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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인용 컴퓨터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요약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주 컴퓨터 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은, 허
가된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 장치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적어도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20)와 주 PC 공개 키(22)를 
포함하는 추출가능 보안부(10)와, 컴퓨터 장치의 추출불가능한 부분이며 적어도 PC 비공개 키(34)와 추출가능 주 공
개 키(32)-상기 PC 비공개 키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는 추출가능 보안부의 키들과 함께 공개 키 기반구조(PKI)로 이
루어짐-를 포함하는 PC 보안 영역(12)과, 이전에 제거되었던 추출가능 보안부가 그의 올바른 위치에 다시 놓여진 후
에 추출가능 보안부와 PC 보안 영역의 상호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허가된 사용자가 컴퓨터 장치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각각의 추출가능 보안부와 PC 보안 영역 내의 프로세싱 수단(14,26)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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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추출가능 보안부, PKI 체커, 공개 키, 비공개 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추출가능한 보안부, PC 보안 영역 및 컴퓨터 장치 시스템과의 링크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른 보안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럭도.

도 2는 추출가능한 보안부가 주 컴퓨터 장치 상에 부착된 경우 추출가능한 보안부, PC 보안 영역 및 컴퓨터 장치 시스
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개략도.

도 3은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가 주 컴퓨터 장치 상에 부착된 경우 주 추출가능 보안부, PC 보안 영역, 게스트 추출가
능 보안부 및 컴퓨터 장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략도.

도 4는 주 추출가능 보안부가 원격 컴퓨터 장치 상에 부착된 경우 추출가능 보안부, 주 PC 보안 영역, 게스트 PC 보안 
영역, 주 컴퓨터 장치 시스템 및 게스트 컴퓨터 장치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략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추출가능 보안부12: PC 보안 영역

14: 제 1 프로세서16,30: 보호 메모리18, 28: PKI 체커20,40: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22,60,42,86: PC 공개 키26: 
제 2 프로세서

32,56: 추출가능 주 공개 키34,58: PC 비공개 키

38: PC 시스템44: 공유 비공개 키

64: 공유 공개 키76: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

90: 임시 키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의 조작시에 그들의 컴퓨터 장치들이 도난되거나 해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인용 컴퓨터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또는 다른 휴대 장치들과 같은 컴퓨터 장치들이 해커 및 도둑들에게 타겟이 됨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그 컴퓨터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가 사
용된다. 이러한 패스워드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보안 통신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화 및 인증 키에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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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오늘날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에 설치하여 이들 데이터가 해제 키를 갖지 않은 
사람에 의해 판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제 키를 어딘가에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 키
가 복잡하지 않으면 발견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부단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패스워드는 아직까지 가장 일반적인 보안 수단이며, 이는 또한 가장 악용되
는 것이고, 흔히 공격자가 파괴하기 가장 쉽다. 패스워드는 보안에 있어서 일종의 모순점을 갖는다. 최적의 패스워드는 
추정하기 가장 어려운 것(길고 무작위적인 것)이어야 한다. 불행히도, 그들은 또한 기억하기에도 가장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e-메일, 전자 상거래, 또는 다른 계좌 각각에 다른 패스워드들을 사용하고 그 패스워드들
을 정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패스워드들을 
선택하거나, 복사되거나 도난될 수 있는 장소에 그러한 패스워드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패스워드 금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길고, 복잡하거나 무작위적
인 패스워드들을 저장할 공간을 제공하고, 그 후에 이들이 도난될 수 없도록 이들을 암호화한다. 몇몇 패스워드 금고는 
심지어 당신에게도 무작위적인 패스워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패스워드 금고는 당신의 디스크 상에 위치되
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패스워드를 또한 필요로 한다.

    
암호(암호문)와, 사용자, 장치 또는 데이터 인증(서명)이 전송되는 보안은 공개 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
ture: PKI)를 사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PKI 암호문에서, 사용자는 공개 키와 비공개 키의 한쌍의 키를 갖는다. 그들의 
명칭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비공개 키는 비공개로 유지되고, 반면에 공개 키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된다. 비공개 키
의 소유자는 그 비공개 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용자의 공개 및 비공개 키는 하나의 키가 다른 키
와 확실하게 링크되어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통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공개/비공개 키 기준 
암호화 작업을 행하는 데 중요하다.
    

공개 키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비공개 키는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야 하는 수령인에게 
필요하다. 비공개 키의 소지자 만이 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다. 심지어 암호화를 행한 사람이라도 비공개 키를 모른다
면 그가 방금 암호화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다.

디지탈 서명을 위해, 2가지 다른 키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디지탈 서명을 생성하거나 데이터를 표면상으
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디지탈 서명을 검증하거나 메시지를 그의 원래 형태
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2개의 키를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 비대칭 암호방식
(asymmetric cryptosystem)" 으로 언급된다.

    
디지탈 서명용 비대칭 암호방식의 키들은, 서명인에게만 알려지고 디지탈 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공개 키
와, 보통 더욱 널리 알려지며 디지탈 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개 키로 명명된다. 수령인은 디지탈 서명이 서
명인의 것인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공개 키를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인의 디지탈 서명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면, 공개 키는 예를 들면 그들이 그 서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리포지터리(repository) 또는 디렉토리
에 공개됨으로써 그들 모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상기 쌍의 키들이 수학적으로 관련되어 있더라도, 비대칭 암호방식이 설계되었고 디지탈 서명을 위해 보안상태에서 실
행되었다면, 하나의 키로부터 다른 키를 유도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실행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서명인의 공개 키를 알고 있고 그 공개 키를 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그들은 서명
인의 비공개 키를 알아낼 수는 없으며 그것을 디지탈 서명을 위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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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요 목적은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컴퓨터 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는 공개 키 기반구조(PKI)에 기반을 둔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그러므로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주 컴퓨터 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주 컴퓨터 장치의 일부이며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주 컴퓨터 
장치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적어도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와 주 PC 공개 키를 포함하는 추출가능 보안부와, 상기 컴
퓨터 장치의 추출불가능한 부분이며 적어도 PC 비공개 키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이러한 PC 비공개 키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의 쌍은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와 주 PC 공개 키의 쌍과 함께 각각 공개 키 기반구조(PKI)로 이루어짐-를 포
함하는 PC 보안 영역과, 이전에 제거되었던 추출가능 보안부가 그의 올바른 위치에 다시 놓여진 후에 추출가능 보안부
와 PC 보안 영역의 상호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허가된 사용자가 컴퓨터 장치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추출가능 보안부와 PC 보안 영역 내의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주요 이론은 추출가능 보안부(10)와 PC 보안 영역(12)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추
출가능 보안부(10)는 그가 부착되는 컴퓨터 장치에만 특정적인 것이다. 이러한 추출가능 보안부가 없으면, 컴퓨터 장
치와, 메모리, 하드 디스크 및 여러 주변기기와 같은 내장되거나 부착되는 모든 장치들이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분
은 키보드 키 또는 통합 마우스 버튼, 저용량 정보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블럭 또는 LED 영역 또는 PCMCIA 카드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PCMCIA 슬롯들 중 하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다른 특징에 해당하는, PC 보안 
영역(12)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 하드웨어/펌웨어의 임의의 부분이다. 
이러한 PC 보안 영역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장치 내의 컴퓨터 장치 마더보드 또는 또다른 필수적인 보드 또는 카드에 포
함되며, 제거될 수 없다.
    

추출가능 보안부는 집적 통신 포트를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프로세서(14)와, 외부 판독에 대해 보호되는 메모
리(16)(프로세서(14)내에 포함된 메모리일 수 있음) 및, PC 보안 영역(12)에 보내진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인증하
기 위하여 프로세서(14)에 의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PKI 체커(18)를 포함한다. 보호 메모리(prote
cted memory)(16)는 추출가능 공개 키(22)(컴퓨터 장치의 공개 키)와 다른 키들 또는 패스워드(24)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PC 보안 영역(12)은 통신 포트를 경유하여 프로세서(14)와 통신하는 프로세서(26)와, 추출가능 보안부(1
0)에 보내진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PKI 체커(28) 및 프로세
서(26)내에 포함될 수 있는 보호 메모리(30)를 포함한다. 보호 메모리(30)는 추출가능 공개 키(32)(추출가능 보안부
의 공개 키)와, PC 비공개 키(34) 및 다른 키들 또는 패스워드(36)를 포함한다.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 장치로부터 이전에 제거되었던 추출가능 보안부가 컴퓨터 장치내의 그의 올바른 위치에 
다시 놓여질 때, PC 보안 영역과의 상호 인증이 하기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인증 검사가 완
료되면, 프로세서(26)는 애플리케이션 인증 또는 암호화를 검사하는 OS 또는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에 따라 그의 I/O 
버스를 통해 PC 시스템(38)에 대한 액세스를 개방할 수 있다. 이 때, 프로세서(14 또는 26)의 어느 것은 암호화 또는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장치 시스템(38)은 원격 사용자와 같은 외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26)에 대한 통신을 개방할 수 있다.
    

추출가능 보안부(10)의 보호 메모리(16)는 도 2에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는 저장 영역 세트를 포함한다. 이러한 저장 
영역은 키 그 자체 또는 그러한 키를 포함하는 완전한 인증(full certification)일 수 있는 키 또는 패스워드 영역 중 하
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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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저장 영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ㆍ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EXT MAIN PRIVATE KEY)(40)는 추출가능 보안부(10)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적인 비공
개 키이다. 이는 일련번호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판독불가능하다. 이 비공개 키는, 부착된 컴퓨터 장치에 대해 
그 자체를 식별하고 그 비공개 키만을 이용하여 해독될 수 있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추출가능 보안부에 상기 컴퓨터 장
치가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추출가능 보안부에 의해 사용된다.

ㆍ주 PC 공개 키(MAIN PC PUBLIC KEY)(42)는 컴퓨터 장치에 대응하는 공개 키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부의 
사용을 허가하라는 요구와 같은, PC 보안 영역(12)에 보내진 메시지들을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또한 PC 
보안 영역(12)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ㆍ공유 비공개 키(SHARED PRIVATE KEY)(44)는 사용자에 의해 발생되고,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어떤 애플리케이
션을 위하여 이 컴퓨터 장치 상에 허가될 다른 보안부에 전송되는 비공개 키이다.

ㆍ로컬 PC 공개 키(LOCAL PC PUBLIC KEY)(46)는 그 보안부가 속해 있는 컴퓨터 장치가 아닌 컴퓨터 장치 상의 
추출가능한 보안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PC 공개 키이다.

ㆍ추출가능 로컬 비공개 키(EXT LOCAL PRIVATE KEY)(48)는 그 보안부가 속해있는 컴퓨터 장치가 아닌 컴퓨터 
장치 상에 놓여진 추출가능 보안부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적인 비공개 키이다. 이 키는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로컬 PC 공
개 키와 함께 가능한 게스트 컴퓨터 장치에 대응하는 키 세트를 형성한다. 이 키들은 다수의컴퓨터 장치 부착물(attac
hment)을 허용하기 위하여 복사될 수 있다.

ㆍ주 패스워드 영역(MAIN PASSWARD AREA)(50)은 주 컴퓨터 장치를 로컬 부착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원
격 부착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패스워드를 포함한다.

ㆍ로컬 패스워드 영역(LOCAL PASSWARD AREA)(52)은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추출가능 보안부가 다른 컴퓨터 장치
상에서 허가될 때 게스트 모드에서 사용된다. 허가된 사용자는 컴퓨터 장치 그 자체 상에서가 아니라 추출가능 보안 영
역 상에서 그의 모든 패스워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ㆍ애플리케이션 비공개 키(APPLICATION PRIVATE KEY)(54)는 빌딩 보안 IPSec 터널과 같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에 사용될 수 있는 키이다. 이는 또한 암호화 및/또는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PKI 절차를 실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그러한 분야(fields)가 추출가능 보안부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

PC 보안 영역(12)의 보호 메모리(30)는 추출가능 보안부에 포함되는 기능들과 유사한 기능들을 포함한다.

ㆍ추출가능 주 공개 키(EXT MAIN PUBLIC KEY)(56)는 추출가능 보안부(10)의 공개 키이며, 주 PC 공개 키(MAI
N PC PUBLIC KEY)를 사용하여 추출가능 보안부(10)에 의해 해독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컴퓨터 장치
에 의해 사용된다.

ㆍPC 공개 키(PC PUBLIC KEY)(60)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다른 외부 장치에 보내기 위해 컴퓨터 장치에 의해 사용되
는 컴퓨터 장치의 공개 키이다. 이 키는 추출가능 보안부의 주 PC 공개 키와 동일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추출가능 보안
부가 그 컴퓨터 장치(주 보안부를 가진 주 컴퓨터 장치)에 대응하는 것이면 동일하다.

ㆍ임시 키 영역(TEMP KEY AREA)(62)은 하기에 설명되겠지만 또다른 추출가능 보안부가 주 컴퓨터 장치상에 놓여
질 때 비공개 키를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시 키를 포함할 수 있다.

ㆍ공유 공개 키(SHARED PUBLIC KEY)(64)는 이후에 설명되겠지만 주 컴퓨터 장치상에 놓여지는 또다른 추출가능 
보안부에 전송되는 공개 키이다.

ㆍPC 패스워드 영역(PC PASSWORD AREA)(66)은 추출가능 보안부의 주 패스워드 영역(50)에 저장된 패스워드와 
교환되거나 그러한 패스워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PC 패스워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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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장치 시스템(38)은 추출가능 보안부가 승인되었을 때 로그인 패스워드를 PC 패스워드 영역(66) 또는 주 패스
워드 영역(50)에 저장된 것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그온인 OS 로그온(OS LOGON)(68)을 포함한
다. 이는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추출가능 보안부내의 주 패스워드 영역(50)에 있는 패스워드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로그온(70)과, 또한 추출가능 보안부 내의 애플리케이션 비공개 키(54)를 사용하는 PKI 애플리케이션
(72)을 포함한다.
    

도 3은 주 추출가능 보안부 대신에 다른 추출가능 보안부가 주 컴퓨터 장치에 사용되는 경우를 도시한다. 이 경우에, 제 
1 단계는 주 추출가능 보안부를 주 컴퓨터 장치에 삽입하는 것이다. 추출가능 보안부는 전술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40)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56)의 쌍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주 공개 키(42)와 PC 비공개 
키(58)의 쌍에 의해 인증된다.

    
그런 다음, 주 추출가능 보안부의 메모리(16)내의 공유 비공개 키(44)는 PC 보안 영역의 메모리(30)의 임시 키 영역
(62)으로 복사된다. 주 추출가능 보안부는 그런 다음 컴퓨터 장치로부터 제거되고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에 의해 교
체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보안부의 일치성은 외부 일련 번호와, 대응하는 공개 키를 저장하는 서버 모두를 사용하여 
검사될 수 있다. 그 후에, 임시 키 영역(62) 내의 키는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의 메모리(76)내의 추출가능 로컬 비공
개 키(74)로 로드된다. 그러므로,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의 추출가능 로컬 비공개 키(74)는 함께 통신하기 위하여 컴
퓨터 장치의 공유 공개 키(64)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보안 링크를 완료하기 위하여 컴퓨터 장치는 그의 PC 공개 키(60)를 로컬 PC 공개 키(78)로서 게
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의 메모리(76)에 저장한다. 이러한 링크가 설정되면,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의 로컬 패스워드 
영역(80)은 컴퓨터 장치 시스템의 OS 게스트 로그온(82)을 위하여 컴퓨터 장치의 PC 패스워드 영역(66)를 경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주 추출가능 보안부가 주 컴퓨터 장치에 삽입되는 대신에 원격 컴퓨터 장치 또는 게
스트 컴퓨터 장치로 삽입되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양방향 화
살표는 엔트리들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반면에 버스는 데이터 전송을 의미한다. 도 2에 사용된 참조는 그러한 참조들
이 주 컴퓨터 장치의 PC 보안 영역 또는 주 추출가능 보안부의 다른 영역들과 같은 동일한 엔트리들을 나타낼 때 그대
로 유지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추출가능 보안부는 추출가능 주 공개 키를 현재 포함하는 원격 임시 키 영역(90)에 대응하는 공개 키를 전
송하기 위하여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40)를 그의 일측에서 사용하여 게스트 컴퓨터 장치 보안 영역과 접속한다. 비공
개 및 공개 키들은 동시에 발생된다. 공개 키는 위험없이 외부 장치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심지어 원격 컴퓨터 장치가 잘 
알려진 컴퓨터 장치가 아니더라도, 그 장치에 공개 키를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부가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는 비
공개 키와 공개 키들을 정기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몇가지 룰들을 규정하며 이전의 공개 키를 새로운 것으로 또한 변경
하기 위하여 상대편 장비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다른 엔티티들 사이의 키 전송 또는 업데이트 모두는 장치 ID 및 공개 키를 포함하는 인증(certification)을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증은 신뢰되는 엔티티(entities)인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 서버에 의해 수행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CA 서버는 인증 서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CA 서버는 예를 들면 고객의 모든 장치들의 모
든 공개 키들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보안 통신을 함께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범용 룰은 이 CA에 의해 발행된 
인증만을 신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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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원격 컴퓨터 장치는, 사용자 보안부와 원격 컴퓨터 장치 사이에서 크로스(cross) 인증이 수행
되면 그 시스템 내에 어떤 로그온을 제공하도록 최종적으로 수락하기 위하여 공개 키가 실제로 그 사용자에게 대응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다. 보안부는 원격 컴퓨터 장치와 보안 상태에서 통신하기 위하여 PC 공개 키를 수신할 필요가 있다. 
원격 컴퓨터 장치는 (원격 PC 비공개 키(88)에 대응하는) 그의 원격 PC 공개 키(86)를 보안부(10)의 메모리(16)내
에 위치된 필드 로컬 PC 공개 키(46)로 전송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게스트 컴퓨터 장치와 보안부 사이에서 보안 통신
이 설정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그런 다음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프로화일(profile)에서 원격 컴퓨터 장치에 게스트로서 
로그온할 수 있다.
    

한가지 접속 타입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행하기 전에 원격 컴퓨터 장치의 일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CA에 접속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격 PC 공개 키(86)의 검증이 수행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의 주 목적은 보안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그의 주 컴퓨터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 P
C 보안 영역에 대한 접속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의 주 세트, 즉, 보안부측 상의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40)와 
주 공개 키(42) 및 주 컴퓨터 장치측 상의 추출가능 주 공개 키(56)와 PC 비공개 키(58)를 사용하여 설정된다. 원격 
컴퓨터 장치가 PKI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더라도 각각의 공개 키를 모른다면 원격 컴퓨터 장치가 주 추출가능 보안부와 
그의 주 컴퓨터 장치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안 채널을 통해, 주 패스워드 영역(50)에 저장된 모든 패스워드가 사용될 수 있고 이 패스워드는 
주 컴퓨터 장치 보안 영역 상의 PC 패스워드 영역(66)에 보안 상태로 전송되며 정상 로그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그
온(70)으로 사용될 수 있다. 원격 컴퓨터 장치는 그런 다음 로컬 장비로서 보여진다. 이 단계에서, 공유 비밀 키는 PK
I 통신보다 계산 자원을 덜 사용하는, 주 컴퓨터 장치와 원격 컴퓨터 장치 사이에 보안 통신 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교
환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도 1을 참조로 전술된 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수행될 수 있는데, 즉 PKI 애플리케이션(72)은 도 4에
는 제공되지 않지만 각각의 보안부와 각각의 보안 영역상에 제공되는 PKI 체커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비공개 키(54)에 
저장된 키를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개 키 기반구조(PKI)에 기반을 둔 본 발명의 보안 시스템에 따르면,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컴퓨터 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주 컴퓨터 장치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에 있
어서,

상기 주 컴퓨터 장치의 일부이며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그로부터 제거될 수 있으며, 적어도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
(20)와 주 PC 공개 키(22)를 포함하는 추출가능 보안부(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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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장치의 추출불가능한 부분이며 적어도 PC 비공개 키(34)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32)-상기 PC 비공개 키
와 추출가능 주 공개 키의 쌍은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와 주 PC 공개 키의 쌍과 함께 각각 공개 키 기반구조(PKI)로 이
루어짐-를 포함하는 PC 보안 영역(12)과,

이전에 제거되었던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가 그의 올바른 위치에 다시 놓여진 후에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와 상기 PC 보
안 영역의 상호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상기 허가된 사용자가 상기 컴퓨터 장치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각각의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와 PC 보안 영역 내의 프로세싱 수단(14,26)

을 포함하는 보안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10)와 상기 PC 보안 영역(12)은 각각 PKI 체커(18,28)를 포함하며, 상기 
PKI 체커는,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가 상기 주 컴퓨터 장치내에 다시 놓여질 때, 상기 PC 보안 영역과 상기 추출가능 보
안부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증하기 위하여 상기 프로세싱 수단(14,26)에 의해 사용되는 보안 시스
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10)와 상기 PC 보안 영역(12)은 로컬 또는 원격 부착물에서 상기 
컴퓨터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영역(50,66)을 각각 포함하며,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 내에 포함된 
상기 패스워드는 상기 PC 보안 영역내에 포함된 패스워드와 교환되고 그에 의해 업데이트되는 보안 시스템.

청구항 4.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주 컴퓨터 장치가 게스트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가하기 위한 보안 방법에서,

상기 주 컴퓨터 장치는 적어도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40), 주 PC 공개 키(42) 및 제 1 프로세서(14)를 포함하는 주 
추출가능 보안부(10)와, 적어도 추출가능 주 공개 키(56) 및 PC 비공개 키(58)를 포함하는 PC 보안 영역(12)을 포
함하며, 상기 추출가능 주 공개 키 및 PC 비공개 키는 상기 제 1 프로세서와 인증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상기 추출
가능 보안부와 제 2 프로세서(26)의 상기 키들과 함께 공개 키 기반구조(PKI)로 이루어지는, 보안 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를 상기 주 컴퓨터 장치로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및 제 2 프로세서가 상기 인증 데이터를 교환한 후에 상기 주 컴퓨터 장치로부터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게스트 사용자 소유의 게스트 컴퓨터의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76)-상기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는 상기 주 추
출가능 보안부와 동일한 기능 및 영역을 포함함-를 상기 동일한 위치에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10)가 상기 주 컴퓨터 장치로 삽입될 때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는 상기 
PC 보안 영역(12)의 임시 키 영역(62)으로 전송되는 공유 비공개 키(44)를 포함하는 보안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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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장치에서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10)가 상기 게스트 추출가능 보안부에 의해 교체되
었을 때, 상기 공유 비공개 키(44)는 상기 주 컴퓨터 장치의 상기 PC 보안 영역(12)으로부터 상기 게스트 추출가능 보
안부(76)로 전송되며, 상기 PC 공개 키(60)는 로컬 PC 공개 키(74)로서 상기 PC 보안 영역으로부터 상기 게스트 추
출가능 보안부로 전송되는 보안 방법.

청구항 7.

허가된 사용자 소유의 주 컴퓨터 장치가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 원격 컴퓨터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용되도록 
허가하기 위한 보안 방법에서,

상기 주 컴퓨터 장치는 적어도 추출가능 주 비공개 키(40), 주 PC 공개 키(42) 및 제 1 프로세서(14)를 포함하는 주 
추출가능 보안부(10)와, 적어도 추출가능 주 공개 키(56)와 PC 비공개 키(58)를 포함하는 PC 보안 영역(12)을 포함
하고, 상기 추출가능 주 공개 키와 PC 비공개 키는 상기 제 1 프로세서와 인증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상기 추출가
능 보안부와 제 2 프로세서(26)의 상기 키들과 함께 공개 키 기반구조(PKI)로 이루어지는, 보안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원격 컴퓨터 장치가 상기 추출가능 주 공개 키가 상기 허가된 사용자에 실제로 대응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
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를 상기 원격 컴퓨터 장치로 삽입함으로써 추출가능 주 공개 키(56)가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
로부터 상기 원격 컴퓨터 장치의 원격 PC 보안 영역 내의 임시 키 영역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컴퓨터 장치의 상기 원격 PC 보안 영역(84)내에 포함된 PC 공개 키(86)가 로컬 PC 공개 
키(46)로서 상기 주 컴퓨터 장치의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로 전송됨으로써 상기 주 추출가능 보안부와 상기 원격 P
C 보안 영역 사이에 보안 통신이 설정되는 보안 방법.

청구항 9.

제 1, 2, 4, 5, 6, 7 및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10)는 키보드 키 또는 통합 마우스 버튼과 
같은 상기 컴퓨터 장치의 일부인 보안 방법.

청구항 10.

제 1, 2, 4, 5, 6, 7 및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가능 보안부(10)는 PCMCIA 카드인 보안 방법.

청구항 11.

제 1, 2, 4, 5, 6, 7 및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PC 보안 영역(12)은 상기 컴퓨터 장치내의 상기 컴퓨터 장
치 마더보드 또는 다른 필수적인 보드 또는 카드에 포함되는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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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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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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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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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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