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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요약

본 발명은, 정보처리 단말상에서의, 서버와의 동기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의 향상, 데이터의 안전성과 시각(時
刻)의 신뢰성의 향상을 꾀하여, 확실하고 안정성 높은 데이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에 관
한 것이다.

본 장치에 있어서, IC 카드(102) 상의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은, 단말(101) 상에서 동작하는 단말 애
플리케이션인 MTA(Master Trusted Agent)(200)를 단말(101)에 대해 발행한다. MTA(200)는, 서버(103)와의 데
이터 동기처리를 실시하는 단말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코드에 인증 정보를 집어넣어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기동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은, 그 인증 정보를 기초로 데이
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인증하고,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동기처리의 목표 데이터를 IC 카드
(102)에 격납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IC 카드(102)에 격납한 목표 데이터를 기초로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동기처리를 실시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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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단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IC카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MTA의 기동 흐름(flow)을 나타내는 시퀀스도(sequence diagram),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MTA의 판단에 기초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요구 조작에 기초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
스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서버로의 접속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목표 데이터 결정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동기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긴급삭제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유효기한 종료 데이터의 삭제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15를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
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다른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18을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19를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목표 데이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목표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23을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목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기동(起動)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26을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나
타내는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도 29를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
면,

도 3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시각의 취득과 보존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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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단말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도 36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동기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3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긴급삭제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38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유효기한 종료 데이터의 삭제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39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40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구성 데이터의 다른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도 40을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3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도 41을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한 구성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면,

도 4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MTA의 판단에 기초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스도,

도 45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요구 조작에 기초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나타내는 시퀀
스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유지하는 IC카드 등의 시큐어 디바이스(secure device) 및 그 시큐어 디바이스
를 탑재하는 휴대전화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단말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필드(field)에서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온라인 접속하기 위한 통신 코스트의 절약과, 오프라인 환경 하에
서의 편리성때문에, 휴대용 단말장치에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보존하여, 오프라인 환경 하에서도 영업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급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일본 특허공개평성 제11－175596호 공보에 열거된 선행 기술이
있다.

이 선행 기술의 블록 구성도를 도 1에 나타낸다. 이 시스템은, 호스트 머신(host machine)(2)과 휴대단말 장치(3)가
각각 기업정보 기억부(6a, 14)를 구비하고 있고, 기억한 영업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호스트
머신(2)은, 영업지원 활동에서 이용하는 영업정보를 기업정보 기억부(6a)에 보관유지하고 있다. 휴대단말장치(3)
는, 플로피(floppy)(R) 등 외부기억매체(4)를 경유하여, 호스트 머신(2)과 동기(同期)처리를 실시하여, 호스트 머신
(2)의 기업 정보 기억부(6a)의 영업정보를, 휴대단말장치(3)의 기업정보 기억부(14)에 보존한다. 휴대단말장치(3)
는, 기업정보 기억부(14)를 참조함으로써, 단독으로도, 영업정보를 참조하여 영업지원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선행기술을 응용하여, 호스트 머신과 휴대단말장치 간을, 외부기억매체 대신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호스트
머신과 휴대단말장치 간에서 동기처리를 실시하여, 호스트 머신의 기업정보 기억부에 보존된 영업정보 일부를 휴대
단말장치의 기업정보 기억부에 보존하고, 휴대단말장치는 기업정보 기억부에 보존된 영업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오
프라인에서도 영업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기 선행기술에 있어서는, 휴대단말장치(3)상에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정보도 격납되기 때문에, 예를 들
면, 휴대단말장치(3)의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고객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나, 휴대단말장치(3)를 관리하는
사원이 의도적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또, 부정한 애플리케이션의 위장
으로 인해, 동기처리 등이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동기처리를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해
도, 낡은 데이터를 미리 복사해 두고, 새로운 데이터와 살짝 바꾸어 삭제되어야 할 낡은 데이터를 참조시켜, 고객정
보가 참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동기처리시에 이용하는 현재 시각을, 단말 시계를 되돌림으로 인해, 유효
기한이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 유효기한이 종료한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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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처리의 신뢰성과 확실성,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시각의 신뢰성의 향상을 꾀하여, 보다 확실하고 안
전하게 신뢰성 높은 데이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한 형태에 의하면,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로 실행하는 시큐어
디바이스(secure device)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가 장착되는 정보처리 단말로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로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정보처리 단말에 대해 발행하는 카드처리모듈과,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격납하는 카드기억장치를 구비
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은, 실(實)데이터 및 상기 실데이터의 관리를 실시하는 데이터관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를 격납하는 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
을 기동하여,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 간에서 인증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
스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
이션이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와 인증처리를 실시하며,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에 의해 인증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
이션이 외부 서버와의 사이에서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의하면,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로 실행하는 시큐
어 디바이스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가 장착되는 정보처리단말로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로서, 상기 시
큐어 디바이스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정보처
리 단말에 대해 발행하는 카드처리모듈과,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격납하는 카드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상의 서버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는 시각 취득 수단과, 상기 정보처리단말 상에서의
현재 시각을 카운트하는 시각 카운트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단말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 간에서 인증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상기 시각취득 수단이 상기 서버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
득하여,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으로 설정하여,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이 나타내는 시각을 현재 시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형태에 의하면,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로 실행하는 시
큐어 디바이스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가 장착되는 정보처리단말로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로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정보
처리 단말에 대해 발행하는 카드처리 모듈과, 상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실데이터, 및 상기 실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격납하는 시큐어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단말은, 상기 시큐어 디바
이스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 간에서 인
증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와 인증처리를 실시하며, 상기 시큐어 디바이
스에 의해 인증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서버와의 사이에서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한다.

<최선의 실시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실시형태 1)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단말(101), IC카드(102), 및 서버(103)로 구성되어 있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단
말(101)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말(101)은 복수 존재해도 좋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의 개요를 도 5에 나타낸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IC카드(102)가,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MTA(Master Trusted Agent)(200)를
단말(101)상에서 기동하고, 또 MTA(200)가 단말(101)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킨다고 하는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
이션(201)이 기동한다. 또한, MTA(200)를 이용한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동의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
세히 설명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IC카드(102) 및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가동하는 서버(103)와 각각 통신하며, 단
말(101)상에서, 단말 상의 데이터의 동기(同期)를 취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취급하는 데이터의 구체적인 예로서
는, 예를 들면, 단말이 영업지원용 단말인 경우는, 고객 리스트나, 계약 정보, 가격표 등이 상정되고, 단말이 정보 가
전(家電)단말인 경우는,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 등이 상정된다.

이하, 처리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단말(101)의 전원을 온 하고, IC카드(102)를 삽입하고, 또는 IC카드(102)가 이미 장착되어 있으면, 우선, 단말(101)
에 의해 IC카드(102)의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이 선택되어,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이
기동한다(도 5의 1).

그러면,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은 단말(101)에 MTA(200)를 발행하고, MTA(200) 코드를 수신한 단
말(101)에서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서 발행된 MTA(200)가 기동한다(도 5의 2). MTA(200)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과 인증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세션을 확립한다(도 5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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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MTA(200)는, 단말(101) 상태를 조사한다. 이 경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기동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MTA(200)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발행 요구를
보낸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은, MTA(200)에 대해,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발행한다
(도 5의 4). 이것을 수신한 MTA(200)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기동시킨다(도 5의 5). 이 때,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션을 확
립한다(도 5의 6).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필요에 따라,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동기(同期) 전(前)처리 및 동기처
리를 실시한다(도 5의 7).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동기 전처리 및 동기처리 결과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
플리케이션(301)에 대해 통지한다(도 5의 8).

이상이,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 개요이다. 이상의 처리는 네 개의 타이밍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면, ① 1일
1회 오전 9시에 실시한다고 하는 설정을 해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나, ② 단말(101)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동작 상황을 보고 CPU 부하율이 낮은 때에 실시하는 경우나, ③ 단말(101)에 IC카드(102)를 삽입했을 경우나, ④
사용자가 GUI에서 동기 버튼(동기처리 개시를 요구하는 버튼)을 눌러 처리 개시를 요구한 경우이다.

이어서, 단말(101)의 내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단말(101)은,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처리 모듈(104) 및 기억장치(105)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101)은, IC카드 등의 시큐어 디바이스를 탑재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퍼스널 컴퓨터를 상정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예를 들면,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은, CPU, 기억 메모리(ROM와 RAM), 외부와 통신하기 위
한 안테나, RF부, 무선 통신 제어 회로, 및 IC카드(102)로 통신하기 위한 슬롯을 구비하고 있다. 기억장치로서는, 플
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등을 구비하고 있다. ROM에는, OS나 Jaｖa(R) VM등의 소프트웨어가 격납되고, 이들
이 RAM을 이용하여 CPU상에서 실행됨으로써,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처리 모듈(104)이 실현된다.

퍼스널 컴퓨터의 경우,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은, CPU, 기억 메모리(ROM와 RAM), 외부와 통신하기 위한 모
뎀, 네트워크 카드나 IC카드(102)를 장착하여 통신하기 위한 PCI 카드, 및 SD카드 등의 슬롯을 구비하고 있다. 기억
장치로서는, HDD를 구비하고 있다. ROM 및 HDD에는, OS나 Jaｖa(R) VM등의 소프트웨어가 격납되고, 이들이
RAM을 이용하여 CPU상에서 실행됨으로써,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처리 모듈(104)이 실현된다.

이어서, IC카드(102)의 내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IC카드(102)는,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카드 처리 모듈(106) 및 카드 기억장치(107)로 구성되어 있다.

IC카드(102)의 카드 처리 모듈(106)은, CPU, 기억 메모리(ROM와 RAM), 및 단말과 통신하기 위한 호스트 인터페
이스(I/F)로 구성되고, 카드 기억장치(107)는, EEPROM 등의 불휘발성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IC카드(102)는 전
체적으로 변형억제성(tamper resistant)을 지니며, 외부로부터 IC카드 내부로 직접 액세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서버(103)는, 서버 컴퓨터 장치로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가동하고 있다.

실시형태 1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상세를 나타내는 블록도를, 도 3 및 도 4에 나타낸다.

도 3은, 단말(101)의 블록도이다. 도 4는, IC카드(102)의 블록도이다.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은,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103)와 통신하는
기능, 및 IC카드(102)와 통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실시형태 1에서는, 처리 모듈(104)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MTA(200)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실행
한다.

MTA(200)는, IC카드(102)가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단말(101) 상에서 동작하며, 단말(101)의 상태
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의 취득과 계측을 실시한다.

MTA(200)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 조사 수단(204), 제어 수단(205), 시각 취득 수단(206), 시각 카운트
수단(207),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 복호화 수단(219) 및 데이터 검증 수단(220)으로 구성되어 있다.

MTA(200)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MTA(200)에 의해 기동되고, IC카드(102)가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서 단말(101)상에서 동작하며, 서버(103)와 통신하여 데이터의 동기(同期)를 취함과 동시에 단말(101)상의 데이터
를 관리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데이터 동기 수단(208), 데이터 삭제 수단(209), 데이터 검증 수단(210),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 조사 수단(212), 제어 수단(213), 암호화 수단(214), 및 복호화 수단(215)으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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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장치(105)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시형태 1에서는, 기억장치(105)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관리하는 실데이터(216)와 데이터 관리 애
플리케이션(201)의 실행 코드인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를 보존하고 있다.

IC카드(102)의 카드 처리 모듈(106)은, IC카드(102)상에서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 및 단말(101)
과 통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실시형태 1에서는, 카드 처리 모듈(106)은, 카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을 실행
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은, 애플리케이션 발행수단(302), 인증수단(303), 카드 제어 수단(304), 및 카
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 기억장치(107)는, IC카드(102)상에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시형태 1에서는, 카드 기억장치(107)에, 구성 데이터(305), 목표 데이터(306),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
(307), 전회 갱신일시(日時)데이터(308), MTA 데이터(309),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키 데이터(312), 및 시각
데이터(313)를 보존하고 있다.

이어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실데이터(216)는, 본 발명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데이터이다. 실데이터(216)는, 데
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에 의해 관리되며, 기억장치(105)에 보존되어 있을 때는 암호화되어 있고, ID로 관리
되며, 복수 존재한다.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예를 들면, 고객 리스트나 계약 정보, 가격표, 업무 매뉴얼, 애
플리케이션 등의 데이터이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는,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인 데이터 관
리 애플리케이션(201)의 기동 전의 데이터(실행 코드)로서, 암호화되어 기억장치(105)에 보존되어 있다.

구성 데이터(305)는, 실데이터(216)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데이터이다.
구성 데이터(305)에는, 어느 실데이터(216)에 대한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식별자 ID와, 실데이터(216)를 암호화할
때에 이용한 키를 나타내는 정보와, 실데이터(216)로부터 산출한 해시값과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내는 종별 정보와
그 실데이터(216)의 유효기한을 나타내는 정보와, 그 실데이터(216)를 갱신한 일시 정보와 갱신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구성 데이터(305)의 구체적인 예를, 도 17, 도 18, 도 19, 도 20, 및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구성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으로서는, ID, 대응 키 번호, 해시값,
종별, 유효기간, 및 갱신일시가 있다.

각각의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로 표현할 경우의 값이다.

예를 들면, 도 18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실제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20이 되고, 도 19에 나타내는 바와 같
은 내용을 실제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21이 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실데이터(216)를 단말(101)의 기억장치(105)에 보존하고, 구성 데이터(305)를 IC카드(102)의
카드 기억장치(107)에 보존하고 있다.

종래, 단말(101)상에 보존하고 있던 데이터를, 낡은 데이터와 살짝 바꾸었을 경우, 개찬의 검출조차 할 수 없었던 것
을 고려하여, 최소한 필요한 데이터만, 변형억제성인 IC카드(102)에 보존하여 이용함으로써, 개찬을 검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있다.

목표 데이터(306)는, 동기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동기처리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이터로서, 동기와 삭제를 실시
할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식별자 ID와, 처리가 완료했는지 어떤지를 나타내는 정보와, 처리를 개시한 일시정보와,
처리를 중단한 일시정보와, 처리가 종료한 일시정보를 처리마다 기록한 데이터이다.

목표 데이터(306)의 구체적인 예를, 도 22, 도 23, 및 도 24를 이용해 설명한다.

도 22는, 목표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으로서는, 처리명, 실데이터의 ID(이
내용에는, 처리 상황도 표현된다), 개시일시, 중단일시, 및 종료일시가 있다. 각각의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로 표
현할 경우의 값이다.

예를 들면, 도 2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실제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2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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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는, 단말(101)이 기동하고 있을 때에, 처리 모듈(104)에서 기동해 두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리스트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또,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에는, 긴급시에 실시하는 데이터 삭제를 실시해야 할 것인지 어떤지를 나
타내는 긴급삭제 플래그(flag) 정보도 표시하고 있다.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의 구체적인 예를, 도 25, 도 26, 및 도 27을 이용해 설명한다.

도 25는,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으로서는, 긴급
삭제 플래그와 기동 애플리케이션명이 있다.

각각의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로 표현할 경우의 값이다.

예를 들면, 도 26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실제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27이 된다.

단말(101)상에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IC카드(102)에서 관리하고, MTA(200)가, 단말(101)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함으로써, 단말(101)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처리가 확실히 실행된다.

전회(前回)갱신일시데이터(308)는, 목표 데이터(306)를 전회 언제 결정했는지를 나타내는 일시정보를 기록하는 데
이터이다. 한번 서버(103)로 부터 취득한 갱신정보를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신 코
스트의 경감을 꾀할 수 있다. 또, 전회로부터 갱신한 만큼만을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목표 결정 처리도 신속하게 실
시할 수 있다.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의 구체적인 예를, 도 28, 도 29, 및 도 30을 이용해 설명한다.

도 28은,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으로서는, 전회 갱신일시가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로 표현할 경우의 값이다.

예를 들면, 도 2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실제의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30이 된다.

MTA 데이터(309)는,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인 MTA(200)의 원래 데이터(실
행 코드)이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이, MTA 데이터(309)로부터 단말(101)에 대해 MTA를 발행함
으로써, MTA(200)가 기동된다.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는, 각 처리 때의 실데이터에 대한 우선도 정보와, 삭제나 동기 등 복수의 처리를 동일한
실데이터(216)에 대해 실시하는, 충돌 상태가 된 경우의 우선 기준 정보를 기재한 데이터이다.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의 구체적인 예를, 도 14, 도 15, 및 도 16을 이용해 설명한다.

도 14는,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각 항목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항목으로서는, 처리명, 최우선 데
이터, 그 이외의 결정 기준, 삭제와 갱신에서의 목표 데이터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 기준, 및 갱신과 갱신에서의 목표
데이터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 기준이 있다. 각각의 괄호 안의 숫자는, 데이터로 표현할 경우의 값이다.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를 기초로, 복수 존재하는 실데이터(216)에 대한 처리순서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데이터 폴
리시 데이터를, 기밀(機密)레벨이 높은 실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삭제하는 설정으로 해 둠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안
전성이 향상한다.

또, 서버가, 접속할 때마다 갱신할 데이터를 결정하여, 동기처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정보처리 단
말이, 목표 데이터를 결정하여, 동기처리를 실시하므로, 서버의 부하를 저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실제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16이 된다.

키데이터(312)는, 실데이터(216)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기 위한 공통키 암호방식에 기초한 암호키이다. 복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키(key)에 번호를 붙여 번호로 관리하고 있다.

시각 데이터(313)에는, 시각 취득 수단(206)이 서버로부터 취득한 시각정보, 또는,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카운
트 한 시각정보가 보존되어 있다. 또, 시각 데이터(313)에는, 시각 정보　서버로부터 취득에 연속하여 실패한 회수
와 그 회수의 허용 최대치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한다.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은, 단말(101)상에서, MTA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하는 수단으로,
단말의 OS와의 사이에서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이 발행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한다.

조사 수단(204)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참조하여,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나,
기동하고 있음/기동하고 있지 않음 등을 조사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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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수단(205)은, 조사 수단(204)의 조사상황 보고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기초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수단이다. 또, 제어 수단(205)은, MTA 자체에 들어있는 인증용 키를 취득하는 수단이
다. 또, 제어 수단(205)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 등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
이다.

시각 취득 수단(206)은, 네트워크 상의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서버로부터, 시각을 취득하는 수
단이다. 또, 시각 취득 수단(206)은, 그 취득한 시각을, 시각 카운트 수단(207)과 IC카드(102)에 통지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은, 시각 취득 수단(206)으로부터의 통지시각을 기초로, 현재 시각을 계측하는 수단이다. 또,
시각 카운트 수단(206)은, 그 계측한 시각을, IC카드(102)에 통지한다.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은,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코드에 세션 키를 집어넣는 수
단이다.

복호화 수단(219)은, 키 데이터(31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수단이다.

데이터 검증 수단(220)은,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데이터(305)에 기록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하여, 데이터의 개찬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데이터 동기(同期) 수단(208)은, 서버(103)와 통신하여,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실데이터(216),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 MTA 데이터(309), 및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
(311) 등의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다. 또, 데이터 동기 수단(208)은, 처리 상황을 IC카드(102)에 통지한다.

데이터 삭제 수단(209)은,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실데이터(216) 및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를
삭제한다. 또, 데이터 삭제 수단(209)은, 처리 상황을 IC카드(102)에 통지한다.

데이터 검증 수단(210)은,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데이터(305)에 기록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하여, 실데이터(216)의 개찬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해시값의 계산을, 단말(101)상에
서 실시할 수 있음은, 본 발명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서버(103)와 통신하여,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 서버(103) 데이터의 갱신정보,
구성 데이터(305)의 갱신일시와 유효기한 데이터,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및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다운
로드, 업로드, 및 삭제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또,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결정한 목표 데이터
(306)를 IC카드(102)에 통지한다.

조사수단(212)은, 단말(101)의 상황정보로서, 기억장치(105)의 남은 기억용량이나 CPU 부하율 등을 조사하여 제
어수단(213)에 통지하는 수단이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수단(213)은, 조사수단(212)으로부터의 통지 정보와,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동작을 결정하는 수단이다.

또,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구비하는 수단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바
이더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암호화 수단(214)은, 키 데이터(31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수단이다.

복호화 수단(215)은, 키 데이터(31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수단이다.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02)은,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코드에 세션 키를 집어넣어, 애플
리케이션을 발행하는 수단이다.

인증 수단(303)은, 서버(103), 단말(101), MTA(200),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 기타 단말(101)상에서 기
동하는 애플리케이션과, IC카드(102)의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과의 사이에서 인증을 행하기 위한 수
단이다. IC카드(102)가,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세션을 확립할 때에도 이용한다.

카드 제어수단(304)은, IC카드(102)의 카드 기억장치(107)에 보존하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참조, 변경, 삭제하는
수단이다.

카드시각 카운트수단(314)은, IC카드(102)에서 시각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단말(101)상의 동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수단끼리는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일부의 수단이 취득,
참조한 데이터는, 어느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버(103), 단말(101), 및 IC카드(102)는, 인증시에 얻은 키를 공유하며, 서로 통신할 경우는, 통신로를 암호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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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발명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각정보나 일시 데이터 등은, 적어도 년월분초 단위까지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 용
도에 따라, 표현 단위를 바꾸어도 좋다.

이어서,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에서 실시하는 몇가지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한다.

우선, 단말(101)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단말(101)은, 파워 온 하면 MTA(200)가 자동적으로 기동되고,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등, 그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은, MTA(200)에 의해 기동된다.

우선, MTA(200)의 기동 흐름을 도 6에 나타낸다.

MTA(200)의 기동 처리는, 단말(101)의 OS, MTA 로더(loader), 및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시된다. MTA 로더는, IC카드(102)에 MTA(200) 발행을 의뢰하고, 발행된 MTA(200)의 기동을 실시하는 단말의
애플리케이션이다.

파워 온 하면, 단말(101)의 OS는, MTA(200)를 단말(101)상에 로딩하기 위한 MTA 로더를 기동한다(도 6의 1).

기동한 MTA 로더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대해, MTA(200)의 발행 요구를 송신한다(도 6의 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02)은, MTA(200)의 기동 후의 인증과 통신용으
로, MTA에 인증 정보를 집어넣는다(도 6의 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02)은, MTA 로더에 대해, MTA 데이터를 발행한
다(도 6의 4).

MTA 로더는, 단말(101)의 OS에 대해, 수신한 MTA(200)의 기동 요구를 보낸다(도 6의 5).

단말(101)의 OS는, MTA 데이터를 받아, MTA(200)를 기동시킨다(도 6의 6).

기동한 MTA(200)의 제어수단(205)은, 들어있는 인증 정보로부터 세션 키를 생성한다(도 6의 7).

MTA(200)의 제어수단(205)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인증수단(30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
케이션(301)이 동일하게 인증정보로부터 세션 키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세션 키를 이용하여 인증을 실시한다(도 6
의 8).

이상이, MTA(200)의 기동 흐름이다.

MTA(200) 이외의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패턴으로서는, MTA(200)의 판단으로 기동하
는 경우와,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기동하는 경우가 있다.

MTA(200)의 판단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도 7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MTA(200)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시된다.

MTA(200)의 제어 수단(205)은, 데이터 관리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수단(304)에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요구한다(도 7의 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수단(304)은, 기억장치(107)에 보존하고 있는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참조하여, MTA(200)의 제어 수단(205)에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송신한
다(도 7의 2).

MTA(200)의 조사 수단(204)은,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에서 현재 기동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고,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에 기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상태를 조사한다. 그 결과,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기동하고있지않
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기동 처리를 개시한다(도 7의 3).

MTA(200)의 제어수단(205)은, 데이터 관리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기동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와, 개찬을 검출하기 위한 해시값을 기재하고 있는 구성 데이터(305)를 요구한다(도 7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구성 데이터(305)와, 구성 데이터(305)에 기재되어
있는 키 번호를 참조하여, 참조한 키 번호를 기초로 키 데이터(312)를 참조하고, MTA(200)의 제어 수단(205)에,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와, 개찬을 검출하기 위한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구성 데이터(305)
를 송신한다(도 7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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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200)의 복호화 수단(219)은, 키 데이터(312)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복호화 한다(도 7의 6).

MTA(200)의 데이터 검증 수단(220)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계산하고, 구성 데이터(305)에 기재
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개찬을 체크한다(도 7의 7).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은, 인증용 세션 키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집어넣어 애플
리케이션을 발행한다. 그리고, MTA(200)의 제어수단(205)은, 생성한 인증용 세션 키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
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건네준다(도 7의 8).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은, 발행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한다(도 7의 9).

기동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경우라면, 제어 수단<213>을 말함)은, 들어
있는 세션 키를 취득하여,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인증 수단(303) 과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한다
(도 7의 10).

세션을 확립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은, 그 후의 처리에 필요한 암호키나 복호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대해 요구하여 취득한다(도 7의 11).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에 집어넣는 세션키는, 애플리케이션 발행수단(302)이 생성하여, 도 7의 5로, 제어수단(205)에 건네주어도 좋다.

또, MTA(200)에 의해 기동된 애플리케이션은, IC카드(102)와의 세션이 확립하고 있는 동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
고, IC카드(102)가 뽑히든가 하여, 세션이 확립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수단(212)이 검지하고, 애플리케이션
을 종료한다.

이상이 MTA(200)의 판단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이다.

또, 단말(101)은, 사용자에 의한 요구 조작을 기초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의 요구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을 도 8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GUI등의 인터페이스와 MTA(200)와 데이터 관리카드 애플리케이션(301)과
의 사이에서 실시된다.

사용자는, GUI등을 통해,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에 대해, 기동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을 요구한다(도 8의 1).

MTA(200)의 제어수단(205)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수단(304)에, 기동할 애플리케이
션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와, 개찬을 검출하기 위한 해시값을 적은 구성 데이터(305)를 요구한다(도 8의 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구성 데이터(305)와, 구성 데이터(305)에 기재되어
있는 키 번호를 참조하여, 참조한 키 번호를 기초로 키 데이터(312)를 참조하고, MTA(200)의 제어수단(205)에, 기
동할 애플리케이션을 복호화하기 위한 키와, 개찬을 검출하기 위한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구성 데이터( 305)를 송
신한다(도 8의 3).

MTA(200)의 복호화 수단(219)은, 키 데이터(312)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복호화 한다(도 8의 4).

MTA(200)의 데이터 검증 수단(220)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로부터 해시값을 계산하고, 구성 데이터(305)에 기재
되어 있는 해시값과 비교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개찬을 체크한다(도 8의 5).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은, 인증용 세션 키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집어넣어, 애플리
케이션을 발행한다(도 8의 6).

MTA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수단(203)은, 발행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처리를 실시한다(도 8의 7).

기동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수단은, 들어있는 세션 키를 취득하고,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인증 수단
(303)과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한다(도 8의 8).

세션을 확립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수단은, 그 후의 처리에 필요한 암호키나 복호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대해 요구하여 취득한다(도 8의 9). 여기서 말하는 제어 수단이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경우에서는, 제어 수단(213)이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집어넣는 세션
키는,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02)이 생성하여, 도 8의 3으로, 제어 수단(205)에 건네주어도 좋다.

이상이 사용자의 요구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이다.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에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MTA(200)에 의해 기동되어, 항상 기동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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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실데이터(216) 등의 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할 경우, 서버에 접속한다.

서버로의 접속 흐름을 도 9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가동하고 있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
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수단(213)은, 서버와의 접속을 실시하기 위한 URL등의 정보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수단(304)에 요구하여, 취득한다(도 9의 1).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수단(213)은,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서버와 접속한다(도 9의 2).

서버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인증수단(303)은, SSL 세션을 확립한다(도 9의 3).

확립한 세션을 이용하여, 서버와 단말(101)은, 통신할 수 있다(도 9의 4).

이상이, 접속의 흐름이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접속한 후에, 동기처리를 실시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목표 데이터(306)에 올린다.

목표 데이터(306)를 결정하기 위한 흐름을 도 10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
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
에 대해, 동기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도 10의 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카드 기억장치(107)를 참조하여, 전회 갱신일시 데
이터(308), 목표 데이터(306), 구성 데이터(305), 및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를,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201)의 제어 수단(213)에 응답으로서 돌려준다(도 10의 2).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갱신 데이터 일람을 서버로부터 취득한다(도 10
의 3). 갱신 데이터 일람에는, 3종류 있다. 하나는, 전회 갱신일시 이후에 갱신된 데이터의 ID일람과, 그 갱신일시와
데이터 사이즈로 구성되는 경우, 또 하나는, 삭제 요구와, 데이터의 ID 일람으로 구성되는 경우, 또 하나는, 긴급삭
제 요구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또, 긴급삭제 요구에는, 2종류있으며, 하나는, 요구 뿐인 경우, 또 하나는, 긴급 삭제
요구와, 데이터 ID일람의 경우이다. 긴급삭제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후술 한다.

이어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조사수단(212)은, 단말(101)의 기억장치(105)를 조사하여, 남은 기억용
량을 취득한다(도 10의 4).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와, 구성 데이터(305)
의 갱신일시를 비교하고, 전회 갱신일시 이후에 갱신된 것을, 서버(103)에 송신할 후보 일람으로서 올린다(도 10의
5).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수단(211)은, 서버(103)로부터 다운로드할 후보, 서버(103)에
업로드할 후보, 및 삭제할 후보의 각각에 대해,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를 기초로, 후보를 처리순서대로 줄세운
다. 최우선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ID를 선두로 하여, 그 외의 결정 기준을 기초로, 그외의 후보를 처리순서대로 줄
세운다(도 10의 6).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서버(103)로부터 다운로드할 후보, 서버(103)에
업로드할 후보, 및 삭제할 후보 가운데, 복수로 후보로서 올라가 있어 충돌하고 있는 ID를 검출한다(도 10의 7).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의 충돌시의 우선도
를 기초로, 충돌하고 있는 ID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다(도 10의 8).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은, 구성 데이터(305)와 서버(103)로부터 취득한 갱신 데
이터 일람의 ID를 비교하여, 구성 데이터(305)로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신규 다운로드 후보로서 열거하고, 서
버(103)로부터 다운로드할 후보의, 처리순서가 빠른 ID부터 순서대로 데이터사이즈를 가산하여, 남은 기억용량 내
에 들어갈 ID까지 엄선한다(도 10의 9).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후보 일람으로부터, 이미 목표 데이터(306)에 올
라가 있는 ID를 배제한다(도 10의 10).

이상의 처리를 실시하면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 목표 데이터(306)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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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은, 결정한 목표 데이터(306)와 신규 데이터 리스트를, 데
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통지한다(도 10의 1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IC카드(102)의 카드 기억장치(107)에 보존하고 있
는 목표 데이터(306)를 갱신한다(도 10의 1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IC카드(102)의 카드 기억장치(107)에, 신규 데이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ID의 구성 데이터(305)를 준비한다(도 10의 1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IC카드(102)의 카드 기억장치(107)에 보존하고 있
는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를 갱신한다(도 10의 1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
에, 목표 데이터 결정 종료를 통지하고, 목표 데이터(306)를 결정하는 처리를 종료한다(도 10의 15).

여기서, 최우선 데이터, 그 이외의 결정 기준, 및 충돌시의 우선도에 대해, 도 14 및 도 15를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둔다.

삭제 처리의 후보로서 ID가 587, 107, 089, 007, 003, 002의 데이터가 리스트업(list up) 되었을 경우, 도 15에 나
타내는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에 기초하면, 삭제에 대해서는, 001과 003이, 삭제 후보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적으로 빨리 삭제하도록 목표 데이터의 선두에 올리게 되므로, 삭제순서의 선두는, 003이 된다.

이어서, 그 이외의 결정 기준에 대해 보면, ID가 작은 순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ID가 002, 007, 089, 107, 587이라
는 순서로 처리순서를 결정해 간다. 그 결과, 삭제 후보에 올라가 있는 ID의 처리순서는, 003, 002, 007, 089, 107,
587이 된다.

충돌시의 우선도는, 도 14에서는, 삭제와 갱신에서의 목표 데이터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기준과, 갱신과 갱신에서의
목표 데이터가 충돌할 경우의 우선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삭제목표 후보와 갱신목표 후보의 양쪽 모두
에 올라 양쪽 모두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도 15에서는, 삭제와
갱신의 경우에는, 삭제우선이기 때문에, 갱신할 후보에서는 배제하고, 삭제목표만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ID를 올린
다. 갱신과 갱신의 경우에는, 신규우선이므로, 서버로부터 얻은 갱신일시와,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구성
데이터(305)의 갱신일시를 비교하여, 서버측 데이터가 새로울 경우에는, 다운로드 목표에 올리고 단말측이 새롭다
면, 업로드 목표에 올린다.

삭제 후보로서 003, 002, 007, 089, 107, 587이 올라가 있고, 다운로드 후보로서 005, 002, 055, 107, 258이 올라
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5를 기초로 하면, 삭제와 갱신(다운로드)에서는, 삭제가 우선이므로, 삭제 후보는 변함이 없다. 다운로드의 후보
는, 002와 107이 배제되고, 005, 055, 258이 된다.

이상이, 목표 데이터(306)를 결정하기 위한 흐름이다.

동기처리의 목표 데이터(306)가 결정되면,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동기처리를 개시한다.

데이터 동기처리의 흐름을 도 11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
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동기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요구한다(도 11의 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 중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의
목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ID를 참조한다(도 11의 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 중 다운로드 할 데이터의 ID에
대응하는 암호키를 결정하고, 키 데이터(312)를 참조한다(도 11의 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 중 업로드할 데이터의 개찬 검출
에 이용하는 해시값이 기재된 구성 데이터(305)를 참조한다. 그리고, 또, 구성 데이터(305)를 참조하여, 실제 데이
터(216)를 복호하기 위한 키를 키 데이터(312)로부터 참조한다(도 11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에, 다운로드 데이
터의 ID리스트, 업로드할 데이터의 ID리스트, 삭제할 데이터의 ID리스트, 암호화하기 위한 키, 복호화하기 위한 키,
및 구성 데이터(305)를 응답으로서 돌려준다(도 1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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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돌려준 후에,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새로이 다운로드할 실데이터
(216)의 ID에 대응하는 구성 데이터(305)의 대응키 번호를 갱신한다(도 11의 6).

응답을 받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의 어느 한가지 처리
를, 적절하게 개시한다. 여기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의 모든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다운로드할 경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동기 수단(208)은, 데이터의 ID를 지정하고, 다운로드
할 데이터를 서버(103)에 요구하여, 서버(103)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도 11의 7). 이 때에, 데이터의 갱신
일시와 유효기한도 다운로드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검증 수단(210)은, 다운로드한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한다(도 11의 8).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암호화 수단(214)은, ID에 대응하는 암호화하기 위한 키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도 11의 9).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암호화한 실제 데이터(216)를 단말(101)의 기억장치(105)에
보존한다(도 11의 10).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
에, 처리 결과, 보존한 데이터의 ID, 그 해시값, 갱신일시, 및 유효기한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
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참조하여, 아직 다운로드 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한다(도 11의 1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다운로드한 실데이터
(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11의 16).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다운로드한 데이터의 ID에 대응하는 구성 데이터
(305)의 해시값과 갱신일시를 갱신한다(도 11의 17).

다운로드해야 할 데이터가 목표 데이터(306)에 없을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일시를 갱신한다(도 11의
18).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서버(103)에, 다운로드 처리가 종료했음과 다운로
드한 데이터의 ID를 보고한다(도 11의 19).

업로드 하는 경우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복호화 수단(215)은, 실데이터(216)의 ID에 대응하는 복호
화하기 위한 키로, 업로드할 데이터를 복호화 한다(도 11의 11).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검증 수단(210)은, 업로드할 데이터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으로부터 취득한 해시값과 비교하여, 개찬되어 있지 않은가를 검증한다(도 11의 12).

종래는, 해시값을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변경이 가해져서 해시값 자체를 신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MTA(200)를 이용하여 기동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검증 수단
(210)이, 해시값 계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동기 수단(208)은, 실데이터(216)의 ID를 지정하여, 서버(103)에 데이터
를 업로드한다(도 11의 13).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
에, 처리 결과와 업로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
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참조하여, 아직 업로드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도
11의 1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업로드한 실데이터
(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11의 16).

업로드해야 할 데이터가 목표 데이터(306)에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일시를 갱신한다(도 11의 18).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서버(103)에, 업로드 처리가 종료했음과, 업로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보고한다(도 11의 19).

삭제할 경우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삭제 수단(209)은, 목표 데이터(306)에 올라가 있는 ID에
대응하는 실데이터(216)를 단말(101)의 기억장치(105)로부터 삭제한다(도 11의 14).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처리 결과와 삭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참조하여, 아직 삭제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도 11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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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삭제한 실데이터(216)
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11의 16).

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있는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일시를 갱신
한다(도 11의 18).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서버(103)에 삭제 처리가 종료했음을 통지한다(도
11의 19). 그리고, 삭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보고해도 좋다. 또, 처리 종료시에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201)이 메모리 상에 보관유지하고 있는 키 데이터나 구성 데이터 등의 기밀 정보는, 메모리 상으로부터 소거한다.

그리고, 도 11의 16)~19)의 처리는,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 각각에 대해 실시된다.

이상이, 데이터 동기처리의 흐름이다.

또,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복수의 단말중에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던 사용자가 무효가 된 경우나, 단말을 분실
한 경우나, 단말의 부정 이용을 검출한 경우에, 단말이 보존하고 있는 실데이터(216)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생
긴다.

데이터의 긴급삭제시의 흐름을 도 12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
시된다.

서버(103)가, 데이터를 긴급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도 12의 1).

서버(103)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에 긴급 삭제 명령을 내린다(도 12의
2).

긴급삭제 명령의 패턴으로서는, 2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는, 긴급삭제 명령만을 내리는 경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삭제 명령과 삭제할 데이터의 ID리스트를 내
리는 경우이다.

긴급삭제 명령만일 경우는, 명령을 받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구성 데이터(305)와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를 요구하
여, 긴급삭제 목표와 처리순서를 결정한다(도 12의 3).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
에 대해, 긴급삭제 통지와 목표 데이터(306) 통지를 실시한다(도 12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갱신하고, 긴급삭제 목표를 추
가한다(도 12의 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긴급삭제 정보를,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
터에 추가한다(도 12의 6).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키 데이터(312)를 삭제한다(도 12의 7).

한편,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통지한 후에,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삭제 수단
(209)은, 긴급삭제를 개시한다(도 12의 8).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삭제 수단(209)은, 긴급삭제의 목표가 되는 ID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단
말(101)의 기억장치(105)로부터 삭제한다(도 12의 9).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
에, 처리 결과와 삭제한 데이터의 ID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참조하
여, 아직 삭제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도 12의 10).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삭제한 실데이터(216)
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12의 1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필요에 따라서 구성 데이터(305) 자체를 삭제한다
(도 12의 12).

긴급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일시를 갱신한다(도 12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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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로부터, 긴
급삭제 플래그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삭제(구체적인 예로는, OFF로)한다(도 12의 1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서버(103)에, 긴급삭제 처리가 종료한 것과 삭제한
데이터의 ID를 보고한다(도 12의 15). 이 경우,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삭제대상 영역 전부에 1, 0 등의
의미없는 데이터를 기입하기까지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또, 긴급삭제 처리 시에, IC카드(102)가 뽑혀버린 경우라도 삭제는 속행한다. 그 후, 삭제를 실시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정지당하더라도, 다시 IC카드(102)를 삽입했다면,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의 긴급삭제 플래그가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한다.

이상이, 긴급삭제시의 흐름이다.

또, 실데이터(216)에는,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한이 정해져있어, 유효기한이 종료한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
이션(201)이 삭제하는 일도 있다.

유효기한 종료 데이터의 삭제의 흐름을 도 13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요구하여, 구성 데이
터(305) 및 목표 데이터(306)를 취득한다(도 13의 1).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구성 데이터(305)의 유효기한 정보와 현재의 일
시정보를 비교하고, 유효기한이 종료한 실데이터(216)의 ID를, 삭제할 데이터로서 올린다(도 13의 2).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목표 데이터(306)를
통지한다(도 13의 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갱신한다(도 13의 4).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삭제 수단(209)은, 삭제의 목표가 되는 ID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단말
(101)의 기억장치(105)로부터 삭제한다(도 13의 5).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수단(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에, 처리 결과와 삭제한
데이터의 ID를 통지한다(도 13의 6).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수단(304)은, 목표 데이터(306)의 삭제한 ID의 처리 상태를 「종
료」로 한다(도 13의 7).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필요에 따라 구성 데이터(305) 자체를 삭제한다(도
13의 8).

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일시를 갱
신한다(도 13의 9).

이상이 유효기한 종료 데이터의 삭제의 흐름이다.

또, 실데이터(216) 가운데, 고객 리스트 데이터나 계약 정보 등의 실데이터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에 의
해 내용이 참조되어 단말(101)의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

실데이터(216)의 참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의 처리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사용자 조작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참조 요구와,
참조하고 싶은 실데이터(216)의 ID를 수신하여,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ID
에 대응하는 복호키와 해시값을 기재하고 있는 구성 데이터(305)를 요구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요구된 실데이터(216)의 ID에 대응하는 구성 데이
터(305)를 참조하고, 또 대응키 번호를 참조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대응키 번호에 대응한 키 데이터(3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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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에, 복호화하기 위
한 키와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 구성 데이터(305)를 응답으로서 돌려준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복호화 수단(215)은, 실데이터(216)의 ID에 대응하는 복호화하기 위한 키로, 실
데이터(216)를 복호화 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 검증 수단(210)은, 실데이터(216)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01)으로부터 취득한 구성 데이터(305)의 해시값과 비교하여, 개찬되어 있지 않은가를 검증한다.
이로써 실데이터(216)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때,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제어 수단(213)은, 참조 요구를 보낸 상대에 따라, 참조할 데이터의 범위
에 제한을 걸거나, 사용자 ID나 시각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으로 넣어도 좋고, 인쇄나 보존
등 참조 후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 제한을 걸어도 좋다.

이상이 실데이터(216)의 참조 흐름이다.

또, 실시형태 1에서는, 시각을 비교할 때의 현재 시각은, 이하의 구조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취
득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의 취득과 보존의 흐름을 도 31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MTA(200)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과, 단말(101)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간에서 실시된다.

서버(103)는, 네트워크 상의 신뢰할 수 있는 시각서버와 시각을 동기(同期)화 하고 있어, 정확한 시각 정보를 단말
에게 제공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서버(103)가 단말(101)에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시각 정
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서버 또는 시각 서버로부터 시각 정보를 수신하도록 해도 좋다.

MTA(200)는, 맨처음 기동하면 서버와 SSL의 통신 세션을 확립함으로써, 서버가 올바른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서
버임을 인증하고, 시큐어 세션을 확립한다(도 31의 1).

MTA(200)의 시각 취득 수단(206)은, 서버로부터 시각 정보를 취득한다(도 31의 2).

MTA(200)의 시각 카운트 수단(207)은, 경과시간을 계측하고, 취득한 시각정보와 합하여, 현재 시각을 산출한다(도
31의 3). MTA(200)의 시각 카운트 수단(207)은, 전원이 오프 되어 MTA(200)가 종료할 때까지 시각을 계속 카운
트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카운트 하는 시각은, 사용자가 변경하거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변경하거나 할 수
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MTA(200)에 의해 시각이 계속 카운트되므로, 단말(101)은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단말(101)상에서 기동중인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나 그 외의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시각을 이용할 경우
에는, MTA(200)에 문의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을 취득한다(도 31의 4).

또, MTA(200)는, 서버로부터 취득한 시각이나 카운트 한 시각을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에 통지한다(도 31의 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의 카드 제어 수단(304)은, 통지된 시각을 카드 기억장치(107)에 시각 데이터
(313)로서 보존한다(도 31의 6).

또,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으로의 시각 정보의 통지 타이밍은, 3종류있다. 하나는, 서버로부터 시각
정보를 취득한 직후이며, 또하나는, 1시간에 1회와 같은 정기적인 타이밍이며, 또하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
터 시각 취득 요구를 받는 등의 이벤트 발생시이다.

보존한 시각데이터의 이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일단 단말(101)의 전원을 오프하여, 다음번 기동한 때에 서버로부터 시각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
MTA(200)는, 단말(101)의 시각을 IC카드(102)에 보존한 시각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단말(101)의 시각이 카드 기
억장치(107)의 시각 데이터(313)가 나타내는 시각보다 과거였을 경우, MTA(200)의 제어 수단(205)은, 시각이 부
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정하고,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
으로써, 시간을 전(前)으로 되돌림으로써 유효기한이 종료한 실데이터(216)나 애플리케이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 단말(101)의 시각이 카드 기억장치(107)의 시각 데이터(313)가 나타내는 시각보다 미래였을 경우에도, 그 차이
가 미리 설정한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MTA(200)의 제어 수단(205)은, 시각이 부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정하고,
서버에 접속하여 새로 시각 정보가 취득되지 않는 한,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
케이션을 기동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시간을 진행시켜서, 아직 이용가능하게 되어있지않은 실데이터
(216)나 애플리케이션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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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각 데이터(313)에는, 시각 정보 서버로부터의 취득에, 연속해서 실패한 회수와 그 회수의 허용 최대치가 기록
되어 있다. 연속해서 실패한 회수는, 서버로부터의 시각 정보가 취득에 실패하면 1만 카운트업하고, 서버로부터 시
각 정보가 취득되면 제로로 리셋된다. 그 회수가 허용 최대치를 넘으면, MTA(200)의 제어 수단(205)은 데이터 관
리 애플리케이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지 않게 된다.

시각 정보의 취득에 실패하면, MTA는 단말(101)의 화면에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온라
인 상태로 할 것을 사용자에 촉구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어떤 빈도로 단말(101)과 서버를 온라인으로 하여, 단말
(101)상의 데이터와 시각을 서버와 동기화 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계측한 경과시간이 실제의 경과시간보다 늦어지도록 단말(101)의 클록을 부정하게 개조하는 경우가 생각되지
만, 그러한 경우의 대처법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네트워크 상의 서버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우선, 시각 취득 수단(206)은, 서버로
부터 시각 정보를 취득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은, 미리 결정한 시간, 예를 들면 1분으로 하여 시각을 측정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측정한 시간으로, 1분 경과한 후에, 시각 취득 수단(206)은, 서버로부터 시각 정보를 취득
한다. 시각 취득 수단(206)이 취득한 시각의 차분(差分)이 2분이었다고 하고, 미리 결정한 시간이 1분이었으므로 비
교하면, 실제의 경과시간이 2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각 카운트 수단(207)의 시각의 측정방법을 보정하
여,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계측한 경과시간의 2배를 실제 경과시간으로 하여,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시각의
경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된다. 또, 경과시간에 차이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단말이라고 판단하여, 제어 수단
(205)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정지 또는 종료하는 대처법도 있다.

또 하나는, IC카드(102)를 이용함으로써 오프 라인에서도, 정확한 시각의 경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은, 미리 결정한 시간, 예를 들면 1분으로 하여 시각을 카운트 한다. 동시에, 제어 수단(205)
은,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에, 시각 카운트 개시를 요구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계측 한 시간으로, 미리
정한 시간인 1분이 경과한 후에, 제어 수단(205)은,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에게 경과 시각을 요구한다.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의 계측 한 경과 시각이 2분이었다고 한다면, 미리 결정한 시간(여기서의 1분 )을 비교함으로
써,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계측 한 시간을 2배한 시간이, 실제의 경과시간이라고 알게 되므로, 시각 카운트 수단
(207)의 시각 측정 방법을 보정(補正)함으로써, 시각 카운트 수단(207)의 계측한 경과시간의 2배를 실제 경과시간
으로 하여, 오프 라인에서도,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시각의 경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경우,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에, 계측 시간(여기서의 1분 )을 세트하고,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으로부터의 계측
종료 통지를 받은 후에, 보정 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또, 이 경우도, 경과시간에 차이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단말이
다고 판단하고, 제어 수단(205)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정지 또는 종료하는 대처법도 있다.

(실시형태 2)

본 발명의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를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을 도 32에 나타낸다.

실시형태 2에서는, 카드로서,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를 이용한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는, 통상
의 IC카드(102)에 비해, 큰 기억용량을 갖고 있는 카드이다. 실시형태 2에서는, 실시형태 1에 있어서 단말(101)의
기억장치(105)에 보존하고 있던 데이터를,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에 보존한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는, 단말(101),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 및 서버(103)로 구성되어 있다. 시큐어 데
이터 관리장치는, 단말(101)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의 개요를 도 35에 나타낸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이용 목적의 개요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과 같다.

이하, 처리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단말(101)의 전원을 온으로 하고,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을 삽입하여, 또는, 이미 장착되어 있으면, 우선,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로,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이 기동한다(도 35의 1).

단말(101)에서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으로부터 발행된 MTA(3200)가 기동한다(도 35의 2).
MTA(3200)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과 인증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세션을 확립한다(도 35
의 3).

MTA(3200)는, 단말(101) 상태를 조사한다. 이 경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기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MTA(3200)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에,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발행 요구를 보낸
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은, MTA(3200)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을 발행한다
(도 35의 4). 이것을 받은 MTA(3200)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을 기동한다(도 35의 5). 이 때,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션을
확립한다(도 35의 6).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필요에 따라,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동기 전처리 및 동기처리를 실
시한다(도 35의 7).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동기 전처리 결과(동기의 목표 등), 동기처리 결과(다운로
드 성공 등), 동기처리로 얻은 데이터(실제로 동기하는 데이터 그 자체)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에
대해 통지한다(도 35의 8).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은, 동기로 얻은 데이터에 대한 갱신이나 삭제 등
의 처리를 실시한다(도 3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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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은, 처리 결과에 기초하여, 상황 정보를 갱신한다(도 35의 10). 처리 타이밍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과 같다.

이상이,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처리 개요이다.

단말(101)의 구성은, 실시형태 1과 같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는, 카드 처리 모듈(3002), 시큐어 기억장치(3003), 및 카드 기억장치(3004)로 구
성되어 있다. 서버(103)는, 실시형태 1과 같다.

본 발명의 보다 구체적인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단말(101)의 내부 구성은, 실시형태 1과 같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시큐어 기억장치(3003) 및 카드 기억장치(3004)는, 변형억제성을 가지는 등, 외
부로부터의 직접 참조가 곤란한 기억 영역으로, 예를 들면 EEPROM등으로 실장된다.

이어서,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내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는, 도 3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카드 처리 모듈(3002), 시큐어 기억장치(3003), 및
카드 기억장치(3004)로 구성되어 있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카드 처리 모듈(3002)은, CPU, 기억 메모리(ROM와 RAM), 및 단말과 통신하기
위한 호스트 인터페이스(I/F)로 구성되고 시큐어 기억장치(3003) 및 카드 기억장치(3004)는, EEPROM등의 불휘발
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는 전체적으로 변형억제성을 지니고 있다.

시큐어 기억장치(3003)로의 액세스는, 카드 처리 모듈(3002)을 경유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시큐어 기억장치
(3003)에 기록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참조할 때에 복호화된다. 암호화와 복호화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파일 시스템이 실시하기 때문에, 키에 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

실시형태 2에 있어서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의 상세를 나타내는 블록도를, 도 33 및 도 34에 나타낸다.

도 33은, 단말(101)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34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기능 블록도이다.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의 기능은, 실시형태 1의 경우의 기능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IC카드(102)가 아니
고,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와 통신하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점이다.

실시형태 2에서는, 처리 모듈(104)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MTA(3200)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을
실행한다.

MTA(3200)의 기능의 개요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의 MTA(200)와 동일하다. 처리 흐름이 다소 바뀌기 때문에, 자
세한 것은 후술한다.

MTA(3200)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 조사 수단(3204), 제어수단(3205), 시각 취득 수단(3206), 및 시각
카운트 수단(3207)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개요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의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동일하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과 다른 점은, 실데이터(216)의 보존 장소가, 단말(101)의 기억장치(105)가 아니기
때문으로 인한, 처리 흐름의 변화이다. 자세하게는 후술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데이터 동기 수단(3208),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 조사 수단(3212), 및
제어 수단(3213)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장치(105)의 기능은, 실시형태 1과 동일하다.

실시형태 2에서는, 기억장치(105)에는, 특별히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는다.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카드 처리 모듈(3002)은, 실시형태 1의 카드 처리 모듈(106)과 동일한 기능을 구
비하고 있다.

실시형태 2에서는, 카드 처리 모듈(3002)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을 실행한
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은,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 인증 수단(3303), 카드 제어 수단
(3304), 데이터 삭제 수단(3305), 및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314)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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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기억장치(3004)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상에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이다. 단말(101)측에서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기억장치(3004)에는,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는다.

시큐어 기억장치(3003)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상에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이다. 카드 처리 모듈
(3002)을 경유해서만 액세스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실시형태 2에서는,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는, 구성 데이터(3306), 실데이터(216),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
이터(217), 목표 데이터(306),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 전회 갱신 일시 데이터(308), MTA 데이터
(309),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키 데이터(312), 및 시각 데이터(313)를 보존하고 있다.

실데이터(216),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217), 목표 데이터(306),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
(307),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 MTA 데이터(309),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키 데이터(312), 및 시각 데이
터(313)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과 동일하다.

구성 데이터(3306)는, 실시형태 1의 구성 데이터(305)와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이하의 2가지 점이다. 실데이터
(216)를 시큐어 데이터 카드(3001)의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보존하고 있어, 개찬이나 바꿔치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해시값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 실데이터(216)의 암호화나 복호화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파
일 시스템이 실시하기 때문에, 키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키 번호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는다.

구성 데이터(3306)의 구체적인 예를, 도 39, 도 40, 도 41, 도 42, 및 도 43에 나타낸다.

도 3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항목으로서는, ID, 종별, 유효기한, 및 갱신일시가 있다. 각각의 괄호 속의 숫자는, 데
이터로 표현한 경우의 값이다.

예를 들면, 도 40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42가 되고, 도 41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도 43이 된다.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를 이용하여, 단말(101)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사 수단(3204)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참조하여,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나,
기동하고 있음/기동하고 있지 않음 등을 조사하는 수단이다.

제어 수단(3205)은, 조사 수단(3204)의 조사 상황의 보고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를 기초로 기동
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의 결정을 실시하는 수단이다. 또, 제어 수단(3205)은, 들어있는 인증용 키를 취득하는 수단이
다. 또, 제어 수단(3205)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바이더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 등에 접속하기 위한 수
단이다.

시각 취득 수단(3206)은, 네트워크 상의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서버로부터, 시각을 취득하는 수
단이다. 또, 시각 취득 수단(3206)은, 그 취득한 시각을, 시각 카운트 수단(3207)과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
에 통지한다.

시각 카운트 수단(3207)은, 시각 취득 수단(3206)으로부터의 통지시각을 기초로, 현재 시각을 계측하는 수단이다.
또, 시각 취득 수단(3206)은, 그 계측한 시각을,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에 통지한다.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서버(103)와 통신하여,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실데이터(216), 데이터 관리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217),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 MTA 데이터(309), 및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등의 데이터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실시한다. 또,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처리 상황을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
드(3001)에 통지한다.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서버(103)와 통신하여, 전회 갱신일시 데이터(308), 서버(103)의 데이터의 갱신
정보, 구성 데이터(3306)의 갱신일시와 유효기한 데이터,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및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
로,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또,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결정한 목
표 데이터(306)를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에 통지한다.

조사 수단(3212)은, 단말(101)의 상황 정보로서, 기억장치(105) 및 시큐어 기억장치(3003)의 남은 기억용량, 및
CPU 부하율 등을 조사하여 제어 수단(3213)에 통지하는 수단이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조사 수단(3212)로부터의 통지 정보와 목표 데이터(306)
를 기초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동작을 결정하는 수단이다.

또, 제어 수단(3213)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이 구비하는 수단이며,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바
이더나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세션 키를 집어넣어,
MTA(3200)에 대해 송신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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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단(3303)은, 서버(103), 단말(101), MTA(3200),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 그 외 단말(101)상에서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카드 기억장치(3004) 및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보
존하고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참조, 변경하는 수단이다.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314)은,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에서 시각의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데이터 삭제 수단(3305)은, 목표 데이터(306)를 기초로, 실데이터(216)의 삭제를 실시한다. 또, 데이터 삭제 수단
(3305)은, 카드 제어 수단(3304)에 처리 상황을 통지한다.

또, 동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수단끼리는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수단이 취득, 참조한 데이터
는, 어느 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버(103), 단말(101), 및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는, 인증시에 얻은 키를 공유하고, 서로 통신하는 경우
는, 통신로를 암호화하고 있다.

MTA(3200)의 기동 흐름에 임해서, 설명한다.

MTA(3200)의 기동 처리는, 단말(101)의 OS, MTA 로더, 및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
다. 실시형태 1에 있어서 MTA(200)가 실시하던 처리를, MTA(3200)가 실시한다. 실시형태 1에 있어서 데이터 관
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01)이 실시하던 처리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이 실시한다.

이상이, MTA(3200)의 기동 흐름이다.

MTA(3200)의 판단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에 대해서 도 44를 기초로 설명한다.

이 경우의 처리는, MTA(3200)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실시형태 1과 달리, 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원래 데이터가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보존되고 있음으로 인해, 흐
름이 다르다.

MTA(3200)의 제어 수단(3205)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기동 애플리
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요구한다(도 44의 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보존하고 있는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참조하여, MTA(3200)의 제어 수단(3205)에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송신한다(도 44의 2).

MTA(3200)의 조사 수단(3204)은, 단말(101)의 처리 모듈(104)로 현재 기동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여,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에 기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상태를 조사한다. 그 결과, MTA(200)의 애플
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에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기동하고 있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 기동 처리를 개시한다(도 44의 3).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
단(3302)에 애플리케이션의 발행을 요구한다(도 44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인증용 세션 키를 생성하고,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에 집어넣는다(도 44의 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
단(3203)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발행한다(도 44의 6).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발행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한다(도 44의 7).

기동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301>의 경우라면, 제어 수단<3213>을 말함) 은, 들
어있는 세션 키를 취득하여,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인증 수단(3303)과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
한다(도 44의 8).

세션을 확립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은, 그 후의 처리에 필요한 암호키나 복호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대해 요구하여 취득한다(도 44의 9).

이상이 MTA(3200)의 판단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이다.

사용자의 요구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에 대해서는, 도 45를 기초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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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처리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GUI등의 인터페이스와 MTA(3200)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
(3301) 간에서 실시된다.

사용자는, GUI등을 통해,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에 대해, 기동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의 기
동을 요구한다(도 45의 1).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
단(3302)에 애플리케이션의 발행을 요구한다(도 45의 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인증용 세션 키를 생성하여, 애플리케
이션 데이터에 집어넣는다(도 45의 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
단(3203)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발행한다(도 45의 4).

MTA(3200)의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발행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한다(도 45의 5).

기동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3301>의 경우라면, 제어 수단<3213>을 말함)은, 들
어있는 세션 키를 취득하여,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인증 수단(3303)과의 사이에서, 세션을 확립
한다(도 45의 6).

세션을 확립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은, 그 후의 처리에 필요한 암호키나 복호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대해 요구하여 취득한다(도 45의 7).

이상이 사용자의 요구에 기초한 애플리케이션 기동 흐름이다.

접속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실시형태 1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제어 수단(213)이 제어 수단(3213)으로 되어 있는 점, 카드 제어 수단(304)이
카드 제어 수단(3204)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처리 흐름에 대해서는, 실시형태 1과 동일하다.

목표 데이터(306)를 결정하기 위한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실시형태 1과 비교하여, 구성 데이터(305)가 구성 데이터(3306)로 되어 있는 점, 제어 수단(213)이 제어 수단
(3213)으로 되어 있는 점, 카드 제어 수단(304)이 카드 제어 수단(3304)으로 되어 있는 점, 카드 기억장치(107)가
시큐어 기억장치(3003)로 되어 있는 점,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이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으로 되어 있
는 점, 조사 수단(212)이 조사 수단(3212)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조사 수단(212)이, 단말(101)의 기억장치(105)의
남은 기억용량이 아니라, 시큐어 데이터 관리 카드(3001)의 시큐어 기억장치(3003)의 남은 기억용량을 조사하는
점이 다르다.

데이터 동기처리의 흐름을 도 36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동기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에 요구한다(도 36의 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의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
의 목표가 되어 있는 데이터의 ID를 참조한다(도 36의 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에, 다운로드
데이터의 ID리스트, 업로드할 데이터의 ID, 및 삭제할 데이터의 ID를 응답으로서 돌려준다(도 36의 3).

응답을 받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의 몇가지 처리를
적절하게 개시한다. 여기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 및 삭제의 모든 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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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할 경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데이터의 ID를 지정하고, 다운로
드할 데이터를 서버(103)에 요구하여, 서버(103)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도 36의 4), 5). 이 때에, 데이터의
갱신 일시와 유효기한도 다운로드 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수신한 데이터, 갱신일시, 및 유효기한을, 데이터 관리 카
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통지한다(도 36의 6).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받은 데이터를 실데이터(216)로서 보존한다(도
36의 7).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의 다운로드한 ID의 처리 상태
를 「종료」로 한다(도 36의 1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다운로드 한 데이터의 ID에 대응하는 구성 데이
터(3306)의 갱신일시와 유효기한을 갱신한다(도 36의 14).

다운로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 일시
를 갱신한다(도 36의 1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서버(103)에, 다운로드의 처리가 종료한 것과 다
운로드한 데이터의 ID를 보고한다(도 36의 16).

업로드할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서버(103)에 송신할 실데이터
(216)와 구성 데이터(3306)의 갱신일시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요구
하여 취득한다(도 36의 8).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실데이터(216)의 ID를 지정하여, 서버(103)에 데이
터를 업로드 한다(도 36의 9).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
(3304)에, 처리 결과와 업로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통지한다(도 36의 1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업로드 한 실데이터
(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36의 13).

업로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 일시를
갱신한다(도 36의 1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서버(103)에, 업로드 처리가 종료한 것과 업로드
한 실데이터(216)의 ID를 보고한다(도 36의 16).

삭제할 경우는,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데이터 삭제 수단(3305)은, 목표 데이터(306)에 올라가 있
는 ID에 대응하는 실데이터(216)를 시큐어 기억장치(3303)로부터 삭제한다(도 36의 12).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삭제한 실데이터
(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갱신한다(도 36의 13). 또, 필요에 따라 구성 데이터(3306) 자체를 삭제한다.

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 일시를 갱
신한다(도 36의 1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서버(103)에 삭제의 처리가 종료한 것을 통지한
다. 그리고, 삭제 처리의 종료 통지와 함께, 삭제한 실데이터(216)의 ID를 보고해도 좋다(도 36의 16).

이상이, 데이터의 동기처리의 흐름이다.

긴급삭제시의 흐름을 도 37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이 경우, 서버(103)가, 데이터를 긴급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도 37의 1).

서버(103)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에 긴급삭제 명령을 내린다(도 37의
2).

긴급삭제 명령의 패턴으로서는, 2 패턴 있다. 하나는, 긴급삭제 명령만을 내리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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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 삭제 명령과 삭제하는 데이터의 ID리스트를 내리는 경우이다.

긴급 삭제 명령만인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데
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구성 데이터(3306)와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311)
를 요구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삭제 목표와 처리순서를 결정한다(도 37의 3).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
(3304)에 대해, 긴급삭제의 통지와 목표 데이터(306)의 통지를 실시한다(도 37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갱신하고, 긴급삭제의 목표
데이터를 추가한다(도 37의 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의 긴급삭제
플래그를 ON으로 한다(도 37의 6). 삭제가 실시되는 것이 카드 속(內)인 점이, 실시형태 1과 다르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데이터 삭제 수단(3305)은, 긴급삭제의 목표가 되는 실데이터(216)를 시
큐어 기억장치(3003)로부터 삭제한다(도 37의 7). 또,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
(3304)은, 키 데이터를 삭제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
(306)에 있어서, 삭제한 실데이터(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한다(도 37의 8).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구성 데이터(3306)를 삭제해도 좋다(도 37의
9).

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긴급삭제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
일시를 갱신한다(도 37의 10).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307)로부터,
긴급삭제 플래그의 정보를 OFF로 한다(도 37의 11).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서버(103)에, 긴급삭제의 처리가 종료한 것과 삭
제한 데이터의 ID를 보고한다(도 37의 12).

실데이터(216)가, 카드에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형태 1과 처리 흐름이 다르다.

이상이, 긴급삭제시의 흐름이다.

유효기한 종료 삭제의 흐름을 도 38에 나타낸다.

이 경우의 처리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에 요구하여, 구성
데이터(3306)를 취득한다(도 38의 1).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목표 데이터(306) 결정 수단은, 구성 데이터(3306)의 유효기한 정보와 현재의
일시 정보를 비교하고, 유효기한이 종료해 있는 실데이터(216)의 ID를, 삭제할 목표 데이터로서 올린다(도 38의 2).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
(3304)에 목표 데이터(306)를 통지한다(도 38의 3).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를 갱신한다(도 38의 4).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데이터 삭제 수단(3305)은, 삭제목표가 되는 ID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시
큐어 기억장치(3003)로부터 삭제한다(도 38의 5).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목표 데이터(306)에 있어서, 삭제한 실데이터
(216)의 처리 상태를 「종료」 상태로 한다(도 38의 6).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구성 데이터(3306)를 삭제한다(도 38의 7).

삭제할 목표 데이터(306)가 아직 존재할 경우는 처리를 계속하고, 없는 경우는 목표 데이터(306)의 종료 일시를 갱
신한다(도 38의 8).

이상이 유효기한 종료 삭제의 흐름이다.

실데이터(216)의 참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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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처리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과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 간에서 실시된다.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제어 수단(3213)은, 사용자 조작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참조하고 싶
은 실데이터(216)의 ID를 요구로서 수신하고,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에,
요구에 대응하는 실데이터(216)를 요구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시큐어 기억장치(3003)의 실데이터(216)를 참
조하여, ID에 대응하는 실데이터(216)를 참조한다.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의 카드 제어 수단(3304)은,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제어 수단(3213)에
실데이터(216)를 송신한다.

이상이, 실데이터(216)의 참조의 흐름이다.

시각을 비교할 때의 현재 시각은, 이하의 구조를 이용하여 취득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각의 취득과 보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의 처리는, 서버(103)와 MTA(3200)와 데이터 관리 카드 애플리케이션(3301)과 단말(101)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서 실시된다.

실시형태 1과 비교하면, 다른 점은, 제어 수단(205)이 제어 수단(3205)으로 되어 있는 점, 시각 취득 수단(206)이
시각 취득 수단(3206)으로 되어 있는 점,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시각 카운트 수단(3207)으로 되어 있는 점, 카드
제어 수단(304)이 카드 제어 수단(3304)으로 되어 있는 점, 카드 기억장치(107)가 시큐어 기억장치(3003)로 되어
있는 점,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이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314)로 되어 있는 점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를 이용함으로 인해, 정보처리 단말 상에서 동작하는, 시
큐어 디바이스와 신뢰 관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동기처리, 데이터의 개찬 검출, 데이터의 긴급 삭
제, 유효기간이 종료한 데이터의 삭제, 데이터에 대한 참조, 현재 시각의 취득이나 계측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형태에 조금도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
로 실시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IC카드 등의 시큐어 디바이스를 장착할 수 있고,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베이스 서버와 동기처리 등을 실시하는, 휴대전화, 휴대 정보 단말(PDA), 퍼스널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에서 일탈하는 일 없이, 여러가지 변경이나 수
정을 여기에 추가시킬 수 있다.

본 명세서는 2003년 8월29일에 출원한 일본국 특허출원 2003-307863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이 내용은 전부
여기에 포함시켜 놓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로 실행하는 시큐어 디바이스(102)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가 장착되는
정보처리 단말(101)로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로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200)을 상기 정보처리 단말
(101)에 대해서 발행하는 카드 처리 모듈(106)과,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의 데이터를 격납하는 카드 기억장치(107)를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은,

실데이터 및 상기 실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를 격납하는 기억장치(105)를 구
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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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을 기동하고,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 간에서 인증 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
케이션(200)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와 인증 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에 의해 인증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
션(201)이 외부의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 또는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가 장착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조사 수단(204)을
구비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 동작을 종료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상기 실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해시값이 각각 격납되어
있고,

상기 실데이터 또는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이용될 때에 각각의 해시값을 산출하고, 산출한 해시값
을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상기 실데이터 및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201)의 개찬을 체크하는 데이터 검증 수단(210)을 구비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자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제어 수단(213)을 구비하고,

상기 카드 처리 모듈(106)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카드 제어 수단(304)을 구비하
고,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상기 데이터 검증 수단(210)은, 동기처리에 의해 상기 서버(103)로부터 수
신한 실데이터의 해시값을 산출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상기 제어 수단(213)은, 상기 데이터
검증 수단(210)에 의해 산출된 해시값을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에 송신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은, 상기
제어 수단(213)으로부터 송신된 해시값을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암호화 수단(214) 및 복호화 수단(215)을 구비하고,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암호키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실데이터는,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암호키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암호화 수단(214)에 의해 암
호화된 상태로 상기 기억장치(105)에 격납되고, 복호화 할 경우는,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암호키 데이
터를 이용하여 상기 복호화 수단(214)에 의해 복호화 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이 기술된 기동 애플리케이
션 리스트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 속에는,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기술되고 있으며,

공개특허 10-2005-0021922

- 25 -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 상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처리를 실시하는 애플리케
이션 조작 수단(203)을 구비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203)은, 상기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참조하여, 항상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이 기동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발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발
행 수단(218)을 구비하고,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자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제어 수단(213)을 구비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는, 인증 수단(303)을 갖추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218)은, 상기 기억장치(105)에 격납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데이터에,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와 인증 처리를 실시하는 인증 정보를 집어넣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의 상기 제어 수단(213)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의 상기 인
증 수단(303)과 인증 처리를 실시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 데이터 동기 수단(208), 데이터 삭제 수단
(209) 및 제어 수단(213)을 구비하고,

상기 카드 처리 모듈(106)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카드 제어 수단(304)을 구비하
며,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상기 서버(103)와의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 내용을 기술한 목표 데이터를
생성 또는 결정하고, 상기 제어 수단(213)은,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에 의해 생성 또는 결정된 목표 데이
터를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에 송신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은, 상기 제어 수단(213)으로부터 송신된 목
표 데이터를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하고, 상기 데이터 동기 수단(208)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
납된 목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실데이터에 대한 상기 서버(103)와의 동기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데이터 삭제 수
단(209)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목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기억장치(105)에 격납된 실데이터를 삭
제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상기 실데이터의 이용 가능한 기한을 나타내는 유효기한 정보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유효기한 정보를 기초로, 유효기한이 지난
삭제해야 할 실데이터를, 삭제되어야 할 데이터로서 목표 데이터로 설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실데이터에 대한 처리의 종류별 우선도와, 각 처리 종류 마다의 데이터의 우선도를
기술한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를 기초로, 목표 데이
터를 생성 또는 결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데이터에는, 각 처리의 처리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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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수단(213)은, 각 처리의 결과 정보를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에 통지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은,
상기 제어 수단(213)에 의해 통지된 처리 결과 정보를 기초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목표 데이터를 갱
신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는, 긴급삭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삭제 플래그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211)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긴급삭제 플래그가 ON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삭제 처리를 실시할 목표 데이터를 생성 또는 결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201)은, 자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제어 수단(213)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213)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 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실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요구할 경우, 상기 복호화 수단(215)에 의해 복호화 된 실데이터에 대해, 일시 및/또는 사용자 ID를 디지털 워터마
킹으로 집어넣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상기 실데이터를 송신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4.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로 실행하는 시큐어 디바이스(102)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가 장착되는
정보처리 단말(101)에 의해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로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200)을 상기 정보처리 단말
(101)에 대해 발행하는 카드 처리 모듈(106)과,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의 데이터를 격납하는 카드 기억장치(107)를, 구비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네트워크 상의 서버(10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는 시각취득 수단(206)과,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 상에서의 현재 시각을 카운트하는 시각카운트 수단(207)을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을 기동하고,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 간에서 인증 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
케이션(200)의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이 상기 서버(10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고,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
(207)으로 설정하여,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나타내는 시각을 현재 시각으로 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제어 수단(205)을 구비하고,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은, 네트워크 상의 서버(103)로부터 복수 차례 현재 시각을 취득하고, 상기 제어 수단
(205)은,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이 취득한 현재 시각의 차분에 기초하는 경과시간과,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
(207)이 나타내는 경과시간과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나타내는 경과시간의 정당성을 판단
하여, 부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작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정지하는, 시큐어 데이
터 관리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는, 시각을 카운트 하는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을 구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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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제어 수단(205)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205)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102)의 상기 카드 시각 카운트 수단(314)이 나타내는 경과시간과,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의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나타내는 경과시간과를 비교함으로써, 상기 정보처리 단
말(101)의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나타내는 경과시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작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정지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처리 모듈(106)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카드 제어 수단(304)을 구비하
고,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제어 수단(205)을 구비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은,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의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이 네트워크 상의 서버(103)로부
터 현재 시각을 취득한 때에, 이 취득된 현재 시각을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하고, 상기 제어 수단(205)은,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이 새로이 기동한 때에,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이 네트워크 상의 서버(10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현재 시각과,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의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207)이 나타내는 현재 시각을 비교함으로써,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의 상기 시각 카운트 수단
(207)이 나타내는 현재 시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부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
작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정지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처리 모듈(106)은,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카드 제어 수단(304)을 구비하
고,

상기 애플리케이션(200)은, 제어 수단(205)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205)은, 상기 시각 취득 수단(206)이 시각 정보의 취득을 실패한 경우에,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
에 실패한 것을 통지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은, 실패 회수를 상기 카드 기억장치(107)에 격납하고, 상기 제
어 수단(205)은, 상기 카드 제어 수단(304)에 격납된 실패 회수가 허용 회수를 넘었을 경우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
말(101)에서 동작중의 애플리케이션을 정지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19.

데이터의 격납 및 연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실행하는 시큐어 디바이스(3001)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가 장
착되는 정보처리 단말(101)로 구성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로서,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을 제어하는 애플리케이션(3200)을 상기 정보처리 단
말(101)에 대해 발행하는 카드 처리 모듈(3002)과,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 데이터, 실데이터, 및 상기 실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 데이
터를 격납하는 시큐어 기억장치(3003)를 구비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에 의해 발행된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을 기동하고, 기동한 상기 애플리케이션
(3200)과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 간에서 인증 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에 의해 인증된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3201)이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와 인증 처리를 실시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에 의해 인증된 데이
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이 외부의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하는, 시큐어 데
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 또는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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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가 장착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조사 수단(3204)
을 구비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면, 동작을 종료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이 기술된 기동 애플리
케이션 리스트 데이터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 안에는,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이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 상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3200)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의
기동처리를 실시하는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을 구비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조작 수단(3203)은, 상기 기동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데이터를 참조하여, 항상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이 기동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자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제어 수단(3213)을 구비하고,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는,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에서 기동해야 할 애플리케이션을 발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과, 인증 수단(3303)을 구비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 발행 수단(3302)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데이터에, 상기 시큐어 디바이스(3001)와 인증 처리를 실시하는 인증 정보를 집어넣어,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
이션(3201)을 기동하고, 기동한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의 상기 제어 수단(3213)은, 상기 시큐어 디바이
스(3001)의 상기 인증 수단(3303)과 인증 처리를 실시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 데이터 동기 수단(3208), 및 제어 수단
(3213)을 구비하고,

상기 카드 처리 모듈(3002)은, 데이터 삭제 수단(3305) 및 카드 제어 수단(3304)을 구비하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상기 서버(103)와의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의 내용을 기술한 목표 데이터
를 생성 또는 결정하고, 상기 제어 수단(3213)은,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에 의해 생성 또는 결정된 목표
데이터를 상기 카드 제어 수단(3304)에 송신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3304)은, 상기 제어 수단(3213)으로부터 송
신된 목표 데이터를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하고, 상기 데이터 동기 수단(3208)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
치(3003)에 격납된 목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서버(103)와의 사이에서 상기 실데이터의 동기처리를 실시하고, 상
기 데이터 삭제 수단(3305)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목표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
(3003)에 격납된 실데이터의 삭제를 실시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는, 상기 실데이터의 이용가능한 기한을 나타내는 유효기한 정보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유효기한 정보를 기초로, 유효기한이
지난 실데이터를 삭제되어야 할 데이터로서 상기 목표 데이터로 설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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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는, 실데이터에 대한 처리의 종류별 우선도와 각 처리 종류 마다 데이터의 우선도를
기술한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가 격납되고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데이터 폴리시 데이터를 기초로, 목표
데이터를 생성 또는 결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데이터에는, 각 처리의 처리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제어 수단(3213)은, 각 처리의 결과 정보를 상기 카드 제어 수단(3304)에 통지하고, 상기 카드 제어 수단
(3304)은, 상기 제어 수단(3213)에 의해 통지된 처리 결과 정보를 기초로,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목표 데이터를 갱신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는, 긴급삭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삭제 플래그가 격납되어 있고,

상기 목표 데이터 결정 수단(3211)은, 상기 시큐어 기억장치(3003)에 격납된 긴급삭제 플래그가 ON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삭제 처리를 실시할 목표 데이터를 생성 또는 결정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청구항 28.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3201)은, 자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제어 수단(213)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213)은, 상기 정보처리 단말(101) 상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실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요구할 경우, 실데이터에 대해, 일시(日時) 및/또는 사용자 ID를 디지털 워터마킹으로 집어넣어, 상기 애플리케이션
에 상기 실데이터를 송신하는, 시큐어 데이터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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