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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미래의 암호화 기법이 개발되어 현재의 암호 키 길이(cryptographic key-lengths)가 불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매우 장기간 동안 보안 상태로 유지될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문수마다 2중 서명(double signature)이 발행된다. 제 1 디지털 서명(DTS)은 장기간 보안을 가능하게 하고, 제 2 디지

털 서명(DUS)은 개별 사용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에 의해서, 제 2 디지털 서명은 그 생성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서명에 비해 덜 계산 집약적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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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장기간의 주기 동안 보안 상태로 유지될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는 방법, 컴퓨터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더욱 더 많은 문서가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는 때때로 문서 또는 그 컨텐츠를 시간 상의 특정한 시점으로 한정하기

위한 디지털 타임 스탬핑 매커니즘(digital time-stamping mechanism)을 포함한다. 데이터 또는 타임-스탬프(time-

stamp)가 그 이후의 시간으로 탬퍼링(tampered)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호 디지털 서명(cryptographic

digital signature)을 이용하여 이러한 구성 요소를 모두 보호한다.

미국 특허 공개 번호 제 US 2002/0120851 A1 호는 데이터 타임-스탬핑을 위한 장치 및 방법에 대해 개시한다. 이러한

장치는 신뢰성있는 클록(trusted clock), 메모리, 타임-스탬퍼(time-stamper) 및 디지털 서명자(digital signer)를 포함한

다. 이러한 장치는 타임-스탬퍼에 의해 신뢰성있는 클록으로부터 획득된 시간으로 타임-스탬핑되고, 디지털 서명자에 의

한 디지털 서명으로 디지털 서명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는 그/그녀가 디지털 서명한 문서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문서는 장기간의 주기, 예를 들면 적어도

30년 동안 보안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개인용 암호 토큰(personal cryptographic tokens)의 한정된 계산 능

력(limited computational power)에 기인하여 실행될 수 없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서명도 생성될 수 없어야 한다. 서명 장치(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smart card) 등)로서 기능하

는 개별적인 암호 하드웨어 토큰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타입의 하드웨어 토큰은 계산 능력과 관련하여 제한되는데, 이는 매우 긴 키 길이(key lengths)를 갖는 디지

털 서명이 허용 시간 내에 계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미래의 암호화 기법이 개발되어 현재의 암호 키 길이(cryptographic key-lengths)가 불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매우 장기간 동안 보안 상태로 유지되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장기간 보안 용도의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는 방법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자 문서를 디지

털 마크로 마킹하는 단계와, 전자 문서를 제 1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마킹되고 서명된 전

자 문서는 그 생성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서명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

2 디지털 서명은 제 1 디지털 서명보다 더 짧은 암호 키를 기반으로 한다.

전자 문서 및 제 1 디지털 서명 또는 그 일부분은, 암호 토큰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의 컨텐츠 및 제 1 디지털 서명에 의존하

는 제 2 디지털 서명 또는 그 일부분을 생성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제공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전자 문서를 검토할 수

있고, 해당 전자 문서를 개별적인 암호 토큰으로 서명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전자 문서를 표시하고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암호 토큰으로는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속하고, 서명 장치로도 지칭되는 스마트 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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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토큰은 사용자 그룹에 관련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 그룹은 하나의 암호 토큰을 공유하여 해당 그룹 또는 부서가

책임을 지게 한다.

디지털 마크는 순차 번호(sequence number), 타임 스탬프(timestamp) 및 그로부터 도출된 값 중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

지는 고유 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디지털 마크는 그 이후에 철회 용도(revocation purposes)로 이용될 수 있는 고유 번호

를 할당할 수 있게 한다.

서명된 전자 문서는 사용자가 서명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 3 디지털 서명 또는 다른 디지털 마크로 서명될 수 있다. 이는

제 1 디지털 서명이 예를 들면 타임 스탬핑 또는 서명 서버에서 생성되는 경우에 실행될 수 있다. 철회 프로세스

(revocation process)는, 어떤 키가 무효(invalid)가 되는지를 서명 서버에 통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더 용이한 키 철

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단순화될 수 있다.

디지털 서명은 대칭적 암호화뿐만 아니라 비대칭적 암호화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개/비밀 키 암호(public/secrete- key

cryptography)는 제 1 및 제 2 서명 키를 이용함으로써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 2 서명을 위한 개별적인 키는 개별적

인 서명 장치에 의해 취급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 장기간 동안 보안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 제 1 서명 키는 모든 합리적인 예측에 의해 해당 키의 원하는 수명 시간 내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미래의 암호 개발에 의해 현재의 암호 키 길이가 불충분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우 장기간 동

안 보안되어야 하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디지털 서명 또는 그 일부분이 스마트 카드 등과 같은 운

반이 용이한 장치 상에서 계산되면, 사용자는 그/그녀가 디지털 서명한 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 문서에 대해 2중 서명(double signature)이 발행되는데, 하나의 서명은 장기간 보안을 보장하고, 다른 하나의 서명은

개별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문서의 결과적인 서명은 이러한 2개의 서명의 조합이다. 사용된 키 크

기 및 계산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2개의 서명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서의 사용 수명 동안에 서명을 재생성하는 것은 유용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개의 서명의 조합은 단기간 및 장기간 전체에 걸쳐 매우 높은 보안 레벨을 가능하게 한다.

제 1 스테이지는 시간 및 날짜를 추가할 수 있고, 문서 또는 문서 해시값(document hash value)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신뢰성있는 디지털 마킹과, 제 1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 1 스테이지는 매우 강한 키 길이, 예를 들면 3072-4096 비트를 이용하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서명 기법(예를

들면, RSA, ECC 등)을 병렬로 이용하여 특정 기법이 손상된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는 신뢰성있는 서버(trusted server)

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다음에 사용자는 서명된 디지털 마크를 포함하는 문서를 검증하고, 그/그녀의 개별적인 서명 장치를 이용하여 그 생성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서명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으로 해당 문서를 다시 서명한다. 그러면 문서는 유효하게

서명된 저자 문서로서 간주된다. 이것의 장점은 모든 개별적인 사용자가 계속 개별적인 서명 장치에서 분리된 적이 없는

그/그녀의 비밀 키를 구비하게 하면서, 장기간 보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 서명에 대한 키 길이가 장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충분하도록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의 서명에 책임을 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은 디지털 서명에 대

한 장기간의 개인적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하나의 개별적인 서명 장치가 분실된 경우에 키를 철회할 수 있다. 모든 서명이 신뢰성있는 디지털 마크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적인 서명 장치의 철회 시간 이후에 서명된 서명은 간단하게 무효로 선언된다.

만약 기술적 개발에 기인하여, 개별 서명 키의 키 길이가 불충분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면, 모든 개별적인 서명 키는 철회되

고, 더 긴 길이의 키로 대체된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마킹 키(digital marking key)를 파괴하는데, 이는 예전

의 키와 부합되는 어떠한 디지털 마크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 카드를 판독하기 위한 전자 스마트 카드 판독기를 구비하는 컴퓨터 장치(예를 들면, 랩탑 컴퓨터 등)는 제 2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와 동시에 암호

토큰이 될 수 있다. 암호 토큰은 개별적인 서명 장치 또는 그 일부, 즉 제 2 디지털 서명을 발행하는 사용자에 의해 소유된

소형 장치로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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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간 보안 용도의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자

문서를 저장 및 공급하는 문서 리포지터리(document repository)와, 문서 리포지터리에 접속되어 디지털 마크 및 전자 문

서로부터 제 1 디지털 서명을 도출하는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digital signature computing device)와, 그 생성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서명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암호 장치(cryptographic device)를 포함한다.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는 탬퍼링 방지 클록(tamperproof clock)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탬퍼링 방지 클록은 디지털 마크

및 그와 함께 제 1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추가하여,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는 제 1 디지털 서명의 발

행과 그 이후에 발행될 제 2 디지털 서명의 발행 사이의 사전 규정된 시간 간격을 검증하는 내부 클록(internal clock)을 포

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별적인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는 예를 들면, 최근 10분 동안에 디지털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

서에 대해서 오로지 제 2 디지털 서명만을 발행한다. 이는 소정의 시간 주기에 걸쳐 유효한 디지털 서명의 성분을 수집하

고자 하는 장기간의 공격을 실행하기 어렵게 한다.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는 제 1 디지털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공개 키(public key) 및 제 2 디지털 서명에 대응하는 제 2

공개 키를 이용하여 검증될 수 있다. 공개 키 암호의 이용은 검증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디지털 마크를 이용하여 제 1 디지털 서명으로 디지털 서명되고, 그 후에 제 2 디지털 서명

으로 서명된 전자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은 제 1 디지털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공개 키 및 그 생성

에 있어서 제 1 디지털 서명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에 대응하는 제 2 공개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의 유효성(validity)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된 개략적인 도면을 참조하여 오로지 예로서 이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도면은 오로지 예시를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본 발명의 실제적인 예를 실제 축적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구성 요소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제 1 디지털 서명의 생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제 2 디지털 서명의 생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디지털 서명의 검증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디지털 서명의 생성하는 프로세스 흐름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이하에서, 본 발명의 여러 예시적인 실시예가 설명되어 있다.

도 1은 수 년 동안 보안 상태로 유지되는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내의 유닛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일 수 있는 문서 리포지터리(10)는 전자 문서를 저장한다. 문서 리포지터리(10)는 디지털 서명 서버

또는 타임 스탬핑 서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12)에 접속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12)는 이하에

서 서명 서버(12)로도 지칭된다. 이러한 서버는 정확한 탬퍼링 방지 클록(11)을 구비하는 매우 안전한 서버로서 간주된다.

암호 장치(13)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거쳐서 서명 서버(12)에 접속된다. 그 사이에는 요청(requests)을 전달하는 애플

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도시되지 않음)가 위치될 수 있다. 암호 장치(13)는 컴퓨터 장치(14)(이 예에서는 클라

이언트 컴퓨터(14)임)와, 카드 또는 스마트 카드 판독기(16)와, 스마트 카드 판독기(16) 및 클라이언트 컴퓨터(14)와 함께

작동되는 스마트 카드(18)를 포함한다.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계는 이하에서 언급되는 1 내지 8의 숫자 주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원문자로

라벨링되어 있다. 원문자 1로 표시한 바와 같이, 서명될 전자 문서는 문서 리포지터리(10)로부터 검색되고, 시스템 서명을

생성하고 첨부하는 서명 서버(12)에 제공된다. 이는 도 2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전자 문서 및 시스템

서명은 원문자 2로 표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컴퓨터(14)에 제공된다. 원문자 3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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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 컴퓨터(14)는 전자 문서 및 시스템 서명, 또는 그의 해시(hash)를 부착된 카드 판독기(16)에 제공한다. 원문자 4로

표시된 바와 같이, 카드 판독기(16)는 전자 문서 및 시스템 서명, 또는 그의 해시를 카드 판독기(16)(카드 판독 장치)에 삽

입된 스마트 카드(18)에 제공한다. 원문자 5로 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카드(18)는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 서명을

생성하고, 생성된 사용자 서명을 스마트 카드 판독 장치(16)로 되돌려보낸다. 원문자 6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카드

판독 장치(16)는 사용자 서명을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14)로 되돌려보낸다. 원문자 7로 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14)는 전자 문서, 시스템 서명 및 사용자 서명을 서명 서버(12)로 되돌려보내서 검증되게 하는데, 이러

한 서명 서버(12)는 또한 제 3 서명을 추가할 수 있다. 원문자 8로 표시된 바와 같이, 검증된 전자 문서, 시스템 서명 및 사

용자 서명은 문서 리포지터리(10) 내에 저장된다.

시스템 서명은 일반적으로 중앙에 위치되는 서명 서버(12)에서 생성된다. 시스템 서명의 생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4096

비트의 키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비밀 2중 키를 갖는 2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비밀 키는 기준 타임

스탬프를 생성하는 하이퍼 보안 암호 코프로세서 카드(hyper-secure cryptographic coprocessor card)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대응하는 공개 키는 중앙에 위치된 공개 키 서버로서 이용될 수도 있는 서명 서버(12) 내에 저장될 수 있다.

사용자 서명은 암호 토큰(여기에서는 스마트 카드(18)임)을 이용하여 계산 및 생성된다. 이를 위하여, 예를 들면, 2048 비

트의 키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비밀 2중 키를 갖는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 2중 키는 일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

룹에 의해 1회 생성된다. 사용자의 비밀 키는 오로지 전자 카드, 즉 스마트 카드(18) 내에만 저장된다. 이것은 어떠한 네트

워크 상에서도 전달되지 않고, 복사될 수 없다. 대응하는 사용자 공개 키는 중앙에 위치된 공개 키 서버 내에 저장될 수 있

고, 사용자 공개 키는 이러한 공개 키 서버 내에서 순서대로 전달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그/그녀가 서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전자 문서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요청한다. 결과적으로, 그/

그녀의 서명을 위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요청을 전달

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서 리포지터리(10)에 요청을 전달한다. 데이터의 세트, 즉 요청된 전자 문서 및 사용자의 신원

(identity)은 서명을 위해 서명 서버(12)에 전달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시스템 서명은 전자 문서에 추가된다. 다음에, 전자

문서 및 시스템 서명은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제시된다. 다음에,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해 검사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카드 판독기(16)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지문 판독기 위에 그/그녀의 손가락을 올려놓는 것에 의

해 서명한다.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도 2는 제 1 디지털 서명(28)의 생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데, 이러한 제 1 디지털 서명(28)은 또한 디지털 타임 스탬프

서명(digital timestamp signature : DTS)으로도 지칭되며, 도 1을 참조하면 시스템 서명으로도 지칭된다. 이하에서 전자

문서는 또한 문서(20)로도 지칭된다. 요약하자면, 서명 서버(12)는 제 1 디지털 서명(28)뿐만 아니라 시간 및 날짜 및/또는

순차 번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마크(23)(DM)를 문서(20)에 첨부하여 디지털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를 생성한다.

이러한 제 1 디지털 서명(28)은 디지털 마크(23) 및 해당되는 문서(20) 또는 그의 해시를 서명한다. 세부적으로, 문서(20)

로부터 제 1 해시(21)가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제 1 해시값(22)이 생성된다. 또한, 디지털 마크(23)로부터 제 2 해시(24)가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제 2 해시 값(25)이 생성된다. 제 1 및 제 2 해시 값(22, 25)과, 서명 서버(12)에 속하는 제 1 비밀 키

(26)와,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encryption algorithm)을 이용하여, 제 1 디지털 서명(28)을 생성한다.

설계에 대한 장기간 보안은 제 1 디지털 서명(28)의 보안에 의존한다. 시스템 서명(DTS)이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원

(resources)을 갖는 정지 서버(stationary server)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능은 중요치 않은 사항이다. 그러

므로, 여기에서 이용된 키 길이는 예를 들면, 4096 비트 RSA 등과 같이 다소 크고, 암호 알고리즘(예를 들면 RSA 및 DSA

등)의 전체적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에 서로 다른 암호 가설(cryptographic assumptions)에 기초하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법을 병렬로 이용할 수 있다.

도 3은 제 2 디지털 서명(38)의 생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제 2 디지털 서명(38)은 도 1을 참조할 때 사용자 서명으로

지칭되며, DUS로 축약된다. 특정 사용자에게 서명이 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서버(12)에 의해 서명된, 디지털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에 대해 사용자 서명, 다시 말해서 제 2 디지털 서명(38)을 추가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로부터 제 3 해시(30)를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제 3 해시 값(31)을 생성한다. 제 3 해시 값(31)과, 사

용자에게 속하는 제 2 비밀 키(37)와,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 2 디지털 서명(38)을 생성한다. 다음에 디지털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에 제 2 디지털 서명(38)을 추가하여 검증 가능한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를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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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디지털 서명(38)은 사용자에 의해 소유된 스마트 카드(18)인 소형의 암호 토큰에 의해 발행된다. 그러므로, 계산 능력

(computing power)은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은 키 길이에 대한 한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 서명의 장기간 보관에

대해서도 한계를 부여한다. 또한, 암호 토큰, 즉 스마트 카드(18)가 분실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토큰은 장기

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시스템의 사용 수명 동안에, 서명이 그 이전에 발행되거나 그 이후에 발행되었다

면 보안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어느 때나 토큰을 교체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도 4는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의 검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서명(28, 38)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제 2 공개 키를 적용함으로써 제 2 디지털 서명(38)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또한 디지털 마크(23) 내에 포함된 시간 또는 순차 번호에 대해 제 2 공개 키(47)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제 2 비밀

키(37)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철회 이후에 제 2 비밀 키(37)로 서명된 문서는 무효화된다.

제 2 디지털 서명(38)이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제 1 공개 키(46)를 이용하여 제 1 디지털 서명(28)이 올바른지 여부를 검

증하고, 제 1 비밀 키(26)에 대응하는 이러한 키는 서명 서버(12)에 의해 이용된다. 2개의 서명(DTS, DUS)이 올바르고,

해당되는 시간에 있어서 제 2 공개 키(47)가 유효하다면, 전체 서명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된다.

세부적으로, 문서(20), 디지털 마크(23) 및 제 1 디지털 서명(28)으로부터, 제 1 검증 해시(41)가 도출되고 그 결과로 제 1

검증 해시 값(43)이 생성된다. 또한, 제 2 공개 키(47), 제 2 디지털 서명(38) 및 암호 해독화 알고리즘(cryptographic

decryption algorithm)을 이용하면, 제 2 검증 해시 값(45)이 도출된다. 그러면 제 1 및 제 2 검증 해시 값(43, 45)이 용이

하게 비교될 수 있다.

문서(20) 및 디지털 마크(23)로부터, 제 2 검증 해시(40)가 도출되고, 그 결과로 제 3 검증 해시 값(42)이 생성된다. 또한,

제 1 공개 키(46), 제 1 디지털 서명(28) 및 암호 해독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제 4 검증 해시 값(44)이 도출된다. 그러면

제 3 및 제 4 검증 해시 값(42, 44)은 용이하게 비교될 수 있다. 해시 값(43, 45 및 42, 44)이 제각기 일치되면, 서명은 유효

하다.

도 5는 디지털 서명(DTS, DUS)의 생성을 위한 흐름도를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1을 참조하면, 타겟 문서(target

document)(20)는 문서 리포지터리(10)로부터 검색되고, 원문자 1로 표시된 바와 같이 서명 서버(12)에 제공된다. 서명 서

버(12)는 제 1 디지털 서명(DTS)을 생성하고, 그것을 디지털 마크(DM)와 함께 문서(20)에 첨부한다. 그 결과로 디지털 마

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가 생성된다. 다음에 이러한 문서(29)는, 원문자 2로 표시된 바와 같이, 암호 장치(13)에 제공

되는데, 이 암호 장치(13)는 사용자 서명, 즉 제 2 디지털 서명(DUS)을 생성하고, 그것을 시스템 서명된 문서에 첨부한다.

결과적인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는 암호 장치(13)에 의해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원문자 7 및 8로 표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는 검증되고 문서 리포지터리(10)로 되돌아온다.

임의의 개시된 실시예는 도시 및/또는 설명된 하나 이상의 다른 실시예와 결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해당 실시예의 하나

이상의 특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기간 보안 용도의 전자 문서를 디지털 서명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전자 문서를 디지털 마크(23)로 마킹하는 단계와,

상기 전자 문서를 제 1 디지털 서명(DTS)으로 서명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마킹되고 서명된 전자 문서(29)는 그 생성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DUS)으로 서명되는

디지털 서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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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 문서의 컨텐츠에 의존하여 상기 디지털 마크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마크(23)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을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14)에 상기 전자 문서(20) 및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을 제공하는 단계와,

암호 토큰(cryptographic token)(18)을 이용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상기 컨텐츠 및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에 의존하

는 상기 제 2 디지털 서명(DUS)을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토큰(18)은 한 명 이상의 개별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에 관련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마크(23)는 순차 번호(sequence number), 타임 스탬프(timestamp) 및 그로부터 도출된 값 중 하나 이상으

로 이루어지는 고유 번호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디지털 서명(DUS)은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보다 더 짧은 암호 키(cryptographic key)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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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디지털 서명으로 상기 전자 문서를 추가적으로 서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제 2 디지털 서명(DUS)을 실행하는 컴퓨터 장치(13).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스마트 카드(18)를 판독하는 전자 스마트 카드 판독기(electronic smart card reader)(16)를 포함하는 컴퓨터 장치.

청구항 10.

장기간 보안 용도의 전자 문서(20)를 디지털 서명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전자 문서(20)를 저장 및 공급하는 문서 리포지터리(document repository)(10)와,

상기 문서 리포지터리(10)에 접속되어 디지털 마크(23) 및 상기 전자 문서(20)로부터 제 1 디지털 서명(DTS)을 도출하는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digital signature computing device)(12)와,

그 생성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제 2 디지털 서명(DUS)을 생성하는 암호 장치

(cryptographic device)(13)

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 계산 장치(12)는 탬퍼링 방지 클록(tamperproof clock)(11)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 장치(13)는 상기 디지털 마크 서명(DTS) 및 상기 제 2 디지털 서명(DUS)의 발행(issuance) 사이의 사전 규정된

시간 간격을 검증하는 내부 클록(internal clock)을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시스템.

청구항 13.

제 10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에 대응하는 제 1 공개 키(public

key)(46) 및 상기 제 2 디지털 서명(DUS)에 대응하는 제 2 공개 키(47)를 이용하는 디지털 서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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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디지털 마크(23)를 이용하여 제 1 디지털 서명(DTS)으로 디지털 서명되고, 그 후에 제 2 디지털 서명(DUS)으로 서명된

전자 문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에 대응하는 제 1 공개 키(46) 및 그 생성에 있어서 상기 제 1 디지털 서명(DTS)보다 덜 계산

집약적인 상기 제 2 디지털 서명(DUS)에 대응하는 제 2 공개 키(47)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된 전자 문서(39)의 유

효성(validity)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 문서 검증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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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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