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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 입력된 버튼의 코드값을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생성하는 제어기기, 상기 1회용 비밀키를 이용
하여 상기제어기기를 인증하는 홈서버, 및, 상기 1회용 비밀키를이용한 제어기기 인증방법

요약
홈네트워크시스템의 1회용 비밀키(one-time password) 생성방법이 개시된다. 본 방법은, 소정의 사용자 아이디(ID) 및
인증키를 포함한 무선 패킷을 홈서버로 전송하여 제어기기를 홈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제어기기 및 홈서버가 각각 소정의
단방향 함수 세트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제어기기 및 홈서버가 양방향 통신을 수행하여, 제어기기 상에서 입력된 버
튼에 대응되는 코드값을 인증하는 단계, 제어기기가 소정 단방향함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제어기기가 소정의 제1코드값,
제1코드값이 저장된 메모리부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선택된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단방향 함수 연산을 수행함으
로써,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별도로 토큰을 구비하거나, 잦은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 없이도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홈네트워크, 홈서버, 제어기기, 단방향 함수, 코드값, 포인터값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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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어기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서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1회용 비밀키 생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어기기 인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6은 홈서버에 제어기기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1회용 비밀키 생성을 위해 제어기기로부터 홈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
도 8은 제어기기 및 홈서버 간에 코드값을 인증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
도 9는 포인터값,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값을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는 연산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 그리
고,
도 10 및 도 11은 본 제어기기인증방법을 이용한 통신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제어기기 110 : 키입력부
120 : 제어부 130 : 제1 메모리부
140 : 제2 메모리부 150 : 비밀키생성부
160 : 코드값 인증부 170 : 인터페이스부
200 : 홈서버 210 : 서버인터페이스부
220 : 홈서버제어부 230 : 제1 서버 메모리부
240 : 제2 서버 메모리부 250 : 연산부
260 : 인증부 270 : 디스플레이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는 제어기기, 제어기기에 의해 제어되는 홈네트워크시스템, 1회용 비밀키 생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어기기 인증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제어기기에 구비된 리모콘 기능 수행 과정에서 입력된 버
튼의 코드값을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비밀키를 생성하는 제어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1회용 비밀키
생성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제어기기 인증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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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기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통합 제어하는 홈네트
워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홈네트워크시스템은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 및, 이를 제어하는
홈서버(home server)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가정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소정의 제어기기를 이용하여 홈서버에
접속함으로써, 홈네트워크시스템 전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제어기기는 사용자가 항상 휴대하기 용이한 휴대
폰, PDA, 노트북 PC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홈네트워크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으나, 동시에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정당 사용자임을 인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무선 패킷 형태로 홈서버로 전송되는 바, 제3자가 스니핑
(sniffing) 기술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등을 가로챌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홈네트워크시스템의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유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1회용 비밀키(One-Time Password :
OTP)를 이용하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1회용 비밀키 방식이란, 제어기기 및 홈서버 사이에서 전달되는 비밀키를 매번 변경하여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사용
자가 동일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더라도, 매번 상이한 비밀키가 전송되므로, 중간에 제3자가 스니핑하더라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종래에 이러한 1회용 비밀키 방식을 구현하는 기술로는 시간 동기(Time Synchronous)방식 및 단방향 해쉬 함수(Oneway Hash function)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중 시간 동기 방식이란, 토큰(Token)으로부터 생성된 난수 및 사용자가 입력
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매번 변경하여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간 동기 방식에 따르면, 별도의 토큰 장치
가 필요하고 서버와의 시간 동기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단방향 해쉬 함수 방식은, 입력 데이터 스트링을 고정된 길이의 출력인 해쉬코드로 대응시키는 해쉬 함수를 이용하
여 비밀키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해쉬 함수란, 첫째, 해쉬코드가 주어지면 그 해쉬코드를 생성하는 데이터 스트링을 찾아
내는 것이 계산상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주어진 데이터 스트링에 대하여 같은 해쉬코드를 생성하는 또 다른 데이터
스트링을 찾아내는 것은 계산상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말한다
하지만, 단방향 해쉬 함수 방식에 따르면, 인증이 이루어 질 때마다 해쉬 함수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게 되므로, 어느 시점
에 다다르면 수시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그 특성상 사용자의 접속이 자
주 이루어지므로, 단방향 해쉬 함수 방식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종래의 1회용 비밀키 방식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기기가 리모콘 기
능을 구비한 경우, 리모콘 기능 수행과정에서 입력된 버튼의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함으
로써, 시간 동기를 맞추거나 토큰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임의로 초기화를 시켜줄 필요가 없이도 1회용 비밀키를 생성
하여 사용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기기 및 그 1회용 비밀키 생성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제어기기 상에서 입력된 버튼의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여 제
어기기를 인증하는 홈서버, 및, 그 제어기기 인증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 상기 슬레이브 기기를 제
어하는 홈서버, 및, 상기 홈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기기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에서의 제어기
기 인증방법은, (a) 상기 제어기기를 상기 홈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b)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제어기기에 대하여 부여된 인증키를 파라미터로 하는 단방향 함수 세트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제어기기 상에서 상기 리모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한 버튼의 코드값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
각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제어기기가 자체 구비된 메모리부 중 소정의 제1 코드값이 저장된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상기 제1 코드값. 및, 상기 단방향 함수 세트 중 소정 넘버의 단방향 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1비밀키를 생성
하는 단계, (e)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포인터값, 상기 단방향함수의 넘버 및 상기 제1비밀키를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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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요청하는 단계, (f) 상기 홈서버가 자체 구비된 제1 서버 메모리부 중 상기 포인터값이 가리키는 영역에 저장된 코드
값, 상기 포인터값, 및, 상기 단방향함수 넘버에 대응되는 단방향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2비밀키를 생성하
는 단계, 및, (g)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비밀키 및 상기 제2비밀키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어기기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홈서버로 등록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소정의 인
증키를 생성한 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가 상기 인증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
키의 각 바이트 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각 상기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생성된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a)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홈서버로 등록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소정
의 인증키를 생성한 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가 상기 인증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기
기가 상기 인증키의 각 바이트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각 상기 인증키를 변
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c)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코드값, 상기 코드값이 저장될 메모리부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소정 연산을 수행한 후, 상기 연산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전
송된 연산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소정의 응답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가 상
기 응답패킷을 수신하면, 상기 홈서버가 상기 코드값을 정상 수신하였다고 판단하고, 상기 코드값을 상기 메모리부 영역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의 소정 영역에 상기 확인된 코드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상기 (c)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첫번째 값 및 상기 코드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1연산을 수행한 후,
제1연산결과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연산결과값에 의해 확인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
의 두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2연산을 수행한 후, 제2연산결과값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
가 상기 인증키의 두번째 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2연산결과값으로부터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인증하는 단계, 상기 제어
기기가 상기 인증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의 세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3연산을 수행한 후, 제3연산결과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인증키의 세번째 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3연산결과값으로부터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인증하고 저장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인증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의 네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
4연산을 수행한 후, 제4연산결과값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네번째 값을 이
용하여 상기 제4연산결과값을 확인한 후, 인증을 완료하고 상기 코드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c)단계는, 상기 홈서버 및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메모리부의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서버 메모리
부의 포인터값을 동기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전송된 포인터값이 가리키는 제1 서버 메모
리부 영역에 상기 확인된 코드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 및, 상기 슬레이브 기기를 제어하는 홈서버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어기기는, 상기 홈서버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홈서버를 제어하
기 위한 소정의 버튼을 구비하며, 상기 버튼 중 선택된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값을 출력하는 키입력부, 상기 키입력부로부
터 출력되는 코드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증하는 코드값 인증부, 상기 코드값 인증부에 의해 인증된 코드값을 소
정 영역에 저장하는 제1 메모리부, 소정의 단방향 함수 세트가 저장되는 제2 메모리부, 상기 제1 메모리부 중 소정의 제1
코드값이 저장된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코드값과, 상기 단방향 함수 세트 중 선택된 소정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는 비밀키생성부, 및, 상기 포인터값, 상기 단방향함수의 넘버, 및, 상기 1회용 비밀키를
포함한 패킷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패킷을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는 제어부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키입력부를 통해 소정의 인증키가 입력되면 상기 인증키를 변환하여 소정의 사용자 아
이디를 생성한 후, 상기 인증키 및 상기 사용자 아이디를 상기 제2 메모리부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키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인증키의 각 바이트값을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서 상
기 홈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홈서버가 상기 인증키를 상기 사용자 아이디로 변환한 후, 등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4-

등록특허 10-0611304

한편, 상기 제어부는, 상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복수개의 단방향함수를 포함한 단방향 함수 세트를 생성하여 상기 제2 메
모리부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코드값 인증부는, 상기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한 소정 연산을 수행하여 상기 연산결과값
을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홈서버로 전송한 후, 상기 홈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응답패킷에 기록된 코드값이 상기 코
드값과 동일하면, 상기 코드값을 인증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소정의 제어기기 및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를 포함한 홈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제어기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슬레이브 기기를 제어하는 홈서버는,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메모리부 영역을 지정하는 포인
터값, 소정의 단방향함수 넘버, 및, 제1 비밀키를 수신하는 서버 인터페이스부, 상기 제어기기 상에서 입력된 버튼에 대응
되는 코드값이 저장된 제1 서버 메모리부, 소정의 단방향함수 세트가 저장되는 제2 서버 메모리부, 상기 제1 서버 메모리
부 영역 중 상기 포인터값에 의해 지정된 영역에 저장된 코드값, 상기 포인터값, 및, 상기 단방향함수 세트 중 상기 단방향
함수 넘버에 대응되는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제2 비밀키를 연산하는 연산부, 및, 상기 제1 비밀키 및 상기 제2 비밀키가
일치하면 상기 제어기기를 인증하는 홈서버 제어부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수신된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의 포인터값을 동
기화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소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
기 제어기기로부터 등록 요청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제어기기에 대한 인증키를 생성한 후,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여
상기 인증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상기 인증키가 전송되면 상기 전송된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
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파라미터로 하는 상기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 후, 상기 사용자 아이
디, 상기 인증키 및 상기 단방향함수세트를 상기 제2 서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홈서버는,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기기가 전송한 코드값을 인증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인증부에 의해 인증된 코드값을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에 저장할 수 있
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1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시스템
은 제어기기(100), 홈서버(200),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기기(310, 320,..., n)를 포함한다.
제1 내지 제n 슬레이브 기기(310, 320,..., n)는 PC, DVD 플레이어, TV, 보일러, 에어컨, 전등, 냉장고, 전열기기 등과 같
은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될 수 있다. 홈서버(200)는 외부에 존재하는 임의의 노드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써,
별도의 서버(server)로 구현되거나, 가전기기 중 하나에 구현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홈서버(200)는 TV로 구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어기기(100)는 외부에서도 홈서버(200)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한다. 특히, 제어기기
(100)는 홈네트워크시스템 내부의 각종 가전장치의 동작을 직접 제어하는 리모콘 기능을 구비한다. 제어기기(100)는 리모
콘 기능 수행 과정에서 입력된 버튼의 코드값을 내부 메모리부의 각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저장하여 둔다. 또한, 제어기
기(100)는 홈서버(200)로 각 코드값을 전송하여 줌으로써, 홈서버(200)와 코드값을 공유하게 된다. 이 경우, 코드값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의 인증키를 이용하여 코드값을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어기기(100)가 홈서버(200)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제어기기(100)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어기기(100)는 홈서버(200)에 사전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이 이루어지면,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는 사용
자 아이디, 인증키, 커스텀 코드(costom code) 등을 파라미터로 하는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다. 커스텀 코드는 홈서버
(200)의 제조회사 등에서 부여한 고유코드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등록과정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이에 따라, 제어기기(100)는 기 입력되었던 버튼의 코드값 및, 상술한 단방향함수세트 중 하나의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1회용 비밀키(이하, 제1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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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서버(200)도 제어기기(100)로부터 기 전송되었던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이하, 제2비밀
키)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 및 제2비밀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다면, 제어기기(100)가 정당한 것이라
고 인증하게 된다. 이 경우,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 중 하나가 순차적으로 변하게 되므로, 매 인증시마다 제1 및 제2비밀키
가 변경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제어기기(100)에 구비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부 메모리부의 각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
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별도로 초기화를 하지 않더라도 매번 상이한 비밀키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어기기(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2에 따르면, 본 제어기기(100)는 키
입력부(110), 제어부(120), 제1 메모리부(130), 제2 메모리부(140), 비밀키생성부(150), 코드값인증부(160), 및, 인터페
이스부(170)를 포함한다.
키입력부(110)는 제어기기(100) 본체에 구비된 각종 버튼이 입력되면, 입력된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값(code value)을 제
어부(120)로 출력한다.
제어부(120)는 키입력부(110)를 통해 입력받은 코드값을 제1 메모리부(130) 상의 소정 영역에 저장한다. 이 경우, 제어부
(120)는 홈서버(200)와의 사이에서 인증이 완료된 코드값만을 제1 메모리부(13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어부(120)는 홈서버(200)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사용자 아이디, 인증키, 및, 커스텀 코드 등을 파라미터
(parameter)로 하는 복수개의 단방향함수 체인(hash function chain)으로 이루어진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다. 제2 메
모리부(140)는 생성된 단방향함수세트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홈서버(200)에 등록하는 과정 및 사용자아이디 생성과정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비밀키생성부(150)는 단방향함수세트 상의 단방향함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1 메모리부(130)에 저
장된 코드값, 코드값이 저장된 제1 메모리부(130)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선택된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단방향함
수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1 비밀키를 생성한다.
한편, 코드값인증부(160)는 키입력부(110)를 통해 입력받은 코드값을 홈서버(200)와의 사이에서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즉, 코드값인증부(160)는 사전 등록된 인증키의 각 비트 및 코드값을 이용한 소정 연산을 수행하여, 그 연산 결과값을 홈서
버(200)로 전송한다. 홈서버(200)와의 데이터 송수신 작업은 인터페이스부(170)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홈서버
(200)가 전송된 연산 결과값으로부터 코드값을 확인하면, 소정의 응답패킷을 전송한다. 코드값인증부(160)는 응답 패킷
내에 포함된 코드값을 확인하여 전송시와 동일한 코드값이라면 인증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홈서버(200)도 확인된 코드
값 및 인증키의 각 비트값을 이용한 연산을 수행한 후, 연산 결과값을 응답패킷에 기록하여 제어기기(100)로 전송할 수 있
다. 또한, 코드값 인증 작업은 인증키의 비트크기에 따라 소정 회수 이상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
술한다.
한편, 제어부(120)는 비밀키생성부(150)에 의해 제1 비밀키가 생성되면, 제1 비밀키 생성과정에서 사용된 단방향함수를
지정하는 단방향함수 넘버, 제1 비밀키 생성과정에서 사용된 포인터값, 및, 제1 비밀키를 포함한 패킷을 생성한다. 이에 따
라, 생성된 패킷을 인터페이스부(170)를 통해 홈서버(200)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서버(2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이다. 도 3에 따르면, 본 홈서버(200)는 서버인
터페이스부(210), 홈서버제어부(220), 제1 서버 메모리부(230), 제2 서버 메모리부(240), 연산부(250), 인증부(260), 및,
디스플레이부(270)를 포함한다.
서버인터페이스부(210)는 제어기기(100)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증부(260)는 서버인터페이스부(210)를 통해서 입력되는 코드값을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제어기기(100)로부터
코드값 및 인증키의 연산 결과값이 수신되면, 인증키를 이용하여 연산결과값으로부터 코드값을 독출한다. 이에 따라, 독출
된 코드값 및 인증키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하여 응답패킷을 생성한다. 상술한 제어기기(100)의 코드값인증부(160) 및 홈
서버(200)의 인증부(260)는 배타적 논리합(eXclusive OR : XOR) 연산을 이용하여 코드값 및 인증키를 연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편, 인증키는 제어기기(100)의 등록 과정에서 홈서버 제어부(220)에 의해 부여되는 값이다. 즉, 홈서버 제어부(220)는
제어기기(100)로부터 등록 요청 패킷이 전송되면, 인증키를 생성한 후 디스플레이부(270)를 통해 디스플레이한다.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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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00)의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인증키를 확인한 후, 제어기기(100)를 통해 입력한다. 제어기기(100)는 입력된 인증키
를 자동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생성된 사용자 아이디 및 인증키는 제2 서버 메모리부(240)에 저장
된다. 실시예에 따라서, 홈서버 제어부(220)는 생성된 인증키를 제어기기(100)로 직접 전송하여 줄 수도 있다.
제1 서버 메모리부(230)는 인증부(260)에 의해 인증이 완료된 코드값만을 저장한다. 이 경우, 홈서버 제어부(220)는 제어
기기(100)로부터 전송된 패킷에 기록된 포인터값에 기준하여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포인터값을 동기화(syncronous)
시킨다.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홈서버제어부(220)는 제어기기(100)로부터 전송된 포인터값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전송된 포인터값이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현재 포인터값보다 크다면, 현재 포인터값을 제어기기(100)로 통지한
다. 한편, 전송된 포인터값이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현재 포인터값보다 작다면,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현재 포인
터값을 전송된 포인터값으로 조정한 후, 조정된 포인터값을 제어기기(100)로 통지한다. 제어기기(100)는 홈서버제어부
(220)로부터 전송된 포인터값을 확인하여 조정된 포인터값을 다시 홈서버(200)로 전송함으로써, 양측이 포인터값을 동기
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홈서버제어부(220)는 제어기기(100)가 등록되면, 사용자 아이디, 인증키, 및, 커스텀 코드 등을 파라미터로 하는 단
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단방향함수세트는 제2 서버 메모리부(240)에 저장된다.
연산부(250)는 제어기기(100)로부터 소정의 포인터값, 단방향함수 넘버, 및, 1회용 비밀키(이하, 제1 비밀키)가 전송되면,
전송된 포인터값을 이용하여 제1 서버 메모리부(230)로부터 코드값을 독출한다. 또한, 전송된 단방향함수 넘버에 대응되
는 단방향함수를 제2 서버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단방향함수세트로부터 선택한다. 이에 따라, 연산부(250)는 독출된 코
드값, 포인터값, 및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단방향함수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2 비밀키를 생성하게 된다.
홈서버제어부(220)는 연산부(250)에서 연산한 제2 비밀키와 제어기기(100)로부터 전송된 제1 비밀키를 비교하여 일치여
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일치한다면 제어기기(100)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제어기기(100)의 1회용 비밀키 생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에 따르면,
제어기기(100)는 먼저 홈서버(200)로부터 인증키를 부여받아 등록하게 된다(S410).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에 따라,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 각각은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 인증키, 및, 커스텀 코드를 입력 파라미터로 하는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 후, 저장한다(S420).
한편, 리모콘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제어기기(100)상의 소정 버튼을 선택하였다면, 선택된 버튼의 코드
값을 홈서버(200)와의 사이에서 상호 인증한 후, 저장한다(S430). 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어기기(100)의 사용자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원격제어하기 위해서 홈서버(100)에 접속을 시도한다
면, 먼저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어기기(100)는 코드값, 제1 메모리부(130)상에 코드값이 저장된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소정의 단
방향함수를 이용한 단방향을 수행함으로써 제1 비밀키를 생성한다(S440). 생성된 제1 비밀키는 홈서버(200)와의 사이에
서의 인증 과정에 사용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홈네트워크시스템에서의 제어기기(100) 인증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에
따르면, 제어기기(100)가 등록되면(S510), 제어기기(100) 상에 입력되는 버튼의 코드값을 양방향 통신 방법을 통해 인증
하게 된다(S520). 이에 따라, 인증된 코드값은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가 각각 저장한다(S530).
다음으로, 제어기기(100)는 코드값, 코드값 저장영역을 지정하는 포인터값, 및,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제1비밀키를 생성
한다(S540). 이에 따라, 포인터값, 단방향함수넘버, 및, 제1 비밀키를 홈서버(200)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한다(S550).
홈서버(200)는 전송된 포인터값을 확인하여, 제1 서버 메모리부(230)에 저장된 코드값을 독출한다. 또한, 단방향함수넘버
를 확인하여 기 생성한 단방향함수세트 중 하나의 단방향함수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코드값, 포인터값, 단방향함수를 이
용하여 제2 비밀키를 생성하게 된다(S560).
이에 따라, 홈서버(200)는 생성된 제2비밀키 및 수신한 제1비밀키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S570), 일치하다면
해당 제어기기(100)를 인증하게 된다(S580). 인증이 이루어지면, 제어기기(100)는 소정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홈서버
(200)로 제어신호를 전송함으로써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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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제어기기(100)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6에 따르면, 제어기기(100)에서 소정의 등록 요
청 패킷을 전송하면(S610), 홈서버(200)는 임의의 인증키를 생성하여 디스플레이부(270)를 통해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S620). 이 경우, 제어기기(100)에 디스플레이 소자가 구비되었다면, 홈서버(200)에서 인증키를 제어기기(100)로 전송하
여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제3자의 도청 위험이 있는 바, 디스플레이부(270)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제어기기(100)의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인증키를 입력하게 된다(S630). 제어기기(100)는 인증키를 자동변환하여 사용
자 아이디를 생성한 후, 저장한다(S640). 이 경우, 인증키에 대해서 비트단위 XOR(bitwise eXclusive OR) 연산을 수행함
으로써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키가 총 4바이트인 경우, 첫번째 바이트 및 두번째 바이트를
XOR연산하고, 세번째 바이트 및 네번째 바이트를 XOR연산한다. 다음으로, 두개의 연산 결과값을 이용하여 XOR연산함으
로써 1바이트의 연산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산된 결과값이 바로 사용자 아이디가 된다.
한편, 제어기기(100)의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증키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어기기
(100)는 입력되는 인증키의 각 바이트값을 홈서버(200)로 전송한다(S650).
홈서버(200)는 자신이 부여한 인증키와 수신된 인증키가 일치하면,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한 후, 저장
한다(S660).
다음으로,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는 사용자 아이디, 인증키, 및, 커스텀 코드를 파라미터(parameter)로 사용하는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 후, 제2 메모리부(140) 및 제2 서버 메모리부(240)에 각각 저장한다(S670). 생성된 단방향함수
세트는 코드값, 포인터값 등과 함께 비밀키 생성과정에 사용된다.
도 7은 제어기기(100)로부터 홈서버(200)로 전송되는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7에 따르면, 메시지
(400)는 리더 코드(leader code : 410)), 커스텀 코드(custom code : 420a, 420b), 버튼 코드(button code : 430a, 430b)
, 시퀀스 넘버(sequence number : 440), 포인터값(450), 사용자 아이디(user ID : 460), XOR 영역(470), 및, 스톱 비트
(stop bit : 480) 등을 포함한다.
리더 코드(410)는 패킷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적지 주소 및 송신자 주소 등이 기록되는 영역이다. 커스텀 코드
(420a, 420b)는 홈서버(200)의 제조회사에서 부여한 고유코드 등이 기록되는 영역이다. 버튼 코드(430a, 430b)는 제어기
기(100) 상에서 선택된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값이 기록되는 영역이다. 커스텀 코드 및 버튼 코드는 정보 확인을 위하여 각
각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동일 데이터를 중복 기록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퀀스 넘버(440)는 현재 전송되는 메시지가 몇번째 메시지인지를 기록하는 영역이다. 포인터값(450)은 해당 코드값이 기
록된 메모리부 영역의 주소를 기록하는 영역이다. 사용자 ID(460)는 기 등록된 사용자 아이디가 기록되는 영역이다. 등록
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자 ID(460) 영역에는 널값(null value)이 기록된다. XOR 영역(470)은 시퀀스 넘버(440), 포
인터값(450), 및, 사용자 아이디(460)를 XOR연산한 값이 기록되는 영역이다. XOR 영역에 기록된 값을 확인함으로써, 시
퀀스 넘버(440), 포인터값(450), 및, 사용자 아이디(460) 등이 에러값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스톱 비트(m)는 메시지
의 종료를 알리는 영역이다.
도 8은 도 7과 같은 구조의 메시지(400)를 전송하여 코드값을 인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도 8은 인증키가 4
바이트로 구성되고, 코드값이 1바이트인 경우를 예로 들어 도시하고 있다.
도 8에 따르면, 제어기기(100)는 소정 버튼이 입력되면, 해당 버튼의 코드값 및 인증키(Authentication Key : AK)의 첫번
째 값(AK#1)을 XOR연산한다. 도 8에서 XOR연산은 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나서, 연산결과값을 버튼코드(430a, 430b)
영역에 기록하여 제1 메시지(400a)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제1메시지(400a)를 홈서버(200)로 전송한다. 홈서버(200)는
전송된 제1메시지(400a)의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여, 대응되는 인증키를 제2 서버 메모리부(240)로부터 독출한다. 이에
따라, 인증키의 첫번째 값(AK#1)을 이용하여 버튼코드(430a, 430b)에 기록된 코드값을 확인한다. 한편, 홈서버(200)는
제1메시지(400a)에 기록된 포인터값을 이용하여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포인터값도 동기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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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홈서버(200)는 확인된 코드값 및 인증키의 두번째 값(AK#2)을 이용하여 XOR 연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연산결과값을 버튼코드 영역에 기록하여 제2 메시지(400b)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제2 메시지(400b)를 제어기기(100)로
전송한다. 이 경우, 제1 서버 메모리부(230)의 포인터값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포인터값도 제2 메시지(400b)에 기록하
여 제어기기(100)로 통지한다.
제어기기(100)는 인증키의 두번째 값(AK#2)을 이용하여 제2 메시지(400b)에 기록된 코드값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제1
메시지(400a)를 통해 전송하였던 코드값과 동일하다면, 코드값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고 인증할 수 있다. 한편, 제어기
기(100) 및 홈서버(200) 간에는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코드값 인증을 위해서 인증키의 나머지 값
들을 이용하여 인증작업을 소정 회수 더 실행할 수도 있다.
즉, 제어기기(100)는 코드값 및 인증키의 세번째 값(AK#3)을 이용하여 제3 메시지(400c)를 작성한 후, 홈서버(200)로 전
송한다. 홈서버(200)는 이를 확인한 후, 인증키의 네번째 값(AK#4)을 이용하여 제4 메시지(400d)를 작성하여 제어기기
(100)로 전송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인증키의 마지막 값이 이용될 때까지 코드값이 동일하다면, 코드값에 대한 인증을 완
료할 수 있다.
제어기기(100)는 제1 메모리부(130)의 각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코드값을 기록한다. 도 8에 따르면, "1"버튼이 입력되어
인증이 완료된 후, 제1 메모리부(130)의 네번째 레지스터, 즉, 포인터값 4가 지정하는 영역에 코드값 "1"이 저장된다. 한
편, 두자릿 수 버튼이 입력된 경우에는, 제1 메모리부(130) 상에서 두개의 코드값이 저장되게 된다. 홈서버(200)도 제1 서
버 메모리부(230)의 각 레지스터에 순차적으로 코드값을 기록한다. 이 경우, 동기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1 서버
메모리부(230) 중 포인터값 4가 지정하는 영역에 코드값 "1"이 저장된다.
도 9는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에서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 과정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도 9에 따르
면, 코드값이 저장된 메모리부(130, 230) 및 단방향함수세트(500)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메모
리부(130, 230)로부터 코드값 C, 및 포인터값 P를 독출한다. 다음으로, 단방향함수세트(500)로부터 소정 넘버(N)의 단방
향함수를 독출한다. 이에 따라, 독출된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게 된다. 이 경
우, 도 9와 같이 단방향함수세트는 사용자 아이디, 인증키, 커스텀 코드 등을 파라미터로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도 9에서는 해쉬(Hash) 함수를 단방향 함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9에서는 메모리부(130, 230)에 총 16
개의 포인터값이 마련되어 있고, 해쉬함수세트는 총 16개의 해쉬함수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메모리부(130, 230)의 각 포
인터값과 해쉬함수세트의 각 해쉬함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면서 비밀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16*16=256 회 동안 매번 상
이한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즉, 최초에는 포인터값 1, 코드값 6, 및, 해쉬함수 H[16]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하
였다면, 다음에는 해쉬함수 H[15], H[14],... 순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쉬함수 H[1]까지 사용된다면, 포인터값, 코
드값을 각각 2, 3으로 변경한 후, 다시 H[16], H[15], H[14], ... 순으로 해쉬함수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어기기(100) 상에서 소정 버튼이 입력된다면, 다시 코드값이 변경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시로 코드값
이 변경되므로, 총 256 회 비밀키를 생성하더라도 별도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제어기기 인증방법을 이용한 통신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10에 따르면, 제어기기
(100)는 홈서버(200)로 접속(Connection)을 요청한다(단계a). 이에 따라, 홈서버(200)는 제어기기(100)로 인증에 필요한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요청한다(단계b). 제어기기(100)는 기 등록된 사용자아이디(U_ID), 포인터값(P), 및, 단방
향 함수 넘버(H[N])를 누적시킨 소정의 아이디를 생성한다. 또한, 상술한 방식으로 1회용 비밀키(MK)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생성된 아이디 및 1회용 비밀키를 홈서버(200)로 전송한다(단계c).
홈서버(200)는 아이디가 수신되면, 포인터값, 단방향 함수 넘버를 확인한 후, 상술한 방식으로 1회용 비밀키(MK')를 생성
한다. 이에 따라, MK 및 MK'를 비교한다. 비교 결과 일치하면, 인증을 완료하고 제어기기(100)로 통지한다(단계d).
제어기기(100) 및 홈서버(200)는 인증이 완료되면 소정 프로토콜을 이용한 통신을 개시한다(단계e). 구체적으로는 IPse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보안이 강화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도 11은 제어기기(100)가 아닌 별도의 PC(400)를 이용하여 홈서버(200)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도 11에 따르면, 소정의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 설치된 PC(400)를 이용하여 접속을 요청할 수 있다(단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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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홈서버(200)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요청한다(단계b). 한편, 사용자는 제어기기(100)를 통해서 아이디 및 패
스워드를 확인한 후, 확인된 값을 PC(400)를 통해 입력한다. 입력된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홈서버(200)로 전송된다(단계
c). 구체적으로는, 제어기기(100)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 아이디(U_ID), 포인터값(P), 단방향 함수 넘버(H[N])를
누적한 아이디를 생성한다. 또한, 현재의 포인터값(P), 이에 의해 지정된 코드값(C), 단방향 함수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
성한다. 이에 따라, 생성된 아이디 및 비밀키를 자체 디스플레이 소자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홈서버(200)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받으면, 1회용 비밀키(MK')를 생성한 후, MK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 결
과, 일치한다면 인증을 완료하고 PC(400)로 통지한다(단계d). 도 11에서는 PC(400) 및 홈서버(200)가 SSL/TLS 프로토
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SSL/TLS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인증방법을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와 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토큰 장치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여 인증에 사용할 수 있
게 된다. 특히, 제어기기 상에서 수시로 선택되는 버튼의 코드값 및 단방향함수를 비밀키 생성과정에서 사용하는 바, 코드
값은 제어기기 사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홈네트워크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
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 상기 슬레이브 기기를 제어하는 홈서버, 및, 상기 홈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콘 기능을 수
행하는 제어기기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에서의 제어기기 인증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제어기기를 상기 홈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b)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제어기기에 대하여 부여된 인증키를 파라미
터로 하는 단방향 함수 세트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제어기기 상에서 상기 리모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한 버튼의 코드값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
각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제어기기가 자체 구비된 메모리부 중 소정의 제1 코드값이 저장된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상기 제1 코드값.
및, 상기 단방향 함수 세트 중 소정 넘버의 단방향 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1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e)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포인터값, 상기 단방향함수의 넘버 및 상기 제1비밀키를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
는 단계;
(f) 상기 홈서버가 자체 구비된 제1 서버 메모리부 중 상기 포인터값이 가리키는 영역에 저장된 코드값, 상기 포인터값, 및,
상기 단방향함수 넘버에 대응되는 단방향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제2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및,
(g)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비밀키 및 상기 제2비밀키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어기기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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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홈서버로 등록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소정의 인증키를 생성한 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가 상기 인증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각 바이트 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
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각 상기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생성된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홈서버로 등록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소정의 인증키를 생성한 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의 사용자가 상기 인증키를 입력하면,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각 바이트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
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각각 상기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사용자 아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코드값, 상기 코드값이 저장될 메모리부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소
정 연산을 수행한 후, 상기 연산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전송된 연산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소정의 응답 패킷을 전송하는 단
계;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응답패킷을 수신하면, 상기 홈서버가 상기 코드값을 정상 수신하였다고 판단하고, 상기 코드값을 상
기 메모리부 영역에 저장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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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의 소정 영역에 상기 확인된 코드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청구항 5.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첫번째 값 및 상기 코드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1연산을 수행한 후, 제1연산결과값을 상
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1연산결과값에 의해 확인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의 두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2연산을 수행
한 후, 제2연산결과값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두번째 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2연산결과값으로부터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인증하는
단계;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의 세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3연산을 수행한 후, 제3연산결과
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인증키의 세번째 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3연산결과값으로부터 상기 코드값을 확인한 후, 인증하고 저
장하는 단계;
상기 홈서버가 상기 인증된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의 네번째 값을 이용하여 소정의 제4연산을 수행한 후, 제4연산결과값
을 상기 제어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인증키의 네번째 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4연산결과값을 확인한 후, 인증을 완료하고 상기 코드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홈서버 및 상기 제어기기가 상기 메모리부의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의 포인터값을 동기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홈서버가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전송된 포인터값이 가리키는 제1 서버 메모리부 영역에 상기 확인된 코드값을 저장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인증방법.

청구항 7.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 및, 상기 슬레이브 기기를 제어하는 홈서버를 포함하는 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어기기에
있어서,
상기 홈서버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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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버튼을 구비하며, 상기 버튼 중 선택된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값을 출력하는 키입력
부;
상기 키입력부로부터 출력되는 코드값을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증하는 코드값 인증부;
상기 코드값 인증부에 의해 인증된 코드값을 소정 영역에 저장하는 제1 메모리부;
소정의 단방향 함수 세트가 저장되는 제2 메모리부;
상기 제1 메모리부 중 소정의 제1 코드값이 저장된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코드값과, 상기 단방향 함수 세
트 중 선택된 소정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1회용 비밀키를 생성하는 비밀키생성부; 및,
상기 포인터값, 상기 단방향함수의 넘버, 및, 상기 1회용 비밀키를 포함한 패킷을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패킷을 상기 인터
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홈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키입력부를 통해 소정의 인증키가 입력되면 상기 인증키를 변환하여 소정의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한 후, 상기 인증키
및 상기 사용자 아이디를 상기 제2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키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인증키의 각 바이트값을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서 상기 홈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홈
서버가 상기 인증키를 상기 사용자 아이디로 변환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복수개의 단방향함수를 포함한 단방향 함수 세트를 생성하여 상기 제2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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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코드값 인증부는, 상기 코드값 및 상기 인증키를 이용한 소정 연산을 수행하여 상기 연산결과값을 상기 인터페이스부
를 통해 상기 홈서버로 전송한 후, 상기 홈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응답패킷에 기록된 코드값이 상기 코드값과 동일하면, 상
기 코드값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기기.

청구항 12.
소정의 제어기기 및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기기를 포함한 홈네트워크 상에서 상기 제어기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슬레이
브 기기를 제어하는 홈서버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메모리부 영역을 지정하는 포인터값, 소정의 단방향함수 넘버, 및, 제1 비밀키를 수신하는 서버 인터
페이스부;
상기 제어기기 상에서 입력된 버튼에 대응되는 코드값이 저장된 제1 서버 메모리부;
소정의 단방향함수 세트가 저장되는 제2 서버 메모리부;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 영역 중 상기 포인터값에 의해 지정된 영역에 저장된 코드값, 상기 포인터값, 및, 상기 단방향함수
세트 중 상기 단방향함수 넘버에 대응되는 단방향함수를 이용하여 제2 비밀키를 연산하는 연산부; 및,
상기 제1 비밀키 및 상기 제2 비밀키가 일치하면 상기 제어기기를 인증하는 홈서버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홈서버.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수신된 포인터값 및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의 포인터값을 동기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서
버.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소정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제어기기로부터 등록 요청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제어기기에 대한 인증키를 생성한 후,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제어하여 상기 인증키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서버.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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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기기로부터 상기 인증키가 전송되면 상기 전송된 인증키를 변환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아
이디 및 상기 인증키를 파라미터로 하는 상기 단방향함수세트를 생성한 후, 상기 사용자 아이디, 상기 인증키 및 상기 단방
향함수세트를 상기 제2 서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서버.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키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기기가 전송한 코드값을 인증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홈서버 제어부는, 상기 인증부에 의해 인증된 코드값을 상기 제1 서버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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