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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장치들 사이에서 보안 통신을 초기화하고 이들 무선장치들을 배타적으로 페어링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무선 네트워크 내의 휴대용 장치들 간의 보안 통신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은 공개 키 암호 및 고유의 하드웨어 식별자를 이용하여 피코셀(picocell)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로 액

세스하기 위한 인증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액세스가 필요로 되는 각 장치로의 액세스를 위해 사용자 

식별자/패스워드의 쌍, PIN, 또는 암호 키와 같은 복수 개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휴대용 장치의 사용자를 보

호한다. 기업 내에서 분산된 무선 장치들은 보안 통신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잘 알려

진 공개 키 암호 및 장치 고유의 식별자는 보안 채널을 구축하고 무선 장치를 초기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무선 

장치는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하여 페어링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잘 알려진 공개 키 암호 및 장치 고유의 식별자는 보안 채널을 구축하고 장치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무선 헤드셋을 전화기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무선 마우스를 컴퓨터와 결합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장치에 대한 보안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장치들 사이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전

송하는 단거리 보안망을 구성함과 동시에, 상기 무선 장치를 페어링(pairing)하기 위한 보안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무선 장치의 급증에 따라서 무선 장치의 동기(synchronization) 및 보안 상호 접속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의 대부분의 무선 장치들은 전파(radio wave)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

털식 장치들이다. 현재 통상 전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선 장치에는 디지털 메시지를 수신하는 페이저(pager), 디

지털 셀룰러 폰(digital cellular phone), 및 이메일(e-mail)을 검색 및 전송하기 위한 무선 모뎀을 갖는 노트북 컴퓨터

등이 있다. 특수한 하드웨어(전송 메카니즘을 갖는 어댑터 카드 등)를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나 기타의 네트워크로 접

속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이나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에 연결

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거리 통신망이나 근거리 통신망들은 전화선에 의해 전문직 종사자가 액세스

하는데 익숙한 리소스(resource)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휴대용 컴퓨터와 이동 통신 기기와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표준이 제안되고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 개시되고 있는 "

블루투스(Bluetooth)"라고 하는 무선 통신에 대한 상기한 표준은 모든 휴대용 장치로의 소형이고 값싼 전파의 통합체

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파는 하나의 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용 장치 및 전파의 조합은 전파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적화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무선 접속을 위해 사용 가능한 각종 무선 주파수 대역 내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수의 선택적 장치와 상이한 단일의 무선 주파수 대역에서 실시되는 공통 무선 프로토콜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최적화가 가능하게 된다. 작고 미약한 전파는 다른 "블루투스" 인에이블 제품과 통신할 수 있

는 모듈 또는 칩으로의 분산을 위해 의도되고 있다. 상기 블루투스 표준은 2개의 선택된 장치 및/또는 다수의 선택된 

장치들 간의 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기 블루투스 표준과 관련된 추가의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인 http://ww

w.bluetooth.com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표준은 음성 및 데이터 교환의 양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허가되지 않은 2.4 GHz의 전파 대역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선 주파수가 동작함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다수의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동안, 

이와 같은 무선 스펙트럼의 특정 부분은 허가되지 않은 미약한 전파의 사용을 위해 전세계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0 d

Bm의 송신기로서, 이와 같은 미약한 전파는 약 10 m 반경 범위 내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한 성능 저하를 

갖는 장치의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 20 dBm의 송신기로서, 상기한 유효한 전파 범위는 약 100 m 반경

범위가 될 수 있다. 상기 미약한 무선 모듈은 휴대용 컴퓨터, 이동 전화, 3-in-1 전화(사무실에서는 내선 전화, 댁내에

서는 무선 전화, 밖에서는 휴대 전화가 되는 3-in-1 전화를 의미함), 프린터, 팩시밀리,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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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접속 또는 WAN 접속 등), 디지털 카메라, 페이저, 헤드폰 등으로 구성하는데 적합하게 된다. 비대칭 비동기식 데

이터 전송을 위해 721 Kbps 이상의 속도, 또는 3개의 등시성 64 Kbps의 음성 채널 이상의 속도, 또는 피코셀(picoce

ll)당 1 Mbps 기호의 전송 속도 이하의 음성 및 데이터 채널 총계의 조합의 속도는 그 사양에 의해 널리 지원되고 있

고, 통신 속도가 첨단 기술로서 증가될 수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블루투스가 주파수 호핑(frequency-hopp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조정되지 않은 피코셀은 전파 근접도 내에서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양이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 장치의 능력 내에서 주요한 능력을 개시하고 있는 동안, 장치에 대해 보안 채널

의 설정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상기 사양에 의해 핸드 헬드(hand held) 또는 무선 장치가 "피코넷(p

iconet)" 또는 "피코셀(picocell)"이라고 하는 용어가 될 수 있는 것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피코셀은 물

리적으로 가장 근접한(또는 작은) 네트워크로 고려된다. 이 피코넷은 가장 근접한 장치(전술한 설명에서는 전파 범위

로서 개시됨)를 물리적으로 상호 접속하기 위한 케이블을 대체한다. 블루투스 전파 에 의한 "액세스점(access point)"

(또는 무선 장치)에 의하여 피코셀을 기업 LAN(enterprise LAN) 또는 기업 WAN에 부착시킬 수 있다. 이들 신규의 

장치를 기업 내에 배치하는 것은 몇개의 고유의 보안 및 매니지먼트 이슈(management issue)를 밝히고 있다.

전술한 사양과 같은 전파 영역의 종래 기술은 장치의 기저대역(baseband)(물리적인) 층에서 인증 및 암호화하기 위

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이하에서 분

석할 것이다. 종래 기술의 모든 방법은 인증 및 암호화를 실행하는데 적합한 암호화 수단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양자

모두의 장치로의 비밀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시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상기 비밀 암호화 

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는 상이함과 동시에, 키 또는 그들 프리커서 PIN 코드(precursor PIN code)의 재사용과 관

련된 정책과도 상이하다.

종래 기술의 제1 방법은 몇개의 지정되지 않은 외부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만 알려진 비밀 키를 수신하기 위하여 

2개의 장치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 방법은 영구적으로 서로 페어링되도록 제조되는 2개의 장치에 대해서 적절

하게 될 수 있다. 이들 2개의 장치는 파트너 장치의 식별자와의 조합으로 이 키를 저장할 수 있고, 통신을 원할때마다 

상기 키를 재사용할 수 있다. 상기 키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2개의 장치는 영

구적으로 서로 페어링되고, 제조시에 상이한 영구키를 수신하는 다른 장치와는 결코 페어링되지 않을 수 있다. 키 재

사용의 상기 정책에 대한 결점중 하나는 2개의 장치 사이의 보안 조합이 영구적이라는 점이다. 또다른 결점으로는 제

3자가 어떻게든 상기 키를 습득하게 된 경우, 다른 장치를 구현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그 이후의 구현에 관해서는 2개

의 장치에 대해 도청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 제3자는 예상된 RF 스펙트럼에서 무선 주파수 통신이 

빌딩 및 벽과 같은 미세한 장벽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구현 또는 도청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제1 방법 보다 다소 안전한 것으로 개시된 제2 방법은 퍼스널 컴퓨터 및 그 무선 마우스, 또는 셀룰러 전화 및 그

무선 전화 헤드셋과 같은 장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서로 페어링되는 2개의 장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될 수 있다. 이 방

법은 "PIN"이라 칭하는 동일한 스트링(string)이 제공되는 양쪽의 장치를 필요로 한다. 상기 PIN은 제조업자에 의해 

공급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각각의 장치에서 입력될 수 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은 상기 PIN이 인증 및 암호

화를 위해 나중에 사용되는 비밀 키를 생성하기 위해 잘 알려진 고정 데이터 및 특정의 짧은 데이터와 조합되는 방법

을 정의하고 있다. 그것이 발생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원 명세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다. 장기간의 "페어

링" 관계를 구성하기 원하는 양자의 장치는 페어링되는 장치와 조합된 키를 저장하고 있다. 키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되는 PIN은 더이상 필요하지는 않고, 유지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 저장된 키는 안전하게 통신하기 원하는 페어링 

장치를 언제든지 재사용하게 된다. 장치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의 키를 삭제하고, 새로운 페어링 관계에 관

해서 PIN을 입력하며, 새로운 키를 구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법의 하나의 결점으로는 구두 교환(v

erbal exchange)이나 키패드 입력에 대하여 도청하는 것 과 같은 제3자가 어떻게든 상기 PIN을 습득한 경우, 상기 

키를 페어링 흐름에 대하여 도청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일단 상기 키를 알고 나면, 다른 장치를 구현

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암호화된 통신에 대해 도청할 수 있게 된다.

종래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제3 변동은 단일 거래 또는 데이터 교환 구간 동안에만 서로 신뢰 가능한 2개의 장치에 적

절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는 트랜잭션(transaction)에 앞서 양자의 장치에 대해 PIN을 입력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상기 PIN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 키는 트랜잭션하는 동안 인증 및 암호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트랜잭션 이후에는 상기 PIN 및 키의 양자 모두가 삭제된다. 상기 2개의 장치가 장래에 이따금 또다른 

트랜잭션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양자 모두는 다시 PIN으로 구성되어야만 하고,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은 사용자에

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3 방법의 적은 안전도의 변동에 있어서, 장치는 파트너 장치에 대한 식별자와 조합하여 PIN을 저장하고 

있지만, 사용 이후에는 상기 키를 삭제한다. 따라서, 동일한 파트너와 통신할 때에는 언제든지 동일한 PIN을 재사용

하고 있지만, 각각의 통신 세션 이전에 프레시 키(fresh key)를 생성한다. 상기 제3 방법은 빈번하게 키를 변경함으로

써 상기 제2 방법의 보안성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제3자가 PIN의 습득에 성공된 경우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시간의 지속 구간을 제한하며, 상기 페어링 흐름 중에 도청할 수 있게 된다.

종래 기술에서 공지된 제4 방법은 기저대역 인증 및 암호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제로 길이 PIN을 사용하는 각각의 새

로운 통신 세션 중에 키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용자에 의한 임의의 구성없이 출하 박스로부터의 제거시에 

즉시 동작하기 위한 그들 제품을 원하고 최소 레벨의 보안성을 제공하기 원하는 제조업자에 의하여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결점은 제로 길이 PIN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임의의 제3자가 페어링 흐름에 대해서 도청할 수

있고, 다른 장치의 구현 및/또는 암호화된 통신에 대해 도청 가능하게 되는 제3 방법의 결점과 유사하다. 독일 특허 

제DE 197 30 301 C호에는 도전 응답 방법에 의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소자의 상호 인증 방법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

다. 네트워크는 인증 센터로부터 한 세트의 3개의 데이터 값을 필요로 하고, 내부에 저장된 키에 기초해서 이러한 세

트의 데이터 값에 응답하여 계산하는 이동 기지국으로 적어도 한 세트의 데이터 값을 전송하며, 그 전송된 데이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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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네트워크로 복귀하도록 전송한다. 상기 이동 기지국과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인증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네트워크

에 의해 도전 2로서 동시에 해석되는 네트워크로 귀환하도록 전송되는 응답 1과 상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기 이동 

기지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응답 2를 제공한다. 미국 특허 제5,621,798호에는 트렁크 통신 네트워크에 결합된 베이스

송신기/수신기 스테이션과,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다수의 휴대용 계산 장치를 구비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다. 전송되는 메시지는 개인의 프라이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암호화 및 디지탈식으로 서명될 수 있

는 동시에, 그 메시지의 인증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 관여되는 각 휴대용 계산 장치는 공동의 메시지

기억을 위해 메모리의 일부의 양을 자발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각 휴대용 계산 장치는 다른 장치로 지정되는 메시지

를 수신하고, 그 수신된 메시지를 상기 할당된 메모리에 저장하며,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비보안 교환을 통해서 상기 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구현 및 도청을 위해서 몇가지 잠재력을 갖는 것은 명확하다. 

최근에는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각각의 장치에 비밀이 입력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키 또는 PIN 번호를 구두로 

누설하거나, 또는 키 또는 PIN 번호를 지면 상으로 전달하거나 이메일(e-mail)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

다. 이러한 구두상 누설, 지면상 전달, 또는 이메일 교환이 제3자에 의하여 관측되면, 비밀은 손상을 입게 된다. 경미

한 개선점으로는 키 또는 PIN 번호에 대한 지식을 양쪽의 장치의 키패드 상에 입력하는 한 사람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다. 이것은 키 또는 PIN 번호를 도청하거나 보는 것을 제거하고, 상기 키패드 입력 그 자체는 숨겨진 카메라(hidden c

amera)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관측될 수 있다. 각 통신 세션에 대한 비밀 키를 생성하거나 안전하지 않

은 방법으로 교환되는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트랜잭션 방법은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그 구현 및 도청에 노출되

므로서 악의 있는 제3자가 키 생성 및 교환 과정에서 도청할 수 있다. 제3자가 비밀을 얼마간 취득한 경우에, 상기 비

밀을 재사용하는 정책은 그 비밀을 결코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잠재적인 노출 을 갖는 것이 명확하게 된다.

전술한 종래 기술의 보안 방법은 기업 환경 내의 휴대용 컴퓨터용으로 부적절하고, 불편하며, 쓸모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구현되는 상기한 시나리오의 일례가 도 5에 도시되고 있다.

도 5에는 종래의 기업 LAN(303)에 연결되는 서버(301)가 도시되고 있다. 제2 서버(311)는 원거리 통신망(WAN)을 

통해서 상기 제1 서버(301)에 연결되며, 또한 LAN(321)을 통하여 종래의 방식에 의해서도 연결되고 있다. 무선 노트

북 컴퓨터(315)와 같은 무선 장치는 상기 제2 서버(311) 상의 무선 액세스점과 접속될 수 있다. 상기 무선 장치는 정

보를 공중파(air wave)를 통해서 프린터(313)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다(정보를 제2 서버(311)로 전송하기 보다는 종

래의 와이어선 접속을 통해서 정보를 프린터(313)로 전송하는 서버를 가짐).

도 5에 도시된 다른 시나리오는 무선 노트북 컴퓨터(309), 전화기(307), 및 페이저(305)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나리

오에 있어서, 3개의 장치 모두는 전화기(307) 또는 페이저(305)가 메시지를 노트북 컴퓨터(309)의 디스크 상에 기록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319)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할 수 있다. 비지니스 세계(business worl

d)에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의 실질적인 예로는 회의중인 장소나 다소 긴급한 이메일의 도착을 기다리는 장소 등에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이메일이 노트북 컴퓨터(309)(셀룰러 모뎀을 통하거나 또는 피코넷을 통해 노

트북 컴퓨터에 부착된 LAN을 통하여)에 도착되었을 때, 상기 이메일의 내용과 발신자가 피코넷을 통하여 노트북 컴

퓨터(309)로부터 페이저(305) 로 전송될 수 있고, 상기 페이저를 진동시키거나 그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노트북 컴퓨터는 무선 전화기의 다이얼을 돌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TTS: text-to-Spee

ch; 문자 정보를 음성 정보로 변환시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text를 컴퓨터 입력으로 받으면 컴퓨터는 이를 

분석하여 운율을 생성하고 합성 음성 DB를 연결하여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연스럽게 읽어 주는 시스템임) 기능을 사

용하며, 긴급한 이메일로부터 소리내어 판독할 수 있다. 또다른 유용한 시나리오는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자가 팩시밀

리에 부착된 하부 전화망을 이용하여 플러그를 끼우거나 플러그를 뽑기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로부터 케이블을 사용

함이 없이 정보를 다른 기기로 전송하거나 또는 프린터와의 접속을 갖는 서버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팩시밀리(317)가

노트북 컴퓨터(319)와의 무선 접속을 갖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무선 접속은 노트북 컴퓨터(319)와 팩시밀

리(317)의 사이에 무선으로 직접 접속될 수 있다. 또다른 유용한 시나리오는 가정에서의 모든 유형의 가전 제품-퍼스

널 컴퓨터, 전화기 핸드셋,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 레코더, 오디오 스피커 및 오디오 레코더-이 무선 접속에 의해 와

이어선 네트워크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가정 내의 케이블 모뎀 또는 ADSL 어댑터가 무선 송수신기로서 제공되는 장

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장치가 불편함과 케이블 비용이나 프레미스 배선(premise wiring) 비용이 없이 장치

를 용이하게 부가하거나 또는 이동 중인 사용자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한, 단일의 물리적 액세스 장치 내에서 

다수의 서비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조업자나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

기업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때, 종래 기술을 실현하는 데에 실패하는 문제는 매우 명백하게 되고 있다. 본원 명세서에

설명되고 있는 "기업(enterprise)"이라고 하는 용어는 수천 내지 수십만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이나 그 조직체에 의해 

통상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곳과 같은 대규모 컴퓨터 설비 또는 네트워크를 칭한다. 이들 이 수직형이거나 또는 그들이

몇개의 지리적 위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천의 종업원을 수용하는 무수히 많은 작은 부지 및/또는 많은 

캠퍼스를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부지 및 캠퍼스는 네트워킹 설비에 의해 일반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는데, 이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출장 중인 종업원이 임의의 회사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컴퓨터 설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 시나리오에 있어서, 수천 내지

수십만 각 사용자들은 주어진 기일을 통해서 몇개의 장치로 계획되지 않은 ad-hoc 방식에 의해 무선 접속을 원하는 

무선 장치를 가지고 있는 수십 내지 수천의 장소들 간에 돌아 다닐(roam)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 설명되고 있는 "돌

아다님(roam)"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자가 스스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자의 휴대용 장치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무선 모듈을 내장하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의 다기능 문자(즉, PC는 많은 상이한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 많은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와 데이

터를 교환하는 많은 상이한 프로그램을 통상적으로 실행시킴)로 인하여, 퍼스널 컴퓨터 사용자의 보안성은 완전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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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되지 않은 영역에서 완전히 신임되는 영역까지의 전체 영역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전술한 종래 기술은 보안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업 환경에 대

해서 만족할만 하지는 않게 된다. 전술한 임의의 종래 기술이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관리

자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장치들은 제조업자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서로 페어링될 수 있지만, 이것은 확고하고, 다수의 통신 파트너를 갖는 

것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한다.

2. 장치들은 예를 들어 양쪽 모두의 장치에서 공통의 PIN을 입력함으로써 저장 및 재사용을 위해 키가 작성될 수 있

거나 또는 프레시 키가 각 통신 세션을 위해 생성되는 것으로부터 특정한 다른 장치와의 장기 페어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전술한 결점 외에, 이러한 정책은 상이한 통신 파트너 및 실제로 동일한 파트너와의 상이한 트랜잭션에 대한 상

이한 보안 레벨을 갖도록 하는 PC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네트워크 관리자는 모든 네트워크 액세스점을 동일한 PIN으로 구성할 수 있고, 상기 PIN을 액세스가 허용되는 가

능한 모든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다수의 액세스점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위해 하나의 PIN만

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 네트워크 관리자의 구성 노력을 최소화하고, 적당히 구성된 PC에 의해 기업내의 어느 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며, 임의의 액세스점을 통하여 다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만일 비밀 PIN이 손상된 경

우라면, 유해한 제3자가 모든 액세스점으로 다시 액세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네트워크로의 방 문이 인가된 

종업원이 회사를 사퇴한 경우에는, 그 액세스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그와 같이 비보안

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4.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각의 네트워크 액세스점이나 액세스점들의 그룹을 상이한 PIN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정의 

액세스점의 PIN을 특정 세트의 액세스가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만일 액세스가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PIN을

습득한 경우라면, 액세스점의 세트로의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다. 수많은 휴대용 컴퓨터로부터 PIN의 리스트를 관리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가 액세스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액세스 특권을 취소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상기 네트워크 관리자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액세스점의 PIN을 변경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구성을 동시에 갱신하도록 해야만 한다. 만일 네트워크 관리

자가 새로운 PIN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액세스점을 부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모든 인가된 사용자들에게 통지해야만

하고, 또한 각각의 사용자들의 PCS를 갱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 중인 경우와 같이 액세스점의 상이

한 그룹으로의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명백하게 실행이 불가능하다.

5. 네트워크 관리자는 각각의 휴대용 PC에 고유의 PIN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의 액세스점에서 인가된 PIN의 리스트

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상기 인가된 PIN의 리스트를 모든 사용자에게 탑재시킨 경우,

그들은 오랫동안 제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PIN을 저장하기 위해서 추가적 인 메모리를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에 액세스점 장치에 대한 비용 증가도 발생된다. 상기 인가된 PIN의 리스트를 사용자의 일부에게만 탑재시킨 경

우라면, 사용자의 이동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만일 사용자가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된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모든 

관련된 액세스점에서 정보를 갱신해야만 한다. 이 방법은 제3자가 임의의 액세스점에서 구성되는 액세스 리스트의 지

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장치를 구현하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의 PIN을 악용함으로써 다수의 액세스접으로의 액세스

가 용이하게 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전하다.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거리 무선 이동성은 기업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중대한 보안

성 도전을 제공한다. 이것은 본 발명에 의해 지정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디지털 인증을 사용하는 보안 방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선 모듈을 내장한 무선 장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은 사용자 식별자, 패스워드, 또는 암호화 키의 수동 입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장치를

초기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상의 오버헤드를 생성함이 없이 기업 내에서 보안 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본원 발명은 인증을 위한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제품과, 암호화를 위해 짧은 기간의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 및 

교환하기 위한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제품, 및 사전에 구성된 비밀의 불가변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수동 입력, 저장, 

및/또는 비밀의 재사용과 관련된 보안 노출을 감소시키는 동안에 기업 내에서 독립된 액세스 제어를 실행 및 관리하

기 위한 수단 등이 개 시되고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단지 예시를 목적으로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내장된 무선 모듈을 가진 휴대용 장치와 관리 서버 사이의 종래의 설정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자신의 공개 키(public key)/개인 키(private key)의 쌍을 생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장치에 대한 초기화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의 가능한 인증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샘플 네트워크의 부분 집합이다.

도 6은 장치 인증 레이아웃의 일례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중앙 액세스 제어하기 위한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접속 해제 모드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하기 위한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장치 인증을 사용하여 고객 장치의 페어링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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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작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

하고 있다. 이것은 임의의 방법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거나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블루투스 사양의 설계자는 기저대역에서 물리적으로 인증 및 암호화의 실행을 금지시키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인증 

및 암호화를 초기화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은 특히 기업 환경 내에서 휴대용 컴퓨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 유효하게 보안성(즉, 인증, 암호화, 액세스 제어, 및 그와 동일한 관리)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혼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누가 누구와 상호 작용할 수 있고 PIN 번호, 암호화 키 등과

같은 "공유 비밀(shared secret)"이 특정의 장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및 그룹들 사이에서 접속을 안전하게 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규정하는 본 발명의 방법론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사양이 목표가 되고 있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보안성의 문제는 매우 크게 된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치는 상이한 레벨의 보안성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이한 레벨을 보안성을 필

요로 할 수 있다. 각각의 트랜잭션 이전 및 PIN 또는 암호화 키를 결코 저장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저장된 동일한 PIN 또는 암호화 키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전에, PIN을 입력하는 극단적인 입력 동작과 같은 예상된 상

황 중 어느 것도 수용 가능하지는 않다. PIN을 아는 사람이 페어링 흐름에 대하여 도청함으로써 새로운 링크 키를 잠

재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저장된 PIN으로부터 이동 중인 짧은 기간의 새로운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중

앙 보안 선택권을 수용할 수는 없다.

본 발명은 무선 환경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다른 환경에 있어서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한 상기한 문제 및 기타의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현재의 실시예로 결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장치가 다른 장치를 빈번하게 액세스

하고 있고 확인 또는 인증의 안전한 형태를 필요로 하는 임의의 이동 환경에 균일하게 적용 가능하고, 암호화 및 기타

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교환하기 위한 방법 및 독립적인(즉, 장치당, 사용자당, 

그룹당, 어플리케이션당, 또는 트랜잭션당) 액세스 제어의 방법은 액세스 특권을 부가,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한 능력

을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사용자 및 장치와 관련된 인증서의 조합을 포함한다.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장치 식별자(4010), 장치의 공개 키(public key)(4015), 및 임의 선택 데이터 영역(4020)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중앙 처리되는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종래 기술에 있어서, 사용자와 관련되고 있거나 또는 하이 레벨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관련되고 있는 인증서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스마트 가드와 사용자를 식별하는 인증서와 같은 무언가에 대해 워크

스테이션으로부터 워크스테이션으로 그 대응하는 개인 키(private key)(개인 키는 그 사용을 제어하는 사용자의 프록

시임)로 인증을 취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의 검증 및 확인은 통신 장치 사이의 TCP/IP 흐름도를 통해서 실행된다. 본

발명은 인증서를 장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유의 식별자가 인증서의 고유의 식별자로서 사용되는 장치 내에 포함

되는 무선 모듈과 견고하게 결합시킨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인증서를 제안된 무선 모듈을 내장한 각각의 장치로 할당한다. 예시된 인증서는 장치의 

고유의 48 비트 IEEE(MAC) 어드레스(비록 임의의 고유의 식별자가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라도), 장

치의 공개 키, 유효 기간, 및 인증 기관으로부터의 서명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 식별자

는 인증서의 "대상(subject)" 필드 내에 저장된다. 또한, 각각의 장치는 공개 키와 개인 키의 쌍과 결합되는데, 상기 공

개 키는 전술한 인증서 내에 저장된 동일한 공개 키를 의미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다른 장치로부터 수신된 인증서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인 인증 체인(chain authorization chain) 내에서 기본 인증 기관(root Certificate Auth

ority)의 공개 키 또는 인증 기관의 공개 키(이하, CA의 공개 키라 칭함)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인증 기관의 서명은 인

증 기관이 이미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장치 인증서 내의 장치 식별자와 공개 키 사이의 조합을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증 기관의 공개 키는 다른 장치 인증서의 서명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공개 키 암호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개 키는 대응하는 개인 키에 의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키는 대응하는 공개 키에 의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블록이 그 블록을 통해

서 해시(hash)를 계산하고, 그 해시를 서명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함으로써, 서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서명은

그 서명을 서명자의 공개 키로 해독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블록의 정확하게 계산된 해시와 비교함으로써 테스트될 

수 있다. 만일 이들 값이 일치하면, 서명자가 공개 키에 대응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블록이 변경되지 않

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의 개인 키는 개인 키 값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지만, 상기 개인 키값을 사용하

여 디지털 서명 동작을 실행하기 위하여 장치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하드웨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는 상기 개인 키를 판독하기 위해서 장치 내에 상

주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장치가 정보에 대해서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록 

전용 기억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호된 값에 대한 동작의 일례는 개인 키 값을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 동작이

다. 비록 이 실시예가 바람직하더라도,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그와 

같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저장을 위한 다른 위치는 스마트가드 또는 스마트카드 칩일 수도 있다. 현재의 스마트카드 

장치 내의 저장은 정확한 PIN 또는 패스워드가 입력되는 경우에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판독 가능하게 한다. 이것

은 본 발명의 스마트카드 실행이 장치를 초기화하는 동안에만 입력될 수 있는 단일의 패스워드 또는 PIN만을 필요로 

하고, 그 인증서가 추가의 안전한 트랜잭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종래 기술이 액세스되는 각 장치에 대해 

입력될 패스워드 또는 PIN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래 기술보다 더욱더 현저하게 양호하다.

먼저, 하나의 방법이 최종 사용자로의 분배에 앞서 기업과 같은 중앙 전송점으로 전달되는 내장된 무선 모듈에 의해 

분배된 장치를 초기화하기 위해 제공된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컴퓨팅 또는 통신 장치를 기업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배

치하기 전에, 누군가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과 같은 특정 기업의 리소스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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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구성하는 처리 절차를 실행한다. 이것은 PIN 또는 패스워드를 형성하는 번호의 열과 같은 일부의 비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달성된다. 이것은 큰 오차가 발생되기 쉽고, 지루한 시간 소비 작업이다. 본 발명을 이용함으로써, 무선 

모듈을 포함한 기업 장치에 대한 관리자는 기업 장치에 대해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전파를 갖는 서버를 이용한다. 

상기 서버는 그것이 수용 가능한 근접도 내에 있을 때, 기업 장치로의 조회(inquiry)를 실행한다. 기업 장치는 그 장치

의 고유의 장치 식별자, 바람직하게는 48 비트 IEEE(MAC) 어드레스를 복귀시킨다. 안전한 조건하에서, 상기 서버는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생성하고, 기업 장치용 인증서를 결합하며, 이들 데이터 항목을 그들을 생성하기 위한 장치로

안전하게 전송한다. 기업 장치는 인증서(임의의 형태의 기억 장치 내에) 및 그 인증서의 개인 키(이전에 논의된 보호

된 기억 장치 내에)를 저장한다. 인증서의 사본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배치한다. 도 1 내지 도3에는 추가의 상세한 

정보 흐름을 도시하고 있다.

고기능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성에 대해서, 전술한 흐름은 장치가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생성하고, 관리 서버로

공개 키만을 전송하도록 변형된다. 이 방법에 있어서, 개인 키는 항상 전송됨이 없이 장치 상에서 생성 및 소멸된다. 

보다 큰 보안성에서 조차도 장치 상의 특정 메모리(보호된 기억 장치)는 그 개인 키가 장치 상의 소프트웨어로 균등하

게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키 쌍의 생성을 실행하기 위해서 증가될 수 있다.

도 1에 있어서, 먼저 관리 서버 또는 초기화 장치(1001)는 휴대용 장치(1003)의 고유의 식별자를 요구하는 새로운 휴

대용 장치(1003)로 조회를 전송한다(1010). 휴대용 장치(1003)는 그 장치의 고유의 식별자(1015)를 관리 서버(1001

)로 전송한다(1020). 관리자는 관리 서버(1001)에서 휴대용 장치에 의해 전송된 고유의 식별자가 다른 수단(장치와 

관련된 증서 교부 등으로 전송된 장치 상에 인쇄되는 것과 같은)에 의하여 그 장치에 관하여 수신된 것과 동일한 것임

을 확인한다. 관리 서버(1001)와 휴대용 장치(1003)의 사이에 접속이 구축된다. 관리자는 종래 기술의 흐름도(1030)

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보안 링크가 장치 초기화의 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상기 관리 서버(1001)와 휴대용 장치(1

003)의 하나 또는 양쪽 모두로 PIN 또는 암호화 키(1025)를 입력한다. 그 결과, 관리 서버(1001)와 휴대용 장치(100

3)의 사이에는 보안 접속이 구축된다(1030). 관리 서버(1001)는 휴대용 장치(1003)용의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취

득하거나 또는 생성한다(1035). 1045에서 상기 관리 서버(1001)는 그 생성된 공개 키(1040)를 이전의 흐름도로부터

취득된 휴대용 장치(1003)의 고유의 식별자(1015)와 함께 인증서 요구 메시지 버퍼(1050) 내에 배치한다. 상기 관리

서버(1001)는 인증 기관(1005)으로의 보안 접속을 구축하고(1055), 휴대용 장치(1003)를 위해 준비된 인증서 요구(

1050)를 인증 기관(1005)으로 전송하며(1060), 그 후에 인증 기관(1005)이 서명하고(1065), 인증 기관의 개인 키로 

서명된 인증서를 전송한다(1070). 상기 관리 서버(1001)가 서명된 인증서(1050’)를 수신하면, 그 인증서(1050’)를 

단계 1075에서 저장한다. 도 2를 참조하면, 관리 서버(1001)는 서명된 인증서(1050’) 및 대응하는 개인 키( 만일 관

리 서버가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생성한 경우)를 보안 접속(1080)을 통하여 휴대용 장치(1003)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 기관의 인증서(인증 기관의 공개 키를 포함함)를 휴대용 장치(1003)로 전송하며, 또한 그 세션은 종료된다. 서명

된 장치 인증서 및 그 관련된 개인 키는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용 장치(1003) 내에 저장되며(1085), 장치의 개인

키는 인증 기관의 공개 키(다른 장치의 인증서 내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됨)와 함께 보호된 기억 장치 내에 저

장되고, 장치 인증서는 임의의 적절한 장소에 저장되고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 인증서의 사본은 장래의 

참조를 위해 기업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스 내에도 저장되고 있다. 관리 서버(1001)와 휴대용 장치(1003) 사이의 접

속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유된 비밀로서 PIN을 삭제한다(1095).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 장치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자신의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생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기한 흐름도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도 바람직하다. 공개 키/개인 키의 쌍을 생성하는 

관리 서버 대신에, 휴대용 장치(1003)는 공개 키/개인 키의 쌍 그 자체를 생성하고(1110), 그 개인 키를 보호된 기억 

장치 내에 즉시 저장한다(1115). 이 경우에, 휴대용 장치(1003)의 개인 키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전송하지 않는다. 

휴대용 장치(1003)는 관리 서버와의 안전하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접속을 구축하고(1120), 공개 키만을 관리 서버

(1001)로 전송한다(1125). 관리 서버(1001)는 공개 키 및 장치 식별자를 인증서 요구 내에 배치하는 동일한 단계를 

실행하고, 인증 기관(CA)이 개인 키를 사용하여 디지털적으로 서명된 인증서(1050’)를 생성 하고 관리 서버(1001)로

전송하도록 데이터를 인증 기관(1005)으로 안전하게 전송하며, 도 1 및 도 2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적당한 메모

리 위치에 저장하기 위해 안전한 접속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접속을 통해서 상기 서명된 인증서를 휴대용 장치(1003)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형태에 있어서, 휴대용 장치(1003)는 인증 기관의 공개 키(1130)를 취득하여 그 공개 

키를 전술한 방법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

공개 키, 개인 키 및 인증서가 생성되면, 관리자는 장치를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과 결합시키거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 또는 장치를 액세스 제어 그룹과 결합시키고, 상기 장치의 장치 특성을 기록하기 위해 IBM의 온 디멘드 

서버(On-Demand Server)와 사용 가능하게 되는 등의 표준 분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실시예의 또다른 변형예로는 서명된 인증서 내의 확장 필드 내에 추가의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상

기한 추가의 필드는 예를 들어 사용자 그룹 조합, 액세스 제어 그룹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자동 액세스 정책 

결정을 수행 가능하도록 분리된 페어링 상황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무선 접속이 장치 인증서로서 제공되고 있는 한쌍의 장치들 사이에서 최초에 구축되었을 때의 동

작 중에 인증서 및 암호화는 초기에 오프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SSL/TLS 내의 흐름이 명확하지만, 대칭 키 협정에 

도달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기록과 유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페어링" 관계를 서로 구축한다. SSL/TLS가 본 

발명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임의의 키 협정이 될 수 있 는 다수의 옵션을 제공하지만, 양호한 실시예는 Diffie-Hellma

n 키 협정이다. SSL/TLS 제어 기록 프로토콜은 장치에 의해 인증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하나의 장치

에 대해 PIN 또는 암호화 키를 입력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암호화 키 또는 PIN을 재사용할 필요가 없이, 

상호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상기 SSL/TLS 제어 기록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요구되는 n 바이트의 서브셋을 사용하는 S

SL 키 재료에 의하여 SHA-1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생성되는 세션 키는 키 협정이 도달되는 세션과 파트너를 가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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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션의 지속 구간 또는 어느 쪽이 적거나 또는 어떠한 시간 기간이라도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장치 및 기업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게 되는 키 협정의 지속 구간 동안 링크 키로서 사용되는 국부 암호 성분(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그 기

저대역 펌웨어와 같은)에 대해 각각의 페어링 장치에 의하여 통과된다. 생성된 키를 사용하는 파트너에 대한 암호화

가 동작된다. 세션이 아직 진행중인 동안 키 협정이 만료되면, 상기 페어링 장치는 종래의 세션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거나 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들 각각의 암호 성분으로 다시 통과되는 새로운 세션 키로 귀착되는 또다른 키 협정

을 명확하게 구축하기 위한 동일한 SSL/TLS 제어 기록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SSL/TLS가 바람직한 실시

예의 용도로서 선택되더라도, 매우 철저하게 테스트되어 안전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증서 교환을 사용하

는 방법론과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개인 키가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적합한 종래 기술의 방법은 일련의 RFC(코멘

트용 요구) 내의 IETF의 IP 보안 프로토콜(IPSec) 동작 그룹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추가의 배경 정보용 "IP Security

Document Roadmap"을 RFC(2411)로 언급되고 있다.

도 4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무선 송수신기가 각각 설비된 다중 장치들 사이에서 보안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흐름도의

일례를 도시하고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 4의 흐름도는 각각의 장치에 도 1 내지 도 3에 대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이 그 자신의 장치 인증서, 그 자신의 개인 키, 및 인증 기관의 잘 알려진 공개 키가 제공된 후에, 종종 발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일부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항목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노트북 컴퓨터인 제1 장치(2

003)가 제2 장치(2001)와의 통신을 원하는 경우, 제1 장치(2003)는 통신 요구(2005)를 제2 장치(2001)로 전송한다.

상기 제1 장치(2003)와 제2 장치(2001)의 사이에는 비안전 접속(2010)이 구축된다. 또한, 비안전 접속(2010)은 제

로 길이 PIN과 같은 디폴트(default) PIN을 사용하여 접속을 인증 및/또는 암호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

시예에서 SSL/TLS 프로토콜 진행의 제어 흐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실행된다. 이 제어 흐름 대신에 다른 

흐름이 사용되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야만 한다. 인증에 대한 필요성 및 인증의 유형, 암호에 대한 필요성, 암호 알

고리즘의 세부, 및 설사 있다 해도 압축의 세부에 대해서 일치하는 협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인증에는 

2가지 방법(제1 스피커와 제2 스피커의 양쪽 모두는 각각의 다른 스피커의 동일성을 알 수 있음)이 있고, 암호화가 요

구되며, 알고리즘은 페어링 장치 내에 제공되는 기저대역 하드웨어/펌웨어 또는 다른 암호 성분에 의해 사용되는 것

이고, 최종적으로 압축이 NULL로서 지정된다. 인증 과정으로서, 특정 메모리(보호된 기억 장치)는 상기한 장치의 동

일성을 상기 제2 장치에 대해 시험하기 위해서 국부 장치의 개인 키(보호된 값)로 서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한, 상기

특정 메모리는 제2 장치의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기 인증 기관의 서명을 검증하는 것이 요구됨으로써, 상기 인

증서에 포함된 공개 키로 하여금 제2 장치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임의의 지점에서 파

트너의 인증이 실패하면, 세션은 종료된다. 암호화 요청의 결과로서, 세션 키는 안전한 방식으로 2030에 기초하여 일

치되고, 이 지점에서 SSL/TLS 프로토콜 또는 그 등가물은 기저대역 전송(또는 다른 적절한 국부 암호화 성분)을 초

기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션 키(2035)에 기초하여 일치되는 것으로 종료되며, 그 후에 2040의 암호화 동작을 가능

하게 한다.

전술한 인증 흐름도는 양쪽 모두의 장치의 인증서의 교환 및 검증으로 귀착된다. 이것은 이들 인증서의 임의 선택 확

장 필드가 정책 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제2 장치(2001)는 제1 장치(2003)의 검증된 인증서

의 내용에 기초하여 리소스/기능이 노트북 컴퓨터(2003)에 의해 암호화된 접속을 통하여 작용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하

기 위해 요구되는 장치 식별자 또는 임의 선택(개인 또는 그룹 명칭과 관련됨) 인증서 필드를 사용하는 국부 또는 기

업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장치들 사이에서 직접 협상에 의하여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고, 도 1 내지 도 3의 1회의 초기화 과정 또는 각 장치에 장치 인증서, 개인 키, 및 전술한 바와 같은 인증 기관의

공개 키를 제공하는 일부 등가인 처리 과정 이외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부분상의 사용자 식별자 및 패스워드, PIN, 

또는 암호화 키와 같은 각각의 잠재적인 통신 파트너와 관련된 비밀의 엔트리 또는 기억 장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가 서버에서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서는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해 액세스 제어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데이터 스트림을 포맷팅하거나 또

는 특정 데이터 기록으로 액세스 동작 가능하게 되는 등의 장치에 대해 동작 가능한 우선권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기술된 인증 방법을 이용하는 휴대용 장치가 그 지정된 사용자에 의해 분실된 경우, 장치의 인

증서는 신용 카드 발행자가 분실된 신용 카드를 취소시키자 마자 취소될 수 있다. 디렉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업 중앙 위치에서의 인증서 취소는 다른 장치의 인증 프로토콜이 상기 디렉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 작용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인증이 중앙 디렉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의 액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접속

해제 모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취소 방법 및 액세스 거부 방법은 장치 인증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장

치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장치의 사용자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유효 기간 범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증서 내에 제공한다. 도 7 및 도 8에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도시하고 있다.

도 7은 휴대용 장치(1003)가 제1 리소스(5001)로의 액세스를 요구하는 중앙 액세스 제어를 설명하고 있다. 휴대용 

장치(1003)와 제1 리소스(5001)는 상호 인증 및 협상 암호화(5010)를 실행한다. 휴대용 장치(1003)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5020)로의 액세스를 요구한다. 제1 리소스(5001)는 휴대용 장치(1003)에 대한 인증 요구(5030)를 중앙 디렉

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1005)로 전송한다. 중앙 디렉토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를 승인 

또는 거절한다(5050).

도 8은 2개의 장치(1003, 5001)가 상호 인증 및 협상 암호화(5010)를 실행하는 접속 해제 모드의 액세스 제어를 설

명하고 있는데, 휴대용 장치(1003)는 리소스(5020)로의 액세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접속 해제된 시나리오에 있어서 

수신 리소스(5001)는 해독된 인증서(5100) 내의 임의 선택 데이터를 조사한다. 데이터의 조사시에, 제1 리소스(5001

)는 인증서의 범위 및 국부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를 허용할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수행한다(5110).

상기 인증서의 범위는 인증서에 대한 만료 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요구된 정보로의 액세스는 이전과 같지



등록특허  10-0415022

- 9 -

만, 이와 같은 국부적으로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승인 또는 거절한다(5150).

본 발명을 사용하면, 제1 장치는 이하의 3가지 진술이 정확한 경우에만 인증되는데, 즉 (1) 그 인증서 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CA)의 서명자(도 2에 세이브된 CA 공개 키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를 찾은 지점으로 돌아가서 

각각에 포함된 서명을 체크함으로서 확인할 수 있고, (2) 그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 키와 결합된 개인 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3) 인증서에 저장된 장치 식별자가 외관상이거나 또는 표준 통신 흐름도와 같은 다른 수단

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장치의 실제 장치 식별자와 일치하는 것이 정확한 경우에만 인증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

어서, 제1 장치는 SSL/TLS 또는 등가인 프로토콜의 제어 기록 흐름도 내에서 도전의 서명에 의하여 일치하는 개인 

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사기꾼은 보호되지 않는 기억 장치로부터 제1 장치의 인증서를 훔치거나 제1 장치 

의 MAC(장치) 어드레스를 습득하기 위하여 도청할 수 있다. 이어서, 사기꾼은 고유의 식별자(MAC 어드레스)를 속여

넘김과 아울러, 그 인증서를 재연함으로서 제1 장치를 구현하고자 시도할 수 있지만, 사기꾼은 보호된 기억 장치 내에

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제1 장치의 개인 키를 결코 얻을 수 없고, 그에 따라 도전에 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발명이 휴대용 전화기를 가진 헤드셋 등의 장치를 결합하는 것과 같은 PIN 또는 암호화 키를 입력함이 없이 장치

들 사이에서 장기간의 보안 페어링 관계의 생성을 포함하는데 유용한 다른 실시예가 도 9에 도시되고 있다. 이것은 이

하와 같이 달성될 수 있다. 사용자들 간에 보안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두사람 사이에는 2개의 장치(6001, 6003)

를 가지고 있다. 각 장치에는 외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일부 외부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치의 식별

자 또는 일련 번호를 포함하는 전술한 바와 같은 장치 인증서가 제공되고 있다. 장치 인증서, 일치하는 개인 키 및 관

리자에 의해 생성되고 있는 인증 기관의 공개 키의 대신에, 이들 데이터 항목들은 제조자(6010)에 의하여 사전에 설

치될 수 있다. 장치는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언페어된 상태), 즉 링크 키, PIN, 또는 페어링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규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조업자에 의하여 출하되고 있다. 2개의 언페어된 장치를 무선 근접 상태로 설정하면, 

사용자는 장치가 언페어되었을 때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버튼(6020)을 누른다. 장치로 하여금 그 인증서(6030)를 도 

4에 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은 다른 장치로 전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2개의 장치중 적어도 하나의 장치는 페어링 장치(

6040)의 식별자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청취 가능하거나 다른 출력 수단을 사용하는 장치를 배제

시키지 않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인증 기관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인증

서 체인의 신빙성을 체크함으로써 다른 장치의 인증서를 검증한다. 인증서 내의 장치 식별자가 장치의 외부에 기록되

거나 다른 외부 수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장치 식별자와 일치하면, 그 인증서를 인증한다(6050). 그 다음에 사용자는

버튼(6060)(선택 조작을 행하는 다른 수단을 배제시키지 않는다)을 누르고, 페어링 관계 및 장치 식별자(또는 선택적

으로 링크 키)를 수용하는 장치를 영구적이거나 또는 장기 기억 장치(플래시 RAM이나 로컬 액세스 제어 데이터베이

스를 나타내는 유사한 기억 장치)의 내부에 설정한다. 만일 인증서가 장치 식별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페어

링을 거부하고 그 동작을 종료시킨다(6070). 현재 2개의 장치는 페어링되어 있고, 공유된 비밀로서 인증서나 선택적

으로 링크 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재차 인증할 수 있으며, 장래에 언제라도 암호화된 통신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은

제조 과정을 통하여 장치의 제조를 동시성을 갖도록 함이 없이 제조업자에 의하여 유일하게 페어링 장치로 동작 가능

하게 된다. 페어링 장치의 소유권자가 그 장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선택하면, 그 소유권자는 전술한

동일한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장치에 대한 페어링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수 있다.

초기화에 기초한 이와 같은 장치 인증서의 초기화 방법은 특히 무선 전화기 핸드셋 및 전화 기지국(telephone base s

tation), 퍼스널 컴퓨터 및 무선 오디오 헤드셋, 퍼스널 컴퓨터 및 무선 마우스 등과 같은 장기 전용 페어링을 가질 수 

있는 고객 장치의 용도에 적합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장치(1003)와 제2 장치(1001) 사이에 보안 통신을 초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는 각

각 인증 기관(1005)과 장치 인증서(1050)에 대한 공개 키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 인증서는 상기 각각의 장치와 결합

된 고유의 하드웨어 식별자(1015)와, 상기 각각의 장치와 결합된 공개 키(1040)를 포함하는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 사이에 세션을 구축하는 단계(1010)와;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 사이에 양방향 세션 암호화 및 상호 인증 요구를 협상하는 단계(1030)와;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의 장치 인증서를 교환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 기관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인증서를 암호화 기법으로 검증하는 단계와;

각각의 상기 제1 및 제2 장치에 의하여 작성된 도전(challenge)을 교환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도전에 응답하여, 수신 장치의 개인 키로서 상기 각 장치의 각각의 보호된 기억 장치에 상주하고 있는 개

인 키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도전에 서명하는 단계(1070)와;

상기 서명된 도전을 복귀시키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도전의 서명이 상기 수신 장치에 의하여 사전에 전송된 도전임을 암호화 기법으로 검증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 사이에 키 일치를 구축하는 단계와;

상기 이전의 검증 단계가 모두 성공되었을 때 보안 통신을 구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비보안 세션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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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인증된 접속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암호화된 접속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의 하드웨어 식별자(1015)는 상기 결합된 장치에 대한 장치(MAC) 어드레스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

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기억 장치는 판독 기록 기억 장치이고, 상기 기억 장치의 판독 용량은 비밀 공유 수단에 의해서만 액세스

가능한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기관(1005)의 공개 키는 기본 인증 기관(Root Certificate Authority)의 공개 키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

화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디지털 컴퓨터의 내부 메모리에 직접 로딩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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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보안 통신의 

초기화 방법의 단계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부

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제1 장치(1003)와 제2 장치(1001) 사이에 보안 통신을 초기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는 

각각 인증 기관(1005)과 장치 인증서(1050)에 대한 공개 키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 인증서는 상기 각각의 장치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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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고유의 하드웨어 식별자(1015)와, 상기 각각의 장치와 결합된 공개 키(1040)를 포함하는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

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사이에 세션을 구축하고,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 사이에 양방향 세션 암호화 및 상

호 인증 요구를 협상하며,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의 장치 인증서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메카니즘(1010, 1030)과;

상기 인증 기관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인증서를 암호화 기법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자와;

각각의 상기 제1 및 제2 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도전을 교환하고, 상기 각각의 도전에 응답해서 상기 각 장치의 각각의

보호된 기억 장치에 상주하는 수신 장치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도전에 서명하며, 상기 서명된 도전을 복

귀시키고, 상기 수신된 도전의 서명이 상기 수신 장치에 의하여 사전에 전송된 도전임을 암호화 기법으로 검증하고, 

상기 제1 장치와 제2 장치 사이에 키 일치를 구축하며, 상기 이전의 검증 단계가 모두 성공되었을 때 보안 통신을 구

축하기 위한 협상 메카니즘

을 포함하는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비보안 세션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인증된 접속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5.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구축 세션은 암호화된 접속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6.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의 하드웨어 식별자(1015)는 상기 결합된 장치에 대한 장치(MAC) 어드레스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

스템.

청구항 57.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된 기억 장치는 판독 기록 기억 장치이고, 상기 기억 장치의 판독 용량은 비밀 공유 수단에 의해서만 액세스

가능한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8.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기관(1005)의 공개 키는 기본 인증 기관의 공개 키인 것인 보안 통신의 초기화 시스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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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2.
삭제

청구항 73.
삭제

청구항 74.
삭제

청구항 75.
삭제

청구항 76.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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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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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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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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