 자신의 능력으로 상기 또 다른 행위자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된 이의 공용키를 수신

할 것이다. 매개 제어 행위자는 ASH로부터 수신된 암호화 키를 이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할 것이다.

결과적인 서명은 그 후 상기 또 다른 행위자로부터 수신된 서명과 함께, ASH에 전달된다.

ASH는 PAL내의 모든 수신된 디지털 서명을 포함할 것이고, 이에 의해, 펜은 PAL내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들의 체인을 검

증하기 위하여 신뢰되는 자의 자신의 저장된 공용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차례로, PAL내에 포함되고 영역 스펙과 연관

된 ASH의 암호화 키의 검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되는 자에 의해 ASH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뢰된다

고 가정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는 임의의 ASH를 신뢰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각각의 디지털 서명은 대안으로 PAL 내에 그리고 PAL 검증 데이터 부분에 포함된 라이센스 데

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함으로써 생성될 수도 있다. 서명된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을 검증함으로써 펜은 ASH

가 매개변수들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전개할 권리를 가짐을 보증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와 연관하여 특정 패턴 영역을 사용하도록 ASH가 허용되는 임의의 방식을 제어할 가능성을 신뢰되는 자에게 준다.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들 및 이들의 이점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다수의 실시예들의 이후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용

이하게 명백해질 것이다. 이해되겠지만,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된 본 발명의 범위내에 드

는 특징들의 서로 다른 조합들은, 본원에 제시된 일반적인 교시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연구할 때 당업자에게 자명해질

것이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은 이제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될 것이다.

실시예

도 1A는 본 출원인에 의해 개발되고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구현된 시스템 기반구조를 도시한다. 이 기반구조는 전술한 배

경기술 부분에서 기재되었으며 이하에서 추가로 설명될 것이다.

도 1A에 있는 시스템은 전자펜들(100) 또는 사용자 유닛, 기록 표면(120, 121) 및 기능적 영역을 커버하는 위치 코드(비

도시)를 구비한 다수의 제품들(110), 또는 활성화 아이콘(125)을 포함한다. 도면에는, 하나의 전자펜과 하나의 제품만이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은 또한 네트워크 연결 유닛들(130)과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 ASH1 및 ASH2(각각

150 및 160으로 표시)를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150 및 160)는 전자펜(100)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서비

스를 관리하는 제3자들에 의해 제어되는 서버들이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 ASH1(150) 및 ASH2(160)는

본 발명에 따라 동작하도록 ASH를 제어하는 151 및 161로 각각 표시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처리수단들은 서

버로 동작하는 컴퓨터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구현된다.

또한, 본 시스템은 신뢰되는 자(trusted party), 즉 전자펜(100)에 의해 신뢰될 수 있는 자의 서버(140)와, 위치 코딩 패턴

의 특정 부분을 관리할 권리를 갖는 제어 행위자(controlling actor, 145)를 포함한다. 제어 행위자(145)는 그 자체가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이거나, 또는 제어 행위자(145)에 의해 관리되는 위치 코딩 패턴의 일부에 관하여 다른 애플리케

이션 서비스 처리자가 시스템내에서 이들의 서비스들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되는 서버일 수 있다.

도 1A에서,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은 모바일 스테이션 또는 랩탑 컴퓨터로 예시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유닛(130)은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고정 데스크탑 컴퓨터, LAN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일부 다른 적절한 전자 디바이스일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전자펜은 전체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과 교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시스템은 다수의 전자펜(100)과 제품들(110)과 더불어, 다수의 네트워크 연

결 유닛(130) 및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150, 16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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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10)상의 코딩 패턴의 심볼들을 검출함으로써, 전자펜은 코딩 패턴에 의해 부호화될 수 있는 전체 가상 표면의 하나

이상의 절대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가상 표면은 일반적으로 1-107 km2 범위의 거대한 표면일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

다.

가상 표면은 개별적으로 어드레스 가능한 유닛으로 논리적으로 세분된다. 일 예는 도 1B에 주어지며, 여기서 가상 표면

(180), 또는 이들의 일부는 페이지 유닛들의 계층 구조로 분할된다. 구체적으로 가상 표면(180)은 다수의 세그먼트들

(190)로 분할되며, 각 세그먼트(190)는 다수의 셸프(shelf, 191)로 분할되며, 각각의 선반(191)은 다수의 북(book, 192)

으로 분할되며, 각각의 북(192)은 다수의 페이지 유닛 또는 패턴 페이지(193)로 분할된다. 펜은 결정된 절대 위치를,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영역이나 부분, 및 그 영역이나 부분내의 특정 국소 위치와 상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역 또는 부분은

이 예에서 특정 패턴 페이지이며, 이는 다음의 형식을 이용하여 식별된다: 세그먼트.셸프.북.페이지(예를 들어, 1.2.3.4는

세그먼트 1에 있는 셸프 2상의 북 3의 패턴 페이지 4를 말한다). 이러한 표시법은 페이지 어드레스를 정의한다. 따라서, 가

상 표면의 전역(global) 좌표축 시스템(194)에서의 각각의 결정된 절대 위치는 위치 데이터를 나타내며, 이는 페이지 어드

레스의 형식인 가상 표면내의 논리적 위치 및 국소(local) 좌표축 시스템(195)으로 주어지는 패턴 페이지(193)내의 논리

위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페이지 어드레스 형식이 표시법 1.2.3.x, 1.2.x.x, 또는 1.x.x.x(여기서 x는 각각 특정 북, 셸프, 및 세그먼트

의 모든 패턴 페이지를 표시함)를 이용하여 특정 패턴 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패턴 페이지의 범위

를 식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어드레싱 방식은 도입 방식으로 참조된 전술한 US 2003/0061188에 추가로 기재

되어 있다. 가상 표면의 다른 부분(partition)과 다른 어드레싱 방식이 균등하게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과 어드레싱 방식 또

한 본 발명의 범위내에 포함됨이 이해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전자펜(100)을 제품(110)의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시킬 때, 펜은 표면의 심볼을 검출하고 대응하는 절대 좌표축

을 결정함으로써 정보를 기록한다. 정보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어드레스 및 관련 패턴 페이지상의 일련의 위치들일 것이다.

이는 전자펜(100)내에 포함된 센서와 다양한 메모리와 처리 회로를 이용하여 성취된다. 전자펜은 일반적으로 기록된 절대

좌표축에 기초한 관련 페이지 어드레스를 펜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정보, 즉 위치 데이터

는,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 및 가능하다면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170)를 통하여 매개 서버(165)로 통신될 수 있다.

도 1A에 도시된 것처럼, 매개 서버(165)는 정보를 페이지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관련 ASH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라우팅

하도록 적응된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라우팅 기능은 대안으로 정보를 관련 ASH의 네트워크 어

드레스로 보내는 라우팅 테이블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에 의해 실행되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펜의 기능은 위치 코딩 패턴의 특정 부분상에서 펜을 조작하는 사용자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어된다. 펜은

위치 코딩 패턴의 서로 다른 부분들로부터 기록된 정보가 해석되는 방법을 정의하는 서로 다른 템플릿들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페이지 계층내의 특정 부분집합, 예를 들어 세그먼트(190) 또는 셸프(191)는 템플릿과 연관될 수 있고, 템플릿은 따

라서 특정 부분집합내의 모든 패턴 페이지(193)에 대하여 유효하다. 템플릿은 크기, (좌표축(195)에서의) 배치, 및 펜의 동

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능 영역(핏젯("pidget"))의 기능을 정의한다.

템플릿에서, 패턴 페이지내의 핏젯에 의해 점유되지 않는 모든 위치는 도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면 영역에

서 검출된 위치는 펜 스트로크로써 기록되고 저장되도록 펜에 의해 해석된다.

전자펜(100)의 사용자가 정보의 전송을 개시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송신 영역(125)을 클릭(tick)하면 된다. 송신 영역

(125)의 적어도 하나의 위치의 기록은 그 후, 템플릿을 이용하여, 전자펜(100)에 의해 특정 송신 명령과 연관된 송신 핏젯

내의 위치로써 인식될 것이다.

다른 핏젯들이 펜에 의해 사용될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을 식별하는, 즉 그것이 PC, 모바일 디바이스, LAN 액세스 포인

트 등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디바이스 선택 영역을 정의해도 좋다. 또한, 템플릿은 하나의 동일한 핏젯에 다수의 핏젯의 기

능을 조합해도 좋다. 예를 들어, 송신 영역(125)에 해당하는 핏젯은 네트워크 연결 유닛으로써의 휴대전화와 연관되도록

정의될 수 있다.

이하에서 훨씬 상세히 기재될 것처럼, 펜은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PAL은 패턴 영

역 상세와 공용 암호화 키 사이의 특정 연관성을 정의한다. 전형적으로, 특정 패턴 부분(예: 세그먼트 또는 셸프)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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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내의 서로 다른 영역(예: 패턴 페이지 또는 북)은 여러 PAL들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공용 암호화 키들과 연관된다. 유

리하게도, 이러한 특정 패턴 부분에 대한 템플릿은, 다수의 서로 다른 PAL로서, 각각의 PAL이 그 패턴 부분내의 각각의

영역에 대한 공용 암호화 키를 정의하는 PAL과 동적으로 연관되거나 PAL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일반적으로는

PAL은 종국적으로 PAL로 되는 특정 업그레이드 세션(session)에서, 또는 펜에 의해 유도되며 펜 메모리내에 저장되는 데

이터에서 펜에 설치된다. 그 후, 펜은 보안 서비스를, 이상과 같이 설치되는 PAL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는 모든 패턴 페이

지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펜(100)은 이미지가 기록되는 창 또는 개구를 형성하는 펜 형상의 케이싱 또는 쉘을 가진다. 이 케이싱은

카메라 시스템, 전자 시스템 및 전원을 포함한다.

카메라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조명 광 소스, 렌즈 배열 및 광학 이미지 리더(모두 비도시)를 포함한다. 광원, 적절하게는

발광 다이오드(LED) 또는 레이저 다이오드는, 적외선 방사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통해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의 일부를 조명

한다. 관찰되는 영역의 이미지는 렌즈 배열을 이용하여 이미지 리더상에 투사된다. 이미지 리더는 일반적으로 약 70-

100Hz의 고정되거나 변하는 속도로 이미지를 캡쳐하도록 작동되는 2차원 CCD 또는 CMOS 검출기일 수 있다.

전자 시스템은 메모리 수단(106)에 연결되어 있는 처리 수단(105)을 포함한다. 처리 수단은 전자펜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

들을 맡고 있으며 CPU("중앙 처리 유닛")와 같은 상용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DSP("디지털 신호 처리기")에 의해,

또는 FPGA("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가능 논리 디바이스나 대안으로 ASIC("특정 용도

를 위한 집적 회로"), 이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컴포넌트, 또는 이들의 일부 조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메모리 수단(106)

은 서로 다른 형태의 메모리, 가령 작업 메모리(예: RAM) 및 프로그램 코드 및 영구 저장 장치(비휘발성 메모리, 예: 플래

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연관된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수단(106)내에 저장되며 일반적인 전자펜의 동작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 따른 펜의 동작도 처리하는 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처리 수단(105)에 의해 실행된다. 메모리 수단(106)은

제조시 또는 펜의 최초 구성시에 펜에 제공되었던 공용 암호화 키를 유지한다. 이 공용키는 시스템에서 행위자에 의해 소

유되는 개인 키에 대응한다. 매칭되는 키들을 갖는 이러한 개인/공용키 쌍 덕분에, 이 행위자는 펜에 의해 시스템에서 신뢰

되는 자(140)로 간주될 것이다.

펜(100)의 케이싱은 또한 사용자가 내부에 넣어져 있는 색소 기반의 마킹 잉크에 의해 표면위에 기록하거나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펜 포인트내의 마킹 잉크는 전자 펜에서의 광전자(opto-electronic) 검출과의 간섭을 회

피하도록 조명 방사에 대해 적절히 투과성(transparent)이다. 접촉 센서는 펜 포인트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어, 펜이 인가

되는 때(펜 하강) 및/또는 펜이 들어올려지는 때(펜 상승)를 검출하고, 선택적으로 인가력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접촉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카메라 시스템은 펜 하강 및 펜 상승 사이의 이미지들을 캡쳐하도록 제어된다. 결과적인 일련의

일시적으로 일치되는 위치는 펜 스트로크의 전자 표현을 형성한다.

펜의 전자 시스템은 정보 데이터를 가진 파일(108)을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에 출력하는 처리 수단(105)에 의해 제어된

다. 네트워크 연결 유닛은 국부 유닛일 필요는 없으나, 네트워크 서버 등과 같은 원격 유닛에 의해 구현될 수 있음에 주의

하여야 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따라서 유선 또는 무선의 근거리 통신(예: USB, RS232, 무선 송신, 적외선 송신, 초음파

송신, 유도 결합, 등)용 컴포넌트 및/또는 유선 또는 무선의 원격 통신용 컴포넌트를,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전화 또는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펜은 하나 이상의 버튼(비도시)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펜은 활성화 및/또는 제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펜(100)은 모든 관련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술한 파일(108)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

데이터는 위치 코딩된 표면으로부터 판독되었던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펜에 의해 저장되어 있는 서로 다른 특성들에 관

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파일은 그 후 가능하게는 매개 서버(165)를 경유하여 수신 ASH로 라우팅하는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으로 전송될 수 있다. 파일의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으로의 전송은 송신 영역(125)을 "클릭"(ticking) 함으로

써 수행되거나,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에 전자펜을 연결할 때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파일의 전송은 선택적으로 펜이 음

성 명령을 등록(registering)하거나 펜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 수행될 수 있다.

전자펜은 예를 들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인 OBEX(객체 교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연

결 유닛(130)에 있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 데이터를 가진 파일을 밀어 넣도록(push) 설계될 수 있다. 대안으

로, 전자펜은 장치 애플리케이션이 펜으로부터 파일을 입수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은 메모리 수단(106)내의 파

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가령 USB(범용 직렬 버스), FTP(파일 전송 프로토

콜), HTTP(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프로토콜을 통하여 액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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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펜(100)에 의해 출력되는 파일(108)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페이지 데이터 부분과 특성 데이터 부분을 포함한다. 이러

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포맷을 갖는 파일은 본 출원인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Pen Generated Co-ordinate 파일, 즉 PGC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할당되었으며, 이를 본원인의 독점적 포맷으로 만들었다. 특성 데이터 부분은 펜에 저장되어 있는 특

성 매개변수, 예를 들어, 펜의 유일한 아이덴티티, 펜에 의해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펜 제조자의 아이덴티티, 및 사용

자의 이름, 송장 주소,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전자펜의 사용자에 특유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ASH로의 파일의 라우팅

은 페이지 어드레스에 기초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일의 라우팅은 대안으로 파일내의 특성 데이터의 임의의 다른 매개변수

에 기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개 서버(165), 또는 대안으로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은, 펜의 아이덴티티 또는 사용자

의 이메일 주소를 특정 ASH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다.

PGC 파일 포맷과, 이러한 파일을 생성하고 노출시키는 펜의 제어 소프트웨어 및 회로는 출원인의 공동 계류중인 2005년

6월 29일자 출원의 국제 특허출원 번호 PCT/SE2005/001025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참조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다.

파일(108)내의 정보 데이터의 보안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치 데이터가 펜에 의해 기록되는 위치 코딩 패턴의 특

정 영역은 특정 공용 암호화 키와 연관된다. 패턴의 서로 다른 영역들과 서로 다른 공용 키들 사이의 연관은 보안 서비스를

전개하는 각각의 ASH(150, 160), 또는 이들의 관리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연관은, 패턴의 영역 및 공용 키를

정의하는 패턴 영역 상세를 저장하는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PAL)을 이용하여 펜에 제공되며, 대응하는 개인키는

ASH에 설치된다. 이러한 키들은 임의의 공지된 공용키 알고리즘, 가령 디피-헬만(Diffie-Hellman; DH) 알고리즘 또는 리

베스트-셰미르-아델만(rivest-shamir-adleman; RSA) 알고리즘에 따라서 암호화/해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ASH 및 전자펜의 예시적인 동작을 기재하기 전에, PAL 포맷을 정의하는 데이터 구조가 도입

되고 간략히 기재될 것이다.

PAL의 일반적인 구조가 이하에 도시된다:

데이터 필드 설명

PAL 검증 데이터 관련된 패턴을 제어하는 행위자의 데이터

공용 키 라이센스 데이터내의 패턴 영역 상세와 연관된 공용 키

라이센스 데이터

다양한 매개변수,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

펜 식별자의 범위;

패턴 영역 상세

라이센스 데이터와 공용키의 서명 관련된 패턴을 제어하는 행위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됨

PAL 검증 데이터 필드는 패턴의 관련 부분을 제어하여 행위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어 행위자 또는

허가장치(autorizer)는 이러한 행위자 패턴 부분에 대한 PAL의 생성을 제어할 권한을 가진다. 예시적으로, 행위자 패턴 부

분에 포함되어 있는 패턴 영역에 대한 PAL을 생성하는 ASH는, PAL의 이 필드에서 제어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 라이센스

범주를 제공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 패턴 영역 상세, 펜 식별자의 범위, 유효 기간 등을 포함한다. PAL 검증 데이터 필드의

매개변수들은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 필드에 포함되어 있는 매개변수들에 대응한다. 또한, 이후 추가로 기재될 것처럼,

PAL 검증 데이터는 제어 행위자의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와, 제어 행위자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서명을 포함할 것이다.

제어 행위자가 ASH에 제공하는 PAL 검증 데이터는 상기 PAL 구조와 동일한 필드들을 갖는데, 즉, 이는 차례로 공용키,

라이센스 데이터, 및 서명뿐만 아니라, 존재한다면 상위의 제어 행위자로부터 수신된 추가의 PAL 검증 데이터를 필드로

포함한다. 이러한 상위의 제어 행위자는 적어도 전술한 행위자 패턴 부분을 제어할 권리를 가지며 하위의 제어 행위자, 즉

위에서 논의된 제어 행위자가 이 부분을 또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대안으로, 만약 전술한 제어 행위자가 펜에 의해 신

뢰되는 자로부터 행위자 패턴 부분을 제어할 권리를 획득했던 첫 번째 행위자라면, 또는 이 제어 행위자가 신뢰된 자 자체

라면, PAL 검증 데이터는 다른 추가의 PAL 검증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 필드는 "널" 값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특정 패턴 영역에 대한 제어 행위자들의 계층이, 예를 들어, 전술한 페이지 계층에서의 각각의 레벨에 관련된 패턴

부분을 제어하는 각각의 행위자마다 존재할 수 있다. 제어 행위자들의 계층을 이용하여, PAL의 PAL 검증 데이터 필드는

PAL 검증 데이터의 체인을 포함하며, 체인에서의 각각의 링크는 계층내의 각각의 제어 행위자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PAL 검증 데이터의 각각의 링크는 라이센스 경계와 각각의 제어 행위자의 공용키뿐만 아니라, 계층내의 각각의 상위의 제

어 행위자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서명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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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PAL 구조로 돌아오면, PAL의 공용키 필드는ASH에 의해 생성되거나,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공용 암호화 키 쌍

의 공용키를 포함한다. 이 ASH 공용키는 라이센스 데이터 필드의 패턴 영역 스펙 매개변수와 은연중에 연관이 있다. 이러

한 영역 스펙은 전자펜이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치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허용되는 패턴 영역을 정의한다. 패턴 영역

은 하나 이상의 페이지 어드레스 또는 페이지 어드레스의 범위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라이센스 데이터 필드는 유효 기간

(예: 어느 날로부터 다른 날까지)과 펜 식별자의 범위와 같은 다수의 추가적인 라이센스 경계 매개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PAL의 서명 필드는 ASH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과, 가능하게는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의 디지털 서명도 포함한다. 이러한

서명은 제어 행위자에 의해 제어 행위자의 비대칭 암호화 키 쌍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PAL 검증 데이터 필드는 차례로 PAL 구조와 동일한 필드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공용키는 어떠한 기록

된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PAL의 디지털 서명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PAL을 검증할 때 펜에 의한 PAL 검증 데이터의 사용은 이하에 추가로 기재될 것이다.

상기의 변형으로, 관련 ASH의 명시적인 표적 어드레스는 역시 PAL에 포함되며 이에 의해 그 내부의 영역 스펙과 은연중

에 연관된다. 표적 어드레스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전자 메일 주소,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과 같은

네트워크 주소로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주소를 PAL에 포함함으로써, 시스템 기반구조에서의 라우팅은 간략화될 수 있

다. 일 예에서, 펜은 PGC 파일(108)을 관련 ASH로 직접 보낼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펜은 파일(108)내에 명시적인 표적

어드레스를 포함하여, 매개 서버(165) 또는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은 파일을 관련 ASH로 라우팅하도록 이 어드레스상

에서 직접 작동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시스템내에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할 필요성은 감소된다.

도 2를 참조하여, 도 1A의 시스템에 포함된 ASH의 예시적인 동작과, 어느 동작이 시스템내의 보안 서비스의 전개에 관련

이 있는가가 이제 기재될 것이다.

동작은 ASH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래에 기재된다. 그러나, 일부 행위들은, ASH가 이러한 행위들을 자동으로 수

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한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하여 ASH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ASH, 가령 ASH1(150)은 즉시 또는 미래의 언젠가 개인/공용 암호화 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

를 저장한다(단계200). 그 후 ASH1(150)은, ASH1이 자신의 서비스(들)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패턴 영역을 커버하는 위치

코딩 패턴의 일부를 제어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도록, ASH1에 의해

알려져 있는 제어 행위자, 예를 들어 행위자(145)에게 공용키를 전송한다(단계210). 제어 행위자는 그 자신의 개인/공용

암호화 키 쌍을 가진다.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제어 행위자(145)는 ASH1으로부터 수신된 공용키를 디지털방식으로

서명할 것이며, 그 서명된 키를 ASH1으로 되돌릴 것이다(단계220). 다음으로, ASH1은 제어 행위자로부터 PAL 검증 데

이터를 획득한다. 제어 행위자(145)가 펜에 의해 신뢰되는 자가 아닌 경우, PAL 검증 데이터는 제어 행위자(145)의 공용

키의 디지털 서명을 포함할 것이며, 이 서명은 신뢰되는 자(140)에 의해 전자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공용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던 것이다. 대안으로, PAL 검증 데이터는, 매개 제어 행위자(비도시)의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된 공용키로 구성되며 신뢰되는 자(140)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명에서 시작하여, 제어 행위자의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

된 공용 암호화 키로 구성되며 또 다른 매개 제어 행위자(비도시)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명으로 끝나는 이러한 디지털 서

명들의 체인을 포함한다. ASH1(150)은 이제 PAL을 임의의 시간에 생성할 수 있고, 제어 행위자(145)에 의해 디지털 방식

으로 서명된 자신의 공용키를 포함하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서명들의 체인을 갖는 PAL 검증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PAL은 그 후 전자펜에 제공될 수 있고 이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이제 ASH1이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전개하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하자. ASH1은 서비스용으로 사용될 템플릿을 선택하며

서비스와 함께 사용될 하나 이상의 페이지 어드레스들, 예를 들어, 제품(110)의 표면상에 프린트되는 패턴 영역(120)을 커

버하는 페이지 어드레스들의 형식으로 패턴 영역 스펙을 정의한다. 영역 스펙은, 상술한 PAL 포맷을 갖는 데이터 구조에

영역 스펙과 공용키를 저장함으로써, ASH1의 개인/공용 암호화 키 쌍의 공용키와 연관된다(단계240). 다음으로, 영역 스

펙이 아닌 다른 라이센스 매개변수(들)와, 가능하게는 소위 쿠키는, PAL에 저장될 수 있다(단계250). 이러한 매개변수들

의 예는 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라이센스 매개변수들의 값 또는 범위는 PAL 검증 데이터의 대응하는 매개변수들의 값 또

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자펜은 이후에 PAL의 설치 동안 PAL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쿠키는 일반적으

로 패턴 영역 스펙에 의해 정의된 위치 코딩 패턴으로부터 기록된 위치 데이터와 함께 보내질 정보를 정의한다. 이러한 정

보는 펜에 저장되어 있는 전술한 특성 매개변수들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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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1(150)은 그 후 PAL에 PAL 검증 데이터를 저장한다(단계260). 비록 도 2의 흐름도에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ASH1

은 PAL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을 제어 행위자(145)로 전송하여, 행위자는 자신의 개인키를 갖는

이러한 매개변수들에 서명할 수 있고 결과의 디지털 서명을 ASH1으로 되돌린다. 이러한 디지털 서명은 제어 행위자(145)

가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과 공용키 모두를 동시에 서명한 결과가 되는 동작임이 이해될 것이다. 다음으로,

ASH1은 제어 행위자(145)에 의해 생성되고 ASH1로 전송되는 디지털 서명을 저장한다(단계270). PAL이 이제 완결되고

전자펜(100)에 의해 사용하도록 파일로 제공될 수 있다(단계280).

도 3 및 4를 참조하여, 도 1A의 시스템에 포함된 예시적인 전자펜(100)의 동작이 이제 기재될 것이다.

ASH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펜(100)과 같은 펜의 사용자는 해당 펜 애플리케이션 라이센

스(PAL)의 설치를 시작한다. 이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서비스들을 브라우징하고,

브라우저 창에서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해당하는 다운로드를 위한 PAL을 선택한 후,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이 메모리

수단(106)에 저장을 위해 전자펜(100)에 PAL을 전송한다. PAL 파일을 펜으로 다운로드하는 다른 방법들은 당업자에게

인식될 것이다. PAL을 수신할 때, 전자펜은 펜에 PAL을 설치하고 이를 검증한다(단계300).

특정 서비스의 PAL이 펜에 설치된 후, 펜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은 펜이 제품상의

패턴 영역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기록함과 더불어 시작하며, 이 제품의 패턴 영역은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려고 의도된 것

이다(단계310). 표면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기록한 후,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SH, 가령 ASH1(150)로의 기록된

정보의 전송을 개시하기 위해 송신 영역(125)을 클릭한다. 전술된 것처럼, 영역(120)의 기록된 위치 데이터, 또는 좌표축

들은 특정 페이지 어드레스를 식별할 것이다. 펜은 포함된 처리 수단(105)을 이용하여, 그 후 PAL에 있는 패턴 영역 스펙

을 통하여, 페이지 어드레스와 연관된 PAL을 그 저장된 PAL들 가운데에서 체크할 것이다(단계320).

다음으로, 처리 수단(105)은 이와 같이 식별된 PAL로부터 공용키를 유도하고, 이 공용키를 ASH1로 전송될 정보 데이터

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단계330). 이러한 암호화는 수많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계산 복

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펜은 정보 데이터가 이를 통해 암호화되는 대칭키와 같은 랜덤 세션 키(random session key)

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다. 이러한 랜덤 세션 키는 그 후 PAL의 공용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ASH1

은 이후에 암호화된 세션 키를 해독하기 위하여 자신의 설치된 개인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후 해독된 세션 키를

암호화된 정보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용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정보 데이터는 그 후 ASH1으로 라우팅하기 위하여 전술한 펜 생성된 좌표축(Pen

Generated Co-ordinate) 파일(PGC 파일)에 저장된다(단계340). 라우팅은 전술한 것처럼 매개 서버(165) 또는 네트워크

연결 유닛(130)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우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치 데이터의 페이지 어드레스는 PGC

파일 내에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됨으로써, 이에 의해 페이지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라우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

나, 당업자는 라우팅이 PGC 파일 내에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될 수 있는 수많은 대안의 매개변수들, 가령 펜으로부터 검

색된 펜 특성 매개변수들 중 하나, 예를 들어, 유일한 펜 식별자 또는 펜 사용자의 이메일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라우팅은 PAL로부터 유도되고 PGC 파일내에 저장된 명백한 목적지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수

행될 수 있다.

전자펜은 일반적으로, 도 1A의 도면부호 121로 도시된 패턴 영역과 같은, 위치 코딩 패턴의 다른 영역과 관련하여 ASH2

(160)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제2의 PAL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의 PAL의 설치 및 ASH2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용은 ASH1과 관련하여 전술된 것과 동일하다. 전자펜은 다중 패턴 영역들과 관련된 다중 서비

스들과 연결하여 사용되도록 다중의 추가적인 PAL들을 설치할 수 있다.

도 4의 흐름도와 관련하여, 펜에서의 PAL의 설치 및 검증에 관한 도 3의 단계 300이 이제 추가로 기재될 것이다.

PAL의 설치 및 검증(단계400)은 펜이 PAL로부터 PAL 검증 데이터를 추출(단계410)함으로써 시작된다. 다음으로, 펜은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의 각각을 PAL 검증 데이터의 대응하는 매개변수와 비교(단계420)하고, 각각의 이러

한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가 PAL 검증 데이터의 대응하는 매개변수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는지(즉, 이것이 부분집합인

지)를 체크(단계430)한다. 만약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 중 하나라도 이러한 경계를 초과한다면, 펜은 PAL의 설치를

중단한다(단계470). 그렇지 않다면, 설치가 계속된다. 여기서, 펜은 그 펜 식별자가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에 의해 설정된

펜 식별자들의 범위내에 드는가, 및/또는 펜 내의 시간 회로에 의해 주어지는 현재의 시간이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에 의

해 설정된 유효 기간 내에 드는가를 또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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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설치에서의 다음 단계는 PAL로부터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을 추출하는 단계(단계440)를 포함한다. 이러한 PAL의

공용키는,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을 갖는 PAL 검증 데이터의 체인에 대하여 반복하고 체인에서의 각각의 링크내의 공용키

를 검증함으로써 검증된다(단계 450). 반복은, 가장 상부의 PAL 검증 데이터의 공용키로서, 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신뢰

되는 자의 공용키를 이용함으로써 펜에 의해 신뢰되는 자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었던 공용키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와 같이 검증된 공용키는, 그 후 PAL 자체의 공용키가 검증될 수 있을 때까지, PAL 검증 데이터의 체인에 있

는 디지털 서명의 다음 공용키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이러한 검증 단계는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는 검사합

(checksum)을 해독 및 검사하는 것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체인 내의 공용키가 검증될 수 없는 경우(단계460)에, 설

치는 중단된다(단계470).

대안으로, 단계450에서의 반복은 체인내의 각각의 링크에 대하여 가장 상부의 링크에서 시작하여, PAL 검증 데이터의 라

이센스 데이터 필드내의 각각의 매개변수가 이전 링크의 PAL 검증 데이터로서 현재 링크의 PAL 검증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PAL 검증 데이터내의 대응하는 매개변수의 부분집합임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링크의 이

러한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는 공용키와 함께 암호화될 수 있고, 여기서 각 링크내의 매개변수들의 검증은 또한 매

개변수들을 해독하는 단계 및 명료한 문장내의 매개변수들과 이들을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만약 어떤 링크내의 하나

의 매개변수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치는 중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상부의 링크를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은, 매개변수 패턴 영역 스펙 = "전체 패턴", 펜 식별자의 범위 = "모든 펜", 유효 기간 = "영구적"으로 세팅하여 시작한

다.

상기 검증은 대안으로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 상기 방법론에 따라 각각의 PAL을 수신하고 검증하는, 펜에 연

결된 다운로드 스테이션에서 실행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검증 후에, 외부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또는 선택된 PAL 데이터를

펜에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추가로 기재하는 간단한 예가 도 1A를 참조하여 다시 논의될 것이다.

제어 행위자(145)가 신뢰되는 자(140)와 위치 코딩 패턴의 완전한 세그먼트, 예를 들어 세그먼트 17의 사용을 10년 동안

가령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어할 것을 동의했다고 가정하자. 전술한 표시를 이용하여, 논의되고

있는 세그먼트는 17.*.*.*로 식별될 수 있고, 이에 의해 와일드 카드 "*"를 이용하여, 이 세그먼트의 모든 셸프, 이들 셸프

의 모든 북, 및 모든 북의 모든 패턴 페이지를 지시한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제어 행위자(145)가 세그먼트(17)에 대해 완

전한 제어하에 있어야 한다고, 즉 10년 유효 기간은 별문제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신뢰되는 자(140)로부터의 PAL 검증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제어 행위자(145)는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를 신뢰되는 자에

게 전송한다. 또한, 제어 행위자는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의 쌍을 전송해도 좋다. 이에 응답하여, 제어 행위자(145)는

시스템내의 모든 펜(100)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공용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이용하여 신뢰되는 자(140)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명을 수신할 것이다. 신뢰되는 자는 제어 행위자의 공용키, 및 가능하게는 제어 행위자의 라이센스 데이터도 서

명하기 위하여 그 공용키를 이용하여 서명을 생성한다. 제어 행위자(145)는 그 후 전술한 필드들을 갖는 PAL 검증 데이터

의 쌍을 조립할 것이며, 결과적인 PAL 검증 데이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데이터 필드 내용

PAL 검증 데이터 널(Null)

공용 키 제어 행위자(145)의 비대칭 키 쌍의 공용키

라이센스 데이터

유효 기간 =

"2005-01-01 - 2014-12-31";

보안 수준 = "임의";

펜 식별자의 범위 = "임의";

패턴 영역 스펙 = "17.*.*.*";

독립(stand-alone) = "예";

서브라이센스 = "예".

상기 라이센스 데이터와 상기 공용키의 서명 관련된 패턴을 제어하는 신뢰되는 자(140)의 개인키로 생성됨

이 예에서, 라이센스 데이터는 부가적인 매개변수 "보안 수준", "독립" 및 "서브라인센스"를 포함한다. "보안 수준" 매개변

수는 보안과 관련하여 이후에 생성된 PAL에 대한 경계, 예를 들어, 서비스의 사용자와 연관하여 펜으로부터 통신된 데이

터의 비암호화 및 암호화를 허용하는 것을 설정한다. "독립" 매개변수는, PAL 검증 데이터가 생성된 PAL에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가정하면, PAL이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과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생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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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이 옵션은 ASH가 제어행위자와의 추가적인 상호작용 없이 PAL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에 의해 감소된 보

안의 비용으로 전개를 간략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브라이센스" 매개변수는 제어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 또는 ASH에

게 관련된 라이센스 경계내에서 PAL 검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여부를 지시한다.

제어 행위자(145)는 이제 PAL 검증 데이터를 잠재적인 서비스 전개자, 즉 잠재적인 ASH에게 분배할 수 있다.

이제 ASH1이 상기 PAL 검증 데이터를 수신했었고 이제 세그먼트 17과 연관되기 위하여 서비스에 대하여 PAL을 생성하

기를 원한다고 가정하자. ASH1은 그 후 임의의 시간에 PAL 검증 데이터의 경계를 초과하지 않는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

수를 갖는 PAL을 생성할 수 있다. PAL이 이러한 경계를 초과하는 매개변수(들)를 포함한다면, 전자펜에서의 PAL의 검증

은 실패할 것이다. ASH1에 의해 생성된 PAL의 필드들은 다음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필드 내용

PAL 검증 데이터 제어 행위자(145)에 의해 조합된 PAL 검증 데이터

공용 키 라이센스 데이터 필드내의 패턴 영역 스펙과 연관된 공용키

라이센스 데이터

유효 기간 =

"2005-01-01 - 2014-12-31";

보안 수준 = "암호화";

펜 식별자의 범위 = "임의";

패턴 영역 스펙 = "17.*.*.*";

독립(stand-alone) = "예";

서브라이센스 = "아니오".

값 "예"를 갖는 "독립" 매개변수로 인해, ASH1은 그 공용키의 디지털 서명과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들을 PAL내에 포

함할 필요가 없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의해 ASH1은 제어 행위자(145) 또는 신뢰되는 자(140)와의 임의의 상호작용

없이도 PAL을 임의의 시간에 생성할 수 있다.

펜에서 상기 PAL을 검증할 때, 펜은 이의 미리 저장되어 있는 공용키를 이용하여 PAL 검증 데이터의 디지털 서명을 검증

하고, 라이센스 데이터를 PAL 검증 데이터로부터 검색하고, 그 후 PAL의 라이센스 데이터의 각 매개변수가 PAL 검증 데

이터내의 대응하는 라이센스 데이터 매개변수의 경계들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체크할 것이다. 검증 후에, 펜은 세그먼트 17

로부터 기록된 모든 출력된 위치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PAL의 공용키를 사용할 것이다.

본 발명의 상이한 실시예의 전술한 상세한 설명은 단지 예시의 방법으로 주어져 왔으며 이들은 따라서 첨부된 특허청구범

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님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의 범위내에

드는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은 특허청구범위 및 상세한 설명을 연구할 때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임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원리는 시스템 기반구조 내에서의 펜의 통신 방법과 무관하게 적용가능함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일을 출력하는 것 대신, 펜은 시스템 기반구조로 실시간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펜은 또한 양방향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기반구조 컴포넌트들과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비대칭 암호화 기법들(공용키 알고리즘)은, 대칭 암호화 기법들, 가령 DES, RSA 또는 IDEA 알고리즘에 기초

한 기법들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펜과 ASH는 펜에 설치된 PAL을 통하여, 대칭 암호화 키를 공유할 수 있다. 유사

하게, 하나 이상의 PAL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들은 대칭 암호화에 기초될 수 있다.

PAL은 임의의 적절한 포맷을 가질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PAL은, PAL의 검증 및 관련 PAL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펜 제어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거나, 또는 PAL을 검증하고 펜 제어 시스템으로나 직접 펜 메모리로 관련된 PAL 데이터를

제공하는 펜에 연결된 다운로드 스테이션에 있는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도록, 목적 코드 또는 스크립트들을 포

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 또는 이에 부가적으로, PAL은 외부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펜 제어 시스템에 의한 유사한 처리를

위해, 태그가 있거나(tagged) 태그가 없을 수 있고, 캐릭터로 암호화되거나(character-encoded) 캐릭터로 암호화되지 않

을(가령, 바이너리) 수 있는, 정보 공유 포맷으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위치 코딩 패턴의 분할은, 패턴만이 펜 메모리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논리 위치

로 변환되는 절대 위치들을 부호화한다는 점에서 동적이다. 대안의 실시예에서, 패턴의 분할은 패턴에서 부호화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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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US 6,330,976은 각각의 셀이 논리적 위치 및 페이지 식별자 모두를 부호화하는 코딩 셀들이

제품 표면에 대해 타일링(tiling) 되어 있는 코딩 패턴을 개시한다. 펜은 따라서 패턴에 부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그

논리적 위치를 직접 추론할 수 있다.

기재된 실시예들은 시스템 기반구조내에서 암호화키의 분포에 연결되지 않고 명백한 이점들을 제공하는 특징들을 포함한

다. 이러한 특징들은, 제어 행위자에 의해 설정된 경계 데이터에 기초하여 라이센스 파일을 검증하는 것; 펜이 라이센스 파

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파일내에 신뢰되는 자의 디지털 서명을 포함시키는 것; 라이센스 파일을 검증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서, 제어 행위자의 계층구조를 나타내는 체인을 이용하는 것; 및 라이센스 파일의 생성을 인증하기

위하여 제어 행위자에 의해 제공되는 검증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의, 개시된 개념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포함된 본 출원인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 기반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B는 도 1A의 시스템 기반구조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가상 위치 표면의 논리적 분할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2는 도 1을 참조하여 기재된 실시예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처리자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4는 도 1을 참조하여 기재된 실시예에 따른 전자펜의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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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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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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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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