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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자서명 인증기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한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세계 주요기관 및 회사의 웹
서버들이 해킹(Hacking) 공격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기관 및 회사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위·변조 되는 것
과 같은 각종 파일시스템 해킹 위협으로부터 컴퓨터시스템의 파일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해킹방지용 보안커
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레벨에는 보안관리모듈, 인증서 저장부 및 보안 라이브러리를, 커널레벨에는 시스템호출 인
터페이스와 보안커널로 구성한다. 보안관리모듈은 보안라이브러리와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상호 동작하여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용 전자서명키를 생성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커널레벨에서 보안관리자와 사용자
를 식별하여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보안커널에서는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검증 수단을 제공하며, 전자서명 검증 후 부여된 보
안관리자 또는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과 보안관리자에 의해 파일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설정된 파일시스템의 접근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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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자서명 인증을 이용한 신분확인과 이와 연계하여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파일시스템 접근제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파일시스템에 대한 위·변조행위를 커널레벨에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파일시스템에 대한 안전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전자서명, 인증, 인증서, 커널, 보안커널, 운영체제, 접근권한, 접근제어, 웹보안, 해킹방지, 파일시스템 보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서버 컴퓨터, 보안관리자, 사용자,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의 컴퓨
터와 이에 속한 스마트카드 및 플로피디스켓 등과 같은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보안관리모듈, 보안라이브러리, 인증서 저장부 등의 사용자레벨
에서의 구성요소, 시스템호출 인터페이스 및 보안커널 등 커널레벨에서의 구성요소 및 상호동작도

제3도는 보안커널의 내부 구성 및 상호동작도

제4도는 인증서 저장부의 구성도

제5도는 보안커널 내부의 프로세스 보안정보 저장소의 구성도

제6도는 보안커널 내부의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의 구성도

제7도는 본 발명의 전체흐름 개략도

제8도는 본 발명의 설치단계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의 운영단계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제10도는 운영단계 중 전자서명 인증기반 신분확인 처리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제11도는 운영단계 중 사용자 등록 및 삭제 처리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제12도는 운영단계 중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설정 처리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제13도는 운영단계 중 파일시스템 접근 처리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홈페이지의 불법 위·변조 등 파일시스템
에 대한 해킹(Hacking) 위협을 커널레벨에서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서버 컴퓨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보안커
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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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종래의 기술은 서버 컴퓨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 서비스 및 네트워크 
주소에 관련된 네트워크 접속 만을 허용하는 방법 및 서버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을 일회용패스워드 방법 
등으로 하는 등 부분적인 보안 기술 및 방법을 적용하는 제한적인 보안기능만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특정 서비스 및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만으로도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하는 해
킹 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침입차단시스템만으로는 홈페이지 등 파일시스템에 대한 위·변조를 시도하는 악의적인 해
킹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없으며, 일회용 패스워드 방법 또한 다양한 공격 방법 등이 대두되게 되어 그나마 있
던 부분적인 보안기능 마저도 무력하게 되는 보안 위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용프로그램 또는 사용자 레벨,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에서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기존의 보안기술 및 방법이 컴퓨
터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으로 인하여 파일시스템 위·변조를 완벽하게 방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에서 파일시스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접근제어 기능을 갖는 보안커널을 추가하여 기존의 컴퓨터 운영체제내의 커널이 갖는 근본적인 보안 취약점을 해
결함으로써 서버 컴퓨터 시스템을 안전·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자서명 인증 및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수행하고 신
분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는 프로세스가 특정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단계, 상기 단계 후 해
당 프로세스 및 해당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child process)가 파일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할 경우 접근권한을 확인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단계 모두를 보안커널의 형태로 커널내부에서 동작하게 함으로써 서버 시스템의 파일에 
대한 접근제어를 커널레벨에서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통제하여 홈페이지등의 파일시스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레벨에는 보안관리모듈, 인증서 저장부 및 보안 라이브러리를, 커널레벨에는 시스템호출 인
터페이스와 보안커널로 구성한다. 보안관리모듈은 보안라이브러리와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상호 동작하여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용 전자서명키를 생성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커널레벨에서 보안관리자와 사용자
를 식별하여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보안커널에서는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검증 수단을 제공하며, 전자서명 검증 후 부여된 보
안관리자 또는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과 보안관리자에 의해 파일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설정된 파일시스템의 접근
권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파일에 대한 접근제어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기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서버 컴퓨터, 보안관리자, 사용자,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의 컴퓨
터와 이에 속한 스마트카드 및 플로피디스켓 등과 같은 저장장치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구성도로, 서버 컴퓨터(1)를 관
리하는 보안관리자(5)가 플로피디스켓(3) 또는 스마트카드(4)를 가지고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한 신분확인 과정을 거
쳐 서버 컴퓨터(1) 및 사용자(9 또는 14)에 대한 보안관리를 책임지며, 사용자는(9)는 사용자의 플로피디스켓(7) 또
는 스마트카드(8)를 가지고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한 신분확인 과정을 거친 후 보안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접근이 허가
된 파일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갖는다. 또한 원격 사용자(14)는 자신의 플로피디스켓(12) 또는 스마트카드(13)를 
가지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10)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한 신분확인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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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 대해서만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서버 컴퓨터(1)에서의 보안관리모듈(201), 보안라이브러리(203), 인증서 저장부(202) 
등의 사용자레벨에서의 구성요소, 시스템호출 인터페이스(204) 및 보안커널(205) 등 커널레벨에서의 구성요소 및 상
호동작도를 나타낸다. 사용자레벨은 보안관리모듈(201)과 인증서 저장부(202), 보안라이브러리(203)로 구성되며 보
안관리모듈(201)은 보안라이브러리(203)와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204) 및 기존의 라이브러리와 상호 동작하여 보
안관리자, 사용자(9) 및 원격사용자(14)용 전자서명키를 생성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커널레벨에서 보안관리자와 사
용자를 식별하여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커널레벨은 시스템호출 인터페이스(204)와 보안커널(205)로 구성되는 것으로, 시스템호출 인터페이스(204)는 사용
자레벨의 작업을 파일 서브시스템부와 프로세스 제어서브시스템부 및 보안커널(205)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보안커널(205)은 전자서명검증, 접근권한 설정 및 조회, 파일시스템 접근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도는 보안커널(205)의 내부 구성 및 상호동작도로, 접근권한 제어부(301), 전자서명검증부(302), 접근권한 설정
/조회부(303), 보안정책 규칙 설정/조회부(306),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부(307),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 
프로세스 보안정보 저장소(309), 보안정책규칙 저장소(310),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로 구성된다. 접근권
한 제어부(301)는 접근권한 설정/조회부(303), 보안정책규칙 설정/조회부(306),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부(307)
의 기능 수행을 제어한다. 접근권한 설정/조회부(303)는 프로세스 보안정보 설정/조회부(304)와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설정/조회부(305)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자서명 검증부(302)를 통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프
로세스 보안정보 설정/조회부(304)를 통해 프로세스보안정보 저장소(309)의 정보를 설정하고,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설정/조회부(305)는 프로세스 보안정보저장소(309)의 정보를 참조하여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를 설정 및 
조회한다. 보안정책규칙 설정/조회부(306)는 보안정책규칙 저장소(310)에 저장된 보안정책규칙을 설정 및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접근권한 설정/조회부(303) 및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부(307)와 상호연동하여 보안정책규칙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접근제어가 일어질 수 있도록 한다. 파일시스템 접근권한결정부(307)는 프로세스보안정보 저장소(
309)와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의 정보를 보안정책규칙 설정/조회부(306)를 통하여 상호 비교하여 파일시
스템 접근권한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도는 인증서 저장부(202)의 세부 구성도로, 사용자 ID(401)와 사용자 인증서(402)로 구성된다. 사용자 인증서는 
사용자(9 또는 14)에게 사용자 인증서를 발행한 보안관리자(5)의 보안관리자 ID(403), 인증서의 소유자인 사용자 I
D(404),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405), 사용자의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가능 유효기간을 나타
내는 접근 유효기간(406), 사용자의 전자서명 공개키를 나타내는 공개키(407), 인증서의 발행시점을 나타내는 인증서 
발행시간(408), 인증서의 유효한 기간을 나타내는 인증서 유효기간(409), 상기 정보(403, 404, 405, 406, 407, 40
8, 409)에 대하여 보안관리자가 전자서명한 결과인 전자서명값(410)으로 구성된다.
    

제5도는 보안커널(205) 내부의 프로세스 보안정보 저장소(309)의 세부 구성도로, 사용자(9 또는 14)가 실행한 각각
의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 ID(501), 해당 프로세스가 보안관리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임을 나타
내는 보안관리자 플래그(502), 해당 프로세스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503)로 구성된다.

제6도는 보안커널(205) 내부의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의 세부 구성도로,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파일 ID
(601)와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602)로 구성된다.

제7도는 본 발명의 전체흐름 개략도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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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초기에 보안관리자(5)를 설정하는 설치단계(701)를 수행한다.

단계 2. 사용자 등록/삭제 및 파일 접근권한을 제어하는 운영단계(702)를 수행한다.

단계 3. 시스템 종료인지 판단하여(703) 종료가 아니면 단계 2로 가고 시스템 종료이면 종료한다(704).

제8도는 본 발명의 설치단계(701)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실행이 시작되면 보안관리자 SM(5)은 자신의 전자서명키쌍인 공개키 PK_SM과 비밀키 SK_SM을 생성한다(
801).

단계 2. 보안관리자 SM(5)은 자신의 접근권한 ACID_SM 및 공개키 PK_SM을 자신의 비밀키 SK_SM으로 전자서명
한 인증서 CERT_SM = SM[ACID_SM, PK_SM]SK_SM을 생성한다(802).

단계 3. 보안관리자 SM(5)는 자신의 비밀키 SK_SM을 암호화하여 스마트카드(4) 또는 플로피디스켓(3) 등에 저장한
다(803).

단계 4. 보안관리자 SM(5)은 자신이 생성한 인증서 CERT_SM을 스마트카드 또는 플로피디스켓(3) 등에 저장하고(
804) 이를 보안커널 SK(205) 내부의 보안관리자 인증서저장소(308)에 내장시킨다(805).

단계 5. 실행이 종료된다(806).

제9도는 본 발명의 운영단계(702)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서버 시스템에 접근하는 보안관리자(5) 또는 사용자(9 또는 14)에 대한 신분확인을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하
여 수행한다(901).

단계 2. 신분확인 결과를 판단하여(902) 신분확인 결과가 실패이면 종료하고(911) 신분확인 결과가 성공이면 보안커
널 SK(205)의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에 내장된 보안관리자(5)의 인증서로부터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 
ACID_SM을 읽어내어(910) 단계 3으로 간다.

단계 3. 단계 1(901)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결과값인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접근권한 ACID_U와 보안관리자(5)의 접근
권한 ACID_SM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단계 4(904)로 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단계 5(905)로 간다.

단계 4.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에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 ACID_SM을 부여한다(904).

단계 4-1. 부여된 보안관리자(5) 접근권한을 가지고 사용자(9 또는 14) 등록 및 삭제처리(906)을 선택하면 단계 4-
1-1로 가고,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설정 처리(907)를 선택하면 단계 4-1-2로가며, 파일시스템 접근처리(908)을 선
택하면 단계 4-1-3으로 간다.

단계 4-1-1. 보안관리자(5)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등록(9 또는 14) 및 삭제 처리(906)를 수행한 후 종료한다(912).

단계 4-1-2. 보안관리자(5) 권한을 가지고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설정처리(907)를 수행한 후 종료한다(913).

단계 4-1-3. 보안관리자(5) 권한을 가지고 파일시스템 접근 처리(908)를 수행한 후 종료한다(914).

단계 5. 클라이언트 사용자(9 또는 14)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에 사용자의 접근권한 ACID_U를 부여한다(9
05).

단계 5-1. 파일시스템 접근 처리(909)를 수행하고 종료한다(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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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는 운영단계 중 전자서명 인증기반 신분확인 처리(901)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서버시스템 S가 난수 R을 생성한다(1001).

단계 2. 난수 R에 대한 전자서명값 X=U[R]SK_U를 생성한다(1002).

단계 3. 보안커널(205)내의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에 내장된 보안관리자(5)의 인증서 CERT_SM(1004)으
로부터 보안관리자(5)의 공개키 PK_SM을 추출한다(1003).

단계 4. 보안커널(205)이 보안관리자(5)의 공개키 PK_SM을 이용해 클라이언트 사용자(9 또는 14)의 인증서 CERT
_U를 검증하고(1005), 검증결과가 성공이면 단계 5로 가고, 검증이 실패하면, FALSE 값을 가지고 종료한다(1011).

단계 5. 클라이언트 사용자(9 또는 14)의 인증서 CERT_U로부터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공개키 PK_U와 클라이언트 사
용자의 접근권한 ACID_U를 추출한다(1007).

단계 6. 난수 R에 대하여 생성된 전자서명값 X를 검증하고(1008), 검증결과가 성공이면 클라이언트 사용자(9 또는 1
4)의 접근권한 ACID_U 값을 가지고 종료하며(1010), 검증이 실패하면, FALSE 값을 가지고 종료한다(1011).

제11도는 운영단계 중 사용자(9 또는 14) 등록 및 삭제 처리(906)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
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클라이언트 사용자(9 또는 14)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가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 ACID_SM과 비
교하여(1101) 서로 일치하면 단계 2로 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종료한다(1111).

단계 2.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으로 사용자(9 또는 14)의 삭제를 선택하면 단계3으로 가고, 사용자(9 또는 14) 등
록을 선택하면 단계 4로 간다(1102).

단계 3.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으로 등록된 사용자 U를 삭제하고(1103), 사용 계속을 선택하면 단계 2로 가고, 종
료를 선택하면 종료(1109) 한다.

단계 4. 새로운 사용자(9 또는 14) 접근권한 ACID_U를 부여한다(1104).

단계 5. 새로운 사용자(9 또는 14)의 공개키 PK_U와 비밀키 SK_U를 생성 한다(1005).

단계 6. 보안관리자 SM(5)은 새로운 사용자(9 또는 14)의 접근권한 ACID_U 및 공개키 PK_U를 보안관리자(5) 자신
의 비밀키 SK_SM으로 전자서명한 인증서 CERT_U = SM[ACID_U, PK-U]SK_SM을 생성한다(1106).

단계 7. 사용자 U는 자신의 비밀키 SK_U를 암호화하여 스마트카드(8 또는 13) 또는 플로피디스켓(7 또는 12) 등에 
저장한다(1107).

단계 8. 사용자 U는 자신의 인증서 CERT_U를 스마트카드(8 또는 13) 또는 플로피디스켓(7 또는 12) 등에 저장하고
(1108), 사용 계속을 선택하면 단계 2로 가고, 종료를 선택하면 실행이 종료된다(1110).

제12도는 운영단계 중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설정 처리(907)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과 같
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가 보안관리자(5)의 접근권한 ACID_SM과 비교하여(120
1) 서로 일치하면 단계 2로 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종료한다(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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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보안관리자(5)는 파일 접근권한 ACID_F 설정을 위한 파일 F를 선택한다(1202).

단계 3. 보안관리자(5)는 해당파일 F에 접근을 허가할 대상 사용자를 선택한다(1203).

단계 4. 보안커널 SK는 파일 접근권한 ACID_F에 선택된 사용자의 접근권한 ACID_U를 설정한다(1204)

단계 5. 사용 계속을 선택하면 단계 2로 가고, 종료를 선택하면 실행이 종료된다(1206).

제13도는 운영단계 중 파일시스템 접근처리(908 및 909)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실행 및 제어 흐름도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된다.

단계 1. 보안커널(205)은 접근대상 파일 F의 이름을 얻어낸다(1301).

단계 2. 파일 F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가 보안관리자의 접근권
한 ACID_SM과 같은지 비교하여(1302) 서로 일치하면 단계3으로 가고, 일치하지 않으면 단계 4로 간다.

단계 3.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파일 F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고(1303), 사용 계속을 선택하면 단계 1로 가며, 
종료를 선택하면 실행이 종료된다(1307).

단계 4. 파일 F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가 사용자의 접근권한 A
CID_U와 같은지 비교하여(1304), 관리자의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단계 5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1308)한
다.

단계 5. 파일 F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 ACID_UP가 파일 접근권한 ACID
_F와 같은지 비교하여(1305), 같으면 단계 6으로 가고, 같지 않으면 종료(1309)한다.

단계 6. 클라이언트 사용자 프로세스의 파일 F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고(1306), 사용 계속을 선택하면 단계 1로 가며, 
종료를 선택하면 실행이 종료된다(1310).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시스템 설치시 커널내부의 보안커널에 보안관리자의 인증서를 내장함으로써 인증서에 대한 위·변조 등 해
킹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신분확인 및 전자서명 검증, 프로세스 접근권한 설정,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설정 및 사용자 프로세스의 파일시스템 접근제어를 모두 커널내부에서 수행하므로 서버 시스템의 파일에 대한 위·변
조 등의 해킹 행위를 커널레벨에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파일시스템에 대한 안전·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웹 서버시스템에 본 발명을 적용하면 홈 페이지 위·변조 등의 해킹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
지하여 안전·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 허가된 사용자에게 인가된 해당 파일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하는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서버 컴퓨터(1)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보안관리자(5)가 전자서명키 및 인증서를 생성하고 이를 스마트카드
(3) 및 플로피디스켓(4) 등의 저장소에 저장·관리하고 서버 컴퓨터(1)의 보안커널(205)내에 보안관리자(5)의 인증
서를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에 내장시키는 1단계, 시스템 운영시 보안관리자(5)가 사용자(9) 및 원격사용자
(14)를 설정하고 사용자(9) 및 원격사용자(14)를 위한 전자서명키를 각각 생성하여 보안관리자(5)의 전자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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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한 인증서를 각각 생성하고 사용자(9)의 스마트카드(7) 및 플로피디스켓(8), 원격사용자(14)의 스마트카드
(13) 및 플로피디스켓(12) 등의 저장소에 저장·관리하는 2단계, 보안관리자(5)가 보안관리자(5)자신을 포함하여 사
용자(9) 및 원격사용자(14)에게 접근을 허가하고자 하는 대상 파일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3단계, 서버 컴퓨터
(1)이 보안관리자(5), 사용자(9) 또는 원격사용자(14)가 접근을 시도할시 전자서명 인증에 기반하여 그 신분을 확인
하고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
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보안관리자(5) 및 사용자(9 또는 14)의 인증서를 저장하는 인증서 저장부(202), 응용프로그램이나 
보안관리모듈(201)이 보안커널(205)내에 정의된 보안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는 보안라이브러리(203), 보안관리모듈
(201)이 보안커널(205)내의 보안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204), 보안관리자
(5) 및 사용자(9 또는 14)에 대한 전자서명키 및 인증서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서를 인증서 저장부(202)에 저장하며 
보안관리자(5) 및 사용자(9 또는 14)가 접근을 시도할시 접근권한을 허용하기 위하여 보안라이브러리(203)와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204)를 통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동작관계를 제공하는 보안관리모듈(201), 시
스템호출 인터페이스(204)를 통해 입력된 보안관리자(5) 및 사용자(9 또는 14)의 전자서명 검증, 파일시스템 접근권
한 설정 및 조회, 보안정책규칙 설정 및 조회,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커널(205)을 특징
으로 하는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보안커널(205)로부터 실행 요구를 입력 받아 해당 각 실행부로 작업을 할당하는 접근권한 제어부(3
01), 보안관리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하는 각종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설치시 보안관리자
의 인증서를 내장하는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 프로세스의 보안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 보안정보저장소(3
09), 파일시스템의 보안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 프로세스와 파일시스템간의 접근제어 결
정에 적용되는 보안정책규칙이 저장되는 저장소(310), 보안관리자 인증서 저장소(308)로부터 보안관리자의 인증서를 
읽어서 전자서명 검증을 수행하는 전자서명 검증부(302), 프로세스의 보안정보를 설정관리 및 조회하는 프로세스 보안
정보 설정/조회부(304)와 파일시스템의 보안정보를 설정관리 및 조회하는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설정/조회부(305)로 
구성되는 접근권한 설정/조회부(303), 프로세스 및 파일시스템의 접근제어 보안정책을 관리하고 보안정책규칙 저장소
(310)에 설정된 보안정책 규칙을 이용하여 접근권한 설정/조회부(303)와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부(307)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정책규칙 설정/조회부(306), 사용자 프로세스의 접근권한과 파일시스템에 설정된 접근권한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파일시스템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파일시스템 접근권한 결정부(307)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청구항 4.

    
제2항의 인증서 저장부(202)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식별자인 사용자 ID(401)와 사용자 인증서(402)로 
구성하고, 사용자 인증서(402)를 사용자 인증서를 발행한 보안관리자(5)의 보안관리자 ID(403), 인증서의 소유자인 
사용자 ID(404),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405), 사용자의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근가능 유효기간
을 나타내는 접근 유효기간(406), 사용자의 전자서명 공개키를 나타내는 공개키(407), 인증서의 발행시점을 나타내는 
인증서 발행시간(408), 인증서의 유효한 기간을 나타내는 인증서 유효기간(409), 상기 정보(403, 404, 405, 406, 4
07, 408, 409)에 대하여 보안관리자(5)가 전자서명한 결과인 전자서명값(410)으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
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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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의 프로세스 보안정보 저장소(309)에 있어서, 사용자가 실행한 각각의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 ID(
501)와 해당 프로세스가 보안관리자(5)에 의하여 수행되는 프로세스임을 나타내는 보안관리자 플래그(502) 및 해당 
프로세스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503)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템 해킹방지용 보안커널 방법,

청구항 6.

제3항의 파일시스템 보안정보 저장소(311)에 있어서,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파일 ID(601)와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나타내는 접근제어 ID(602)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서명 인증기반의 파일시스템 해킹방
지용 보안커널 방법,

청구항 7.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실현되기 위한 제어 및 실행 흐름도(제8도, 제9도, 제10도, 제11도, 
제12도, 제13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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