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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랜덤 함수(PUF)는 계산하기 쉬우나 특성화하기 어려운 함수이다. 제어된 물리적 랜덤 함수들(CPUF들)은 분리된

통로에서 PUF에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보안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는 PUF

들이다. CPUF들은 인증이 특정 계산이 특정 프로세서에서 전달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산출되는 인증된 실행이 가능

하다. 특히, CPUF를 포함시킨 집적 회로는 챌린지-응답 쌍들(CRP들)을 이용하여 인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CPUF상에

서 동작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보안 프로그램과 적어도 제 2 보안 프로그램 사이의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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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함수(104, 203)를 포함하는 보안 장치(103, 202) 상의 상기 제 1 보안 프로그램(403)의 제어 하에서 프로그램 명령

들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랜덤 함수는 제어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만 액세스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되는 인터페이스는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제 1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보안 장치 상

에서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시, 상기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의 적어도 일부에 의

존하는 출력을 되돌려 주는 상기 랜덤 함수에 액세스하는 적어도 하나의 원시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부단

계를 포함하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보안 프로그램의 상기 표현 및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의 상기 표현은 상기 원시 함수의 입력들로 사용될 때 사

전 순서대로 정렬되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함수는 원시 함수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고 GetResponse(..)=f(h(o(h(Program)

,hprog1,...hprogN),PC)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여기서, Program은 상기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보안 프로그램이고,

hprog1..hprogN은 h(Program1)..h(ProgramN)과 동일하고,

Program1..ProgramN은 키가 공유되는 상기 보안 프로그램들이며,

f(.)은 랜덤 함수이고,

h(.)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랜덤 해시 함수이며,

o(..)는 인수들의 사전적 정렬을 수행하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함수는 원시 함수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고 GetResponse(..)=f(h(o(h(Program)

,hprog1,...hprogN),PC)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여기서, Program은 상기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보안 프로그램이고,

hprog1..hprogN은 h(Program1)..h(ProgramN)과 동일하고,

Program1..ProgramN은 키가 공유되는 상기 보안 프로그램들이며,

f(.)은 랜덤 함수이고,

h(.)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랜덤 해시 함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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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는 hprog1,..hprogR,h(Program), hprogR+1,..hprogN의 순서로 인수들을 출력하는 상기 인수들의 재정렬을 수행하

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된 비밀은 실행의 증명을 생성하기 위해 제 1 보안 프로그램에서 이용되고, 상기 공유된 비밀은 실행의 상기 증

명을 검증하기 위해 제 2 보안 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된 비밀은 동일한 보안 장치상에서 동작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 통신하기 위해 이용되는, 공유된 비밀

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프로그램은 제 2 보안 프로그램(402)의 일부로서 실행되고,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은 상기 보안 장치의 사용

자에게 상기 보안 프로그램이 상기 보안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된 실행을 제공하는, 공유된 비밀을 생

성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 함수는 복합적인 물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된 비밀의 계산은 상기 랜덤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서 상기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하는, 공유된 비밀을 생

성하는 방법.

청구항 10.

랜덤 함수(104) 및 컴퓨터 판독가능한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서(111)와 메모리(112)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장치

를 포함하는 시스템(100)으로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시스템이 제 1 항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도록 배치되는, 시스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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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제 1 항에 따른 방법을 구현하도록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113).

청구항 12.

제 1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생성된 공유된 비밀을 전달하는 신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 1 보안 프로그램과 적어도 하나의 제 2 보안 프로그램 사이의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 상기 방법을 구

현하기 위해 배치되는 시스템, 상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상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

가능한 명령들, 및 상기 방법에 의해 생성된 결과들을 전달하는 신호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자 상거래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산(또는 프로그램)은 사용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특정 프로세서상에서 실제로 실

행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2002년 12월, '제 18차 연례 컴퓨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콘퍼런스'의 회보 내의

'Blaise Gassend 및 Dwaine Clarke 및 Marten van Dijk 및 Srinivas Devadas'에 의한 "제어되는 물리적 랜덤 함수들"에

서(이하 "선행 기술 문서"), 프레임워크가 PUF에 결합된 챌린지-응답 쌍들의 생성 및 검증에 대해 규정된다. 물리적 랜덤

함수(PUF)는 복합적인 물리적 시스템의 도움으로 계산되는 랜덤 함수이다. (PRF 대신에) 약어 PUF의 사용은 발음하기

쉽고, 슈도-랜덤 함수(Pseudo-Random Functions)와의 혼동을 피하는 장점이 있다. PUF들은 여러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PUF들의 일부 구현은 각각의 제조 샘플(예를 들면 각각의 개별적인 반도체 칩)이 다른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

조하기가 쉽다. 이는 PUF가 인증된 식별 애플리케이션들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PUF는 챌린지들을 응답들로 맵핑하는 함수로서, 물리적 장치에 의해 구현되며,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PUF는

계산하기 쉽다. 물리적 장치는 짧은 시간에 상기 함수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 PUF는 특성을 기술하기 어렵

다. 타당하게 보이는(plausible) 물리적 측정들의 다항식의 수(특히, 선택된 챌린지-응답 쌍들의 결정)로부터, 더 이상 (액

세스할) 보안 장치를 갖지 않는 침입자, 및 리소스(시간, 내용, 등)의 다항식의 양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챌린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무시할 만한 양의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다. 상기 정의에서, '쇼트(short)'와 '다항식'

은 장치의 크기에 관한 용어들인 보안 매개변수이다. 특히, '쇼트'는 선형 또는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의미한다. '타당하게

보인다(plausible)'는 것은 측정 기술들의 종래 기술의 현재 상태에 관한 것이고, 진보된 방법들이 발명되면 변화될 수 있

다.

PUF의 예시들은 실리콘 PUF들(2002년 11월, '제 9차 컴퓨터 및 통신 보안 ACM 콘퍼런스'의 회보 내의 'Blaise Gassend

및 Dwaine Clarke 및 Marten van Dijk 및 Srinivas Devadas'에 의한 '실리콘 물리적 랜덤 함수들'), 광학 PUF들(P. S.

Ravikanth, Massach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적 단방향 함수들, 2001), 및 디지털 PUF들이 있다. 실리콘

PUF들은 제조 공정에서 하는 내부-칩 변경을 사용한다. 광학 PUF들은 간섭성 빛(레이저) 빔으로 비추어지는 광학 구조

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작은 반점 형태의 비예측성을 활용한다. 디지털 PUF들은 변형 억제 모듈 환경이 암호화 및 인증 목

적으로 사용되는 비밀 키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말한다.

PUF는 보안 장치내에서 비분리의 방법으로 PUF에 물리적으로 링크되는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다면,

제어되는 것(제어되는 PUF 또는 CPUF)으로 정의된다(즉, 상기 알고리즘을 회피하고자 하는 임의의 시도는 PUF의 파괴

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 보안 알고리즘은 상기 PUF에 제공되는 챌린지들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 공간에 주어지는

응답들에 대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어는 PUF가 단순한 인증된 식별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게 하는 근본 아이디어이

다.

CPUF의 예시는 선행 기술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보안 프로그램은 PUF가 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 두 원시 함수들

GetSecret(.) 및 GetResponse(.)을 통해서만 액세스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PUF에 링크되는 보안 알고리즘의 제어 하에

이용된다. GetSecret(.)는 PUF에 대한 입력이 원시 함수들이 실행되는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에 의존하도록 보장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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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때문에, 원시 함수들이 다른 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 실행된다면, PUF에 대한 입력 및 PUF에 대한 출력은 다를 것

이다. 게다가, 이 원시 함수들은 새로운 챌린지-응답 쌍들의 생성이 규칙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며, 이는 또

한 선행 기술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원시 함수들의 출력이 상기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에 의존한다면, 상기 출력은 동일한 PUF상에서 동작하는 다

른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도록 사용될 수 없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제 1 보안 프로그램과 적어도 하나의 제 2 보안 프로그램 사이에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실현되며, 랜

덤 함수를 포함하는 보안 장치상의 상기 제 1 보안 프로그램의 제어 하에서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랜덤 함수는 제어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만 액세스 가능한 상기 프로그램 명령들을 실행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되는 인터페이스는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제 1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의 적어도 일부, 및 상

기 보안 장치 상에서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시, 상기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의 적

어도 일부에 의존하는 출력을 되돌려 주는 상기 랜덤 함수에 액세스하는 적어도 하나의 원시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

그램 명령을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부단계를 포함한

다. 따라서 각각의 보안 프로그램이 원시 함수가 호출된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 및 비밀이 공유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

(들)의 표현(들)로 입력으로써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것에 의해, 공유된 비밀은 두 개 이상의 보안 프로그램들에 설정될 수

있다. 각각의 보안 프로그램들은 원시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써 수반되는 보안 프로그램들의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

일한 비밀이 각각의 보안 프로그램들에 의해 생성된다.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에 의존하여 출력을 생성함으로써, 보안 장치상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다른 보안 프로그램이 제어되

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동일한 입력에 대해 다른 결과들을 획득하는 것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공유된 키를 획득하기 위

해 해커에 의해 디자인된 임의의 다른 보안 프로그램은, 결과들이 원래의 보안 프로그램과 다르며 해커에 의해 사용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인 보안 프로그램 표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어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단지 쓸모없는 결과들만을 획

득한다. 다른 어떤 보안 프로그램도 보안 키를 재생성하고 랜덤 함수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상기 랜

덤 함수에 액세스할 수 없다.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은 해시 또는 그밖의 서명, 또는 이들의 부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의 표현은 완전한

보안 프로그램을 커버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예를 들면 보안 프로그램이 랜덤 함수와 관계없는 큰 부분들을 포함할

때) 원시 함수들의 입력과 출력의 호출 및 조작을 다루는 보안 프로그램의 상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보안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안 장치의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다. 대안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은 보안 장치내에 있는 분리

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보안 프로그램의 차후 실행에 대하여, 차후 사용하기 위한 특정 보안 프로그램의 빠른 검색을 허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코드는 저장될 수 있고, 또는 해시 코드가 저장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차후 실행이 허용된 자의 허가에 대한 정보가 함

께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욱 특정한 구현은 청구항 2에 기술되어 있다. 프로그램 표현은 외부적으로 프로그램들 Prog1..ProgN에 대해

서, 또는 내부적으로 원시 함수가 호출되는 프로그램 Program에 대해서 모두 랜덤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원시 함수는 원시 함수를 호출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의 표현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사전순서의 정렬은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된다.

본 발명의 더욱 특정한 구현은 청구항 3에 기술되어 있다. 랜덤 해시 함수 h(.)가 사용될 때, 상기 함수는 양호하게는 (대부

분) 충돌하지 않고, 이 원시 함수들이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의 공유된 키로서 사용되는 키를 안전하게 생성하도록 유리하

게 사용될 수 있다. 청구항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Program 및 Prog1..ProgN이 보안 프로그램(들)의 (보안의 관점으로부

터) 관련된 부분들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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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변형이 청구항 4에 기술되어 있다. 청구항 2에서와 같은 사전순서적 정렬을 계산하도록 하는 대신에, 이 변형은

번호가 매겨지는 보안 프로그램에 의하며, 상기 프로그램 표현들은 원시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서 사용되기 전에 각각의 보

안 프로그램들에서 동일한 순서로 재정렬되기가 쉬울 수 있다.

본 발명의 변형이 청구항 5에 기술되어 있다. 2004년 5월 6일 출원된 특허 출원 제US2004/014404호[변호사 도켓

PHNL030605]는 제 1 모드에서 동작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는 실행 증명을 기술하며, 이는 제 2 모드에서 동

작하는 동일한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상기 솔루션의 단점은 양 모드들을 포함하는 완성된 보안 프로그램

은 원시 함수에서 실행하고 사용하기 위한 보안 장치에서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보안 프로그램이 계속하여

공유된 비밀을 생성할 수 있을때 보안이 계속하여 가능한 반면에,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단지 제 1 모드 부분 또는 제 2 모

드 부분이 분리된 보안 프로그램으로서 요구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변형이 청구항 6에 기술되어 있다. 2004년 5월 6일 출원된 특허 출원 제US2004/014404호[변호사 도켓

PHNL030605]는 보안 프로그램의 차후 연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안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한 상태 정보 개념을 더 기

술한다. 이 개념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안 프로그램들을 예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안 장치상에서 동작하는 다

중 보안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허용한다. 이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획득된 공유된 비밀 키

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리한 구현이 청구항 7에 기술되어 있다. 선행 기술 문서에서 인증된 실행은 계산 결과와 함께 특정 프로세서

칩의 사용자에게 특정 계산이 상기 특정 프로세서 칩 상에서 전달되었다는 것과, 상기 계산이 실행되었고 주어진 계산 출

력을 산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e-인증이라 호칭함)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로서 정의된다. 보안 장치의 사용자에게 보

안 프로그램이 실제로 동일한 보안 장치상에서 수행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은 양호하게는 제 2 보안 프로

그램의 일부로서 실행되며, 상기 제 2 보안 프로그램은 선행 기술 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은 인증된 실행을 구현한다.

본 발명의 더욱 특정한 구현은 청구항 8에 기술되어 있다. 이 구현에서 PUF는 원시 함수들에 사용되는 랜덤 함수를 구현

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더욱 특정한 구현은 청구항 9에 기술되어 있다. 이 구현에서 생성된 공유된 비밀 키는 또한 입력 변수들의 적어

도 일부에 의존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입력들이 공유된 비밀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에

하드코딩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일부 입력들이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닌 입력들이 고려되어

야 하고, 보안 장치와 상기 보안 장치의 사용자 사이에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그리고 따라서 제 3 자에게 통신되지 않으며)

, 또는 다른 프로그램 실행들 사이에 다르게 허용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청구항 10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판독성 매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청구항 11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신호는 청구항 12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른 면들은 예시와 개략도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더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도면들을 통해,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유사하거나 상응하는 특징들을 나타낸다. 상기 도면들에서 나타낸 일부 특징들은 일

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되고, 그리고 이로써 소프트웨어 모듈들이나 오브젝트들과 같은 소프트웨어 존재들을 표현

한다.

도 1은 선행 기술에 따른 PUF(104)를 포함하는 보안 장치(103)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기본 모델을 도시한

다. 시스템(100)에 의해 구현된 상기 모델은, 보안 장치(103)의 제어 내에서 또는 하에서 칩(105)의 계산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용자(101)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자 및 상기 칩은 신뢰될 수 없는 개방된 통신 채널(102)에 의해 다른 자에게 연

결된다. 상기 사용자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밖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보안 장치(103)는 프로세서(111) 및 메모리(112)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장치(110)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프로세

싱 장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113)으로부터 컴퓨터 실행가능한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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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기술 문서는 각각의 특정한 PUF에 대해 고유한 챌린지들 및 응답들의 조작을 기술한다. 주어진 챌린지에서, PUF는

대응하는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 사용자는 PUF에 의해 원래대로 생성된 CRP들(챌린지-응답 쌍들; challenge-response

pairs)의 그의 개인 소유 (인증된) 목록을 소유한다. 상기 목록은 개인적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PUF 외에도) 오직 상기 사

용자만이 상기 목록의 각각의 챌린지들에 대한 응답들을 알기 때문이다. 상기 사용자의 챌린지들은 공개적일 수 있다. 상

기 사용자는 보안 장치로 여러 CRP들을 설정했다고 추정된다.

(제한된 수의) 챌린지들에 대한 응답들은 상기 사용자에게만 알려진다. 부가적으로, 보안 장치는 특정 챌린지에 대한 응답

을 (재)계산 할 수 있다. 특정 챌린지에 대한 응답을 다른 사람들이 복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RP들을 관리하는 안전

한 방법이 필요하다. 선행 기술 문서는 이를 이루기 위해 제어된 PUF 개념을 제안한다. 분리된 경로내에서 PUF에 물리적

으로 링크된 보안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다면, PUF는 제어된다고(PUF 또는 CPUF가 제어된다고) 정의된다

(즉, 상기 알고리즘을 우회하기 위한 임의의 챌린지는 상기 PUF의 파괴를 이끌 것이다). 특히 이 알고리즘은 PUF에 제공

되는 챌린지들을 제한할 수 있고, 외부에 주어지는 응답들에 대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어는 PUF가 단순한 인증된 식

별 애플리케이션들을 넘어서도록 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이다. PUF들 및 제어된 PUF들은 스마트카드 식별, 인증된 실행,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을 구현하도록 기술되고 알려져 있다.

위장 공격들(man-in-the-middle attacks)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CRP 관리 프로토콜들 사이에 특정 챌린지에 대한 응답

을 문의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이 프로토콜들에서 보안 장치가 사용자에게 응답들을 송신할 때 CRP 관리 프로토콜들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상기 보안 장치가 챌린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답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PUF에 대한 액세스

를 제한하는 것에 의해 보장된다. CRP 관리는 선행 기술 문서에 기술된 것과 같이 진행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에

서, 상기 응답들은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s)들을 생성하는 것과 같은 추가 프로세싱을 위해서만 내부적으

로 사용되고, 상기 사용자에게 송신되지 않는다. CPUF는 개인적인 방법(누구도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또는 적어도

숨겨진 채로 유지하는 조작된 키 도구를 볼 수 없다), 및 인증된 방법(누구도 프로그램이 무엇을 동작하는지 탐지함이 없이

수정할 수 없다)에서 프로그램(추가: 보안 프로그램)의 일부 형태를 실행할 수 있다.

CPUF의 제어는 PUF가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며, 더욱 특히 두 원시 함수들

GetResponse(.) 및 GetSecret(.)을 사용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선행 기술 문서에서 사용된 원시 함수들의 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etResponse(PC)=f(h(h(SProgram),PC))

GetSecret(Challenge)=h(h(SProgram),f(Challenge))

여기서, f는 PUF이고, h는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랜덤 해시 함수(또는 실제로 일부가 슈도-랜덤 함수)이다.

이 원시 함수들에서, SProgram은 인증된 경로로 동작하는 보안 프로그램 코드이다. 상기 장치의 사용자는 보안 프로그램

으로 전달될 수 있다. h(Program)는 (일부 경우에 챌린지와 같은) 하드코딩된 값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이 보안 장치는 h(SProgram)를 계산하고, 후에 GetResponse(.) 및 GetSecret(.)이

인용될 때 이 값을 사용한다. h(SProgram)의 계산은 보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수행될 수 있거나, 원시 함수

의 제 1 구체화 전에 수행될 수 있다. 선행 기술 문서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 두 원시 함수들은 GetSecret(.)이 CRP로부터

공유된 비밀을 산출하기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의해 사용되는 동안 GetResponse(.)가 필수적으로 CRP 생성에 사용되

는 안전한 CRP 관리를 구현하기에 충분하다.

계속해서, 다음의 표시가 사용된다.

E(m, k)는 키 k 로 메시지 m을 암호화한다.

D(m, k)는 키 k 로 메시지 m을 복호화한다.

M(m, k)는 키 k 로 메시지 m을 MAC 한다.

E&M(m, k)는 키 k 로 메시지 m을 암호화하고 MAC 한다.

D&M(m, k)는 MAC가 일치하면 키 k 로 메시지 m을 복호화한다. MAC가 일치하지 않으면, MAC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

시지를 출력하고 어떠한 복호화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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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도 2에 도시되어 있고,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예시가 도시되어 있다.

보안 프로그램(231)은 통신(221) 내에서 보안 장치(202)를 포함하는 시스템(201)으로 송신되고, 공유된 키가 생성되는

그 밖의 보안 프로그램(들)의 해시 코드 표현(들)(예를 들면: h_SprogB=h(SProgB))을 포함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입

력(232)과 함께하는 실행을 위해 PUF(203)을 갖는다. 그 후에, 보안 프로그램 SprogA는 본 발명에 따라 원시 함수들을

이용하여 보안 장치 상에서 공유된 비밀을 생생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GetResponseSK(PC)=f(h(PHR,PC)), 및

GetSecretSK(Challenge)=h(PHR,f(Challenge)),

여기서, PHR=Ordering(h(Sprogram), Val, Rule).

함수 정렬은 규칙 값에 따라 입력 매개변수들의 재정렬을 정의한다. 규칙 값은 PHR을 보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원시 함수들의 출력은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기 원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들과 동일하다. 생성된 공유된 비밀은 그 후에

비밀 키로 사용될 수 있다. 정렬 함수는 보안 프로그램들의 표현 값들의 사전순서적 정렬이 될 수 있거나, 규칙 값은 이 값

들이 연결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Program SProgA는 다음과 같다.

begin program

\\Initialization of Rule and Val,

\\used as input in GetSecretSK and GetResponseSK

Rule = 0;

Val = (h_SProgB);

\\GetSecretSK and GetResponseSK are now defined

...

Main body of SProgA

...

\\GetSecretSK or GetResponseSK statements

...

end program

Program SProgB는 다음과 같다.

begin program

\\Initialization of Rule and Val,

\\used as input in GetSecretSK and GetResponseSK

Rul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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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h_SProgA);

\\GetSecretSK and GetResponseSK are now defined

...

Main body of SProgA

...

\\GetSecretSK or GetResponseSK statements

...

end program

프로그램 SProgA에서 h(Ordering(h(ProgA),Val,Rule)) = h(Ordering(h(ProgA),h(ProgB),0)) = h(h(ProgA),h(ProgB)

)이다. 프로그램 SProgB에서 h(Ordering(h(ProgB),Val,Rule)) = h(Ordering(h(ProgB),h(ProgA),l)) = h(h(ProgA),h

(ProgB))이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들은 원시 함수들 GetResponseSK에 동일한 입력을 적용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실행 증명의 생성 및 검증을 위한 분리된 보안 프로그램들을 갖기 위한 공유된 비밀의 사용을 설

명한다. 2004년 5월 6일 출원된 특허 출원 제US2004/014404호[변호사 도켓 PHNL030605]는 제 1 모드가 실행 증명을

생성하고, 제 2 모드가 실행 증명을 검증하는 다중-모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행 증명의 생성 및 검증을 기술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제 실행 증명을 생성하고 분리된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행 증명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초기화의 과부하를 감소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보안 프로그램 표현 계산의 계산적 부담을 감

소시킨다.

실행 증명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 증명을 생성하는 부가적 프로그램 층으로 인증된 실행의 솔루션을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

다.

이 실시예가 사용될 수 있는 제 1 예시로서, 도 3에서 보는 앨리스가 브로드캐스터(310)이고 밥이 보안 장치(301)가 있는

STB(300)의 소유자인 STB(셋탑박스; set-top-box)를 고려하자. 프로그램 A에서 밥은 서비스를 구매한다. 앨리스는 거

래 세부사항들(332), e-인증(333; e-인증은 거래 세부사항들 및 e-증명 모두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및 e-증명(334)을

수신한다. 앨리스는 단계(340)에서 e-인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일 일치한다면, 앨리스는 e-증명이 밥의 STB에 의

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 B에서 거래를 계속한다. e-증명은 중간자가 거래 세부사항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

에 밥이 서비스를 구매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B(321)에서, 밥은 그가 요청했던 서비스에 속

하는 콘텐트(335)를 수신한다. 상기 콘텐트는 CRP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앨리스는 프로그램 B에서 밥의 행동들

의 제 2 e-증명(336)을 수신한다. 제 1 구체화에서, 프로그램 B에서 콘텐트를 밥에게 송신하는 앨리스의 약속의 증명을

수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앨리스 뿐만 아니라 밥도 제 1 e-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의 제 3자는 프로그램

B에서 밥에게 콘텐트를 전송하는 앨리스의 약속에 있는 프로그램 A에 인코딩된 프로토콜을 밥의 STB가 성공적으로 수행

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밥은 제 3자(및 특히 앨리스)에게 그가 특정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해 e-증명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그를 디스카운트들 및 업그레이드들에 대하여 적격자로 만들수 있다.

제 2 예시로서, 앨리스가 그 입력의 일부로서 타임 스탬프로 밥의 보안 장치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원한다고 가정하

자. 실행의 결과들은 밥의 동의가 있는 상기 타임 스탬프의 복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고, 타임 스탬프는 실행의 적합한 시간

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상기 프로그램은 밥에게 그가 동의하면 문의하고,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디자인된다.

주어진 적합한 e-증명에서, 중간자는 결과들을 검색한다. 그래서, 그는 타임 스탬프를 확인하고 밥 및/또는 앨리스의 요청

들이 아직 유효한지 검증할 수 있다.

제 3 예시로서, 여러 모드들이 있는 프로그램 Program'을 가정하자. 이 모드들에 의존하여, EProof는 프로세서 P 상에서

입력 Input으로 프로그램 Program에 대한 e-증명일 때, Program'은 프로세서 P상에서 (Result,EProof)=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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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을 계산하거나, EProof가 유효한 e-증명인지 확인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만일 유효하다면 Result를 재구성한

다. 중간자의 역할로서, EProof는 Program'에서 차기 모드에 대한 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조건적 액세스를 구

현한다.

도 4는 여러 프로그램 층들을 도시한다. 각각 생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프로그램들은 실행이 상기 보안 장치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사용자 및 제 3자 모두가 확신하도록, PUF(401)가 있는 보안 장치(400)내의 각각의 인증된 실행 프로그

램들 CProgram1(402,454)의 XProgram 부분으로서 각각 실행되는 실행증명, EProgram_generation(403), 및

EProgram_verification(453)을 생성한다.

EProgram_generation은 앨리스가 관심이 있는 (AProgram(406)내에서) 결과들 뿐만 아니라 e-증명도 계산한다. 앨리

스는 상기 프로그램이 밥의 보안 장치상에서 정확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CProgram의 XProgram 부분으

로서 EProgram_generation을 동작시켜서) 인증된 실행을 사용한다. 중간자는 EProgram_verification을 실행함에 의해

또한 인증된 실행을 이용함에 의해 e-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키 아이디어는 본래 GetResponse(.)가 보안 프로그램들 양

쪽의 해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래 GetResponse(.)를 통해 획득된 키로) 실행 증명을 생성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었던 e-증명은 실행 증명의 검증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다.

보안은 먼저 본래 GetResponse(.)의 파괴의 어려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해시를 파괴하는 것과 GetResponse(.)가 정

의된 PUF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며, 두번째로, 암호화와 본래 MAC E&M(.) 파괴의 어려움에 의해 결정된다.

이 프로그램들안에서 변형들은 가능하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입력 부분을 하드코딩할 수 있고, 이는 덜 유연하지만 더 튼

튼하다. 증명 결과들내의 현재의 출력의 양은 또한 다양하다. 이 알고리즘들의 임의의 변형은 구현될 수 있다.

제 1 변형에서, 앨리스는 AProgram(Input)을 동작하고 실행 증명을 수신하기 원하며, 따라서 Inputs=(h(EProgram_

verification),AProgram,Input,PC)(AProgram은 435, Input은 434)가 Val(432)로 h(EProgram_verification) 및 PC

(433) 랜덤 문자열과 동일하고 EProgram_generation이 아래에 정의되는 바와 같은 EProgram_generation(Inputs;

431)을 실행한다. PC는 비밀 키들 KE를 생성하기 위해 랜덤 함수에 대한 챌린지를 계산하도록 "예비-챌린지"로서

GetResponse(.)에 의해 사용된다. 앨리스는 상술된 바와 같이 CProgram(430)을 사용하는 밥의 보안 장치상의

EProgram_generation(Inputs)를 실행하기 위해 인증된 실행의 기술을 사용한다. 앨리스는 상기 보안 장치에서 되찾는 모

든 출력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e-인증을 확인한다. 산출된 e-인증은 Program(Input)에 의해 생성된 결과(438)의 인

증일뿐만 아니라, e-증명(436)의 인증이다.

EProgram_generation(Inputs)는 다음과 같다.

begin program

var Val,AProgram,Input,PC,Rule,Result,KE,EMResult,EProof,Results;

(Val,AProgram,Input,PC)=Inputs;

Rule=O;

//GetResponseSK() now defined

Result= AProgram(Input);

KE=GetResponseSK(PC);

EMResult=E&M(Result,KE);

EProof=(PC,EMResult);

Results=(Result,EProof);

e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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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ogram_verification(Inputs)은 다음과 같다.

begin program

var Val, Eproof, Rule, PC, EMResult, KA, Result, CheckBit, Results;

(Val,EProof)=Inputs;

Rule=1;

//GetResponseSK() is now defined

(PC,EMResult)=EProof;

KA=GetResponseSK(PC);

Result=D&M(EMResult,KA);

CheckBit=(MAC of EMResult matches);

Results=(Result,CheckBit);

Output(Results);

end program

실행 증명은 밥의 보안 장치로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임의의 중간자에 의해 검증될 수 있으며, 상기 검증은 세 단계를 포함

한다. 제 1 단계에서 중간자는 앨리스 또는 밥으로부터 단계(450) 내의 실행 EProof의 증명을 수신한다. 그는 Inputs=(h

(EProgram_generation),EProof)(EProof는 444)를 구성하고, 여기서 Val(442)는 공유된 비밀 키를 생성하기 위해 요구

되는 보안 프로그램 표현이다. 중간자는 또한 아마도 앨리스 또는 밥으로부터 (전에 실행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예시에서

단계(451) 및 단계(452) 내의 중간자와 통신되는) EProgram_verification 및 CProgram을 획득한다. 중간자는 PC가 필

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제 2 단계에서 중간자는 EProgram_verification(Inputs) (EProgram_verification은 441)을 밥의 보안 장치상에서 실행

하기 위해 CProgram(440)으로 인증된 실행의 기술을 사용한다. 중간자는 보안 장치로부터 되찾는 Result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e-인증(447)을 확인한다. e-인증이 Result들과 일치하면 상기 중간자는 임의자의 방해 없이 밥의 보안 장

치가 EProgram_generation(Inputs)을 실행했다는 것과 누구도 그 입력들과 출력들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누구도 상기 입력 EProof를 수정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의 보안 장치는 EProof를 이용하여 EProgram_

verification(Inputs)를 실행했다. Result(445)는 출력의 전체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 있

다. 이는 또한 상기 Result로부터 비롯된 정보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및 중간자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이후 프로그램에 구현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유들로 EProgram_verification은 중간자에게 상기 결과들의 요

약만을 송신할 수 있다.

제 3 단계에서 중간자는 CheckBit(446)가 참인지 검증하고, 이는 EMResult의 MAC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일치한

다면, 중간자는 밥의 보안 장치에서 AProgram(Input)이 EProof 및 Result를 계산했다고 판단한다. 만일 불일치한다면,

상기 중간자는 밥의 보안 장치가 EProof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EProgram_verification은 MAC가 일치하지 않

는다고 출력하거나(D&M(.) 및 CheckBit 참조), MAC가 복호화된 결과로 함께 일치한다고 출력한다. (속임) 결과 FResult

에 대한 속임 e-증명 FEProof=(FPC,FEMResult)를 생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불린다.

제 3 실시예에서, 2004년 5월 6일 출원된 특허 출원 제US2004/014404호[변호사 도켓 PHNL030605]에 기술된 안전한

메모리의 사용 및 안전한 프로그램 실행 상태는, 동일한 보안 장치상에서 교차하여 동작하는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안

전하게 통신하도록 공유된 비밀 생성과 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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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이 실시예에 대한 구조도이다. 프로그램 실행 상태(502) 및 메모리 콘텐트(502)가 보안 프로그램(505)의 부분적

실행들사이에서 저장된다. 보안 장치(500)상에서 동작하는 보안 프로그램(501)은 중단상태 또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이 동

작해야하는 경우에 상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상태(505)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중단된 경우, 상기 프로그램 상태는

암호화된다(단계 503). 보안 장치는 외부에 자신의 상태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다음 순간에 자신의 실행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상태는 검증되고 복호화되고(단계 504) 회복된다. 메모리 콘텐트의 한 부분이 공유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고, 반면에 메모리 콘텐트의 다른 부분은 개인적인 공유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으

며,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두개의 보안 내부-프로그램 통신 및 보안 분리를 구현한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는 인증된 실행의 층을 부가한다. 인증된 실행의 개념은 선행 기술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보안 장치

의 사용자에게 상기 보안 장치상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유된 비

밀을 생성하는 상기 보안 프로그램은 인증된 실행을 구현하는 다른 보안 프로그램의 제어하에 실행된다. 이 기술은 특정

구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인증된 실행은 e-인증으로 불리는 것을 이용하여 제공된다. 보안 장치 상에서 입력 Input이

있는 프로그램 XProgram에 대한 e-인증은 상기 보안 장치의 사용자가 상기 보안 장치상에서 XProgram(Input)에 의해

생성되었던 XProgram의 결과들을 출력했었는지 여부를 뛰어난 추정도로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상기 보안

장치상에서 XProgram(Input)에 의해 효율적으로 생성된 문자열로서 정의된다. 상기 보안 장치상의 XProgram의 실행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보안 장치의 소유자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상기 보안 장치를 제작했던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보안 장치

제조자의 신뢰도로 신뢰할 수 있다.

도 6은 계산이 보안 장치상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인증된 실행을 도시한다. 사용자 앨리스는 계산적으로 고가의 프로그램

Program(Input)을 밥의 컴퓨터(601)에서 동작시키기 원한다. 밥의 컴퓨터는 PUF(603)을 가진 보안 장치(602)를 갖는다.

앨리스가 이미 보안 장치로 CRP들(611)의 목록을 설정했다고 가정한다. (Challenge,Response)가 밥의 PUF에 대한 앨리

스의 CRP들중의 하나가 된다고 하자. 제 1 구현 변형에서, 앨리스는 (통신(621))내에서 (Challenge,E&M(

(XProgram,Input),h(h(Cprogram),Response)))와 동일한 입력 Input(632)로 후술하는 프로그램 CProgram1(631)을 보

안 장치(602)로 송신한다.

CProgram1(Inputs)는 다음과 같다.

begin program

var Challenge,EM,XProgram,Input,Result,Certificate;

(Challenge,EM)=Inputs;

Secret=GetSecret(Challenge);

(XProgram,Input)=D&M(EM,Secret);

Abort if the MAC does not match;

Result=XProgram(Input);

Certificate=M(Result,Secret);

Output(Result,Certificate);

end program

Result=XProgram(Input)에 의해 Result가 XProgram(Input)의 출력의 부분이라는 것이 인지된다. e-증명이 필요하지 않

은 출력들이 더 있을 수 있다. Output(...)는 통신(6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PUF의 외부로 결과(633)를 송신하는데 사용

된다. 상기 보안 장치 외부로 송신되는 것은 (제조자가 상기 보안 장치의 물리적 소유가 있는 부츠트래핑(bootstrapping)

동안을 제외하고) 잠재적으로 전체 공간에 보일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의 보안 디자인은 Result 내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위치하는 '결과'를 생성한다. 암호화는 전통적인 암호기법을 사용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음 경우에서,

비밀은 Input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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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의 CRP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Secret를 생성할 수 없고, 따라서 Secret으로 MAC을 한다. MAC는 프로그

램에서 두 부분에서 사용된다. 제 1 MAC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확인되고 Input들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제 2 MAC는 앨

리스에 의해 확인되고, 보안 장치로부터 되찾는 메시지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앨리스와는 별도로 상기 보안 장치만이 프로

그램 CProgram을 실행하여 Secret가 주어진 Challenge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Result 및 Certificate가 상기 보안 장치

상에서 CProgram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CProgram은 입력으로서 Input들로 인증된 실행

을 수행했다. 이는 Certificate가 e-인증인 것을 증명한다.

e-인증들은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보안 원격 계산에 사용될 수 있다. Certificate가 일치하면, 이는 앨

리스에게 XProgram(Input)가 (CProgram(Inputs)에 의해) 보안 장치상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보안 장치의 소유자(밥)와 보안 장치의 사용자(앨리스)가 하나이고 동일한 실체일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예를 들

면, 밥은 다른 자들에게 그가 Program(Input)으로 Result를 계산한 것을 그의 e-증명에 의하여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앨

리스나 중간자 모두 PUF가 장착된 보안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본 발명의 장점이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모든 PUF들, 즉 물리적 또는 광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PUF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 적

용가능하다. 구조의 세부 사항들은 물리적 PUF들에 주어지지만, 그러나 디지털 또는 광학 PUF들에 주어질 수 있다.

대안은 가능하다. 상기 기술에서, "포함"은 다른 구성요소들 또는 단계들을 배제하지 않고, "한" 또는 "하나"는 복수를 배제

하지 않으며, 단일의 프로세서 또는 그 밖의 유니트는 본 청구항들에 기술된 여러 수단들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PUF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기본 모델을 도시한다.

도 2는 공유된 비밀의 생성을 도시한다.

도 3은 공유된 비밀의 생성을 위한 예시적 사용 과정을 도시한다.

도 4는 인증된 실행 하에서 공유된 비밀을 생성하는 다른 프로그램 층들의 개략도이다.

도 5는 중단된 프로세싱을 도시한다.

도 6은 인증된 실행을 도시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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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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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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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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