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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로컬 기능을 갖는 아이덴티티 관리

(57) 요 약
사용자 장비(UE)는 이를 테면, UE 내에 상주하는 신뢰 모듈 상에서 국부적으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E는 예를 들어, 로컬 아이덴티티 제공자 기능을 통해 오픈 연결과 같은 단일 사인-온 프로토콜과 연관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E는 아이덴티티 정보 및/또는 사용자 속성들과 같은 사용자 정보를 탐색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 토큰들 및 액세스 토큰들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
자 속성들은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또는 UE 상에 국부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 종단점을 통해 탐색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것이 토큰들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자
에 승인할 수 있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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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 UE), 아이덴티티 제공자(identity provider; IdP) 및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SP)를 포함하는 시스템에서의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토큰(token)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토큰에 대한 요청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인, 상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토큰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UE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토큰에 대한 요청에 따라
아이덴티티(ID) 토큰 및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UE를 통해, 상기 액세스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속성이 상기 UE 상에 상주
하는 사용자 정보 종단점으로부터 검색(retrieve)될 수 있도록 검증(verifying)되는 것인, 상기 액세스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 및
상기 UE를 통해, 상기 ID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로서, 상기 ID 토큰은 상기 서비스에 대한 UE 액세스를 제공하도
록 검증되는 것인, 상기 ID 토큰을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D 토큰은 상기 UE 내에 상주하는 신뢰 환경(trusted environment)에서 안전하게
(securely) 생성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SP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가 요청(authorization request)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인
가 요청은 상기 UE의 사용자에 의해 승인되는 것인, 상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인가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UE에서, 상기 인가 요청의 사용자 승인과 연관되는 상기 액세스 토큰을 생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요청의 사용자 승인은 상기 UE의 정책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상기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사
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상기 SP에 제공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은 상기 SP로의 요청된 사용자 속성의 릴리즈(release)에 상기 사용
자가 동의(consent)했다는 검증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상기 UE 내에 상주하는 신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성되고,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은 상기 신뢰 환경이 유효하다는 검증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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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ID 토큰 및 상기 액세스 토큰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OpenID Connect protocol)에 따
라 생성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ID 토큰 및 상기 액세스 토큰은 상기 UE 내에 상주하는 신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성되고, 상기 방법은,
신뢰 모듈을 통해 상기 사용자의 인증 상태(authentication status)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았다고 상기 인증 상태가 표시하는 경우, 상기 신뢰 환경에서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제 1 액세스 토큰이고, 상기 방법은,
상기 SP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가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인가 요청에 기초하여, 상기 UE에서,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 및 제 2 액세스 토큰 - 상기 액세스 토큰들은
상기 서비스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됨 - 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이고,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은,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상기 SP에 제 1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액세스 토큰은, 상기 제 2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상기 SP에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UE 상에 위치되며,
상기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SP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위치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 의해 제공된 상기 제 1 요청된 사용자 속성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기밀 데이터
로서 분류되고,
상기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 의해 제공된 상기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비-기밀
(nonconfidential) 데이터로서 분류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SP는 오픈ID 연결(OpenID Connect) 클라이언트이고, 상기 신뢰 환경은 로컬 오픈ID 아
이덴티티 제공자(OP)인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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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 UE) 및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SP)를 포함
하는 시스템에서의 방법에 있어서,
상기 SP에서, 상기 SP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의 액세스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요청은 상기
UE의 식별자 또는 상기 UE의 사용자의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액세스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SP에서, 아이덴티티(ID) 토큰 및 제 1 액세스 토큰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에 응답하여, 상기 SP에서,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으로부터 제 1 사용자 속성을 검색
(retrieve)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UE 상에 상주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SP에서, 상기 SP 상에 저장된 시크릿을 이용하여 상기 ID 토큰의 서명을 검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에 대한 상기 UE 액세스를 허가(grant)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검증을 위해 체크 ID 종단점에 상기 수신된 ID 토큰을 전송하는 단계; 및
검증을 위해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 상기 수신된 제 1 액세스 토큰을 전송함으로써 오페이크 값
(opaque value)들로서 상기 ID 토큰 및 액세스 토큰을 취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액세스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제 2 액세스 토큰을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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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액세스 토큰의 검증에 응답하여, 상기 SP에서,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으로부터 제 2 사용자 속성을
검색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SP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엔티
티(entity) 상에 상주하는 것인, 상기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SP에서, 상기 제 1 사용자 속성 및 상기 제 2 사용자 속성을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4
무선 송수신 유닛(wireless/transmit receive unit; WTRU)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와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어들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의 토큰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동작으로서, 상기 토큰에 대한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SP)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인, 상기 수신하는 동작;
상기 적어도 하나의 토큰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토큰에 대한 요청에 따라 아이덴티티
(ID) 토큰 및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동작;
상기 액세스 토큰을 발행하는 동작으로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속성이 상기 WTRU 상에 상주하는 사용자
정보 종단점으로부터 검색될 수 있도록 검증되는 것인, 상기 액세스 토큰을 발행하는 동작; 및
상기 ID 토큰을 발행하는 동작으로서, 상기 ID 토큰은 상기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상기 WTRU에 제공하도록 검
증되는 것인, 상기 ID 토큰을 발행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실시하게 하는 것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또한,
상기 SP에 대한 상기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가 요청을 수신하는 동작으로서, 상기 인가 요청은 상기
WTRU의 사용자에 의해 승인되는 것인, 상기 수신하는 동작; 및
상기 인가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인가 요청의 사용자 승인과 연관되는 상기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상기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상기 SP에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것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의 검증은 상기 SP로의 상기 요청된 사용자 속성의 릴리즈에 상기 사용자가 동의했다는 검증을
포함하는 것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
청구항 2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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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토큰은 제 1 액세스 토큰이고,
상기 프로세서는 또한,
상기 SP에 대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가 요청을 수신하는 동작;
상기 인가 요청에 기초하여, 상기 WTRU에서,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 및 제 2 액세스 토큰 - 상기 액세스 토큰들
은 상기 서비스 및 상기 사용자와 연관됨 - 을 생성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한 상기 명령어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이고,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은, 상기 제 1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상기 SP에 제 1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액세스 토큰은, 상기 제 2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상기 SP에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상기 WTRU 상에 위치되며,
상기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SP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위치되는 것인, 무
선 송수신 유닛(WTRU).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들에 대한 상호참조

[0002]

본 출원은 2012년 1월 20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1/589,125호를 우선권으로 주장하며, 그에 의해 상기
가출원의 내용물들은 그 전체가 인용에 의해 포함된다.

배 경 기 술
[0003]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점점 인터넷 서비스에 액세스하는데 이용된다.
(sensitive data)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거래를 요구한다.

종종, 인터넷 서비스들은 민감 데이터

이러한 보안 조치들은 종종 사용자 이름들, 핀들,

및/또는 패스워드들과 같은 데이터 요건들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아이덴티티 및 인증 부담들을 부과한다.
원격통신 네트워크들은 다양한 형태들의 인증을 구현할 수 있다.

무선

서비스 제공자들은 또한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를 식별하고 및/또는 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을 결정하도록 다양한 사용자 속성들을 탐색
할 수 있다.
[0004]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SSO) 해결책들은 사용자 인증을 사용자에 대해 덜 번잡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오픈ID(OpenID) 프로토콜들은 싱글 사인-온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의 일 예이다.

프로토콜 및 보다 최근의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은 오픈ID 프로토콜들 중 가장 일반적이다.

오픈ID 2.0

이하, 용어 "오픈ID

프로토콜"이 단독으로 사용되면 오픈ID 2.0 및 오픈ID 연결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오픈ID 프로토콜들 중
임의의 것을 커버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0005]

특정한 프로토콜이 논의되는 경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종종 오픈ID 프로토콜들과 같은 SSO에 대한 현재의 접근법들은 다양한 SSO 매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
크 아이덴티티 제공자를 요구한다.

이들 접근법들은 그것이 SSO 아이덴티티 제공자에 의해 처리되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정보에 관한 사용자 제한 제어를 제공할 수 있고, 보안 공격들에 취약한 사용자 데이터 및 통신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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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0006]

시스템들, 방법들 및 장치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사용자 장비(UE) 상에서 오픈ID 연결 프로토콜과 연관되는 매
커니즘들과 같은 아이덴티티 관리 매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다.
사용자 장비(UE) 및 서비스 제공자(SP)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ID) 토큰을 요청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UE의 사용자는 SP에 의해 제공되는

SP는 UE 및/또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인증하기 위해 아이덴티티

UE는 요청에 따라 ID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주하는 신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D 토큰은 UE 내에 상

이러한 신뢰 환경은 유니버셜 집적 회로 카드(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UICC), 신뢰 모듈, 안전 환경 등 또는 이들의 임의의 절절한 결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UE는 예를 들어, 신뢰 환경을 통해, SP에 ID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비스에 대한 UE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될 수 있다.
에 응답하여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있다.

ID 토큰은 SP에 의해 제공되는 서

UE는 또한 사용자에 의해 승인되는 인가 요청의 수신

액세스 토큰은 SP로부터 UE에 의해 요청되는 서비스에 관련될 수

따라서, 액세스 토큰은 인가 요청의 사용자 승인과 연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P는 예를 들어, 사용

자 속성과 같이 사용자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인가 요청을 발행할 수 있다.

UE는 SP에 액세스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SP는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그것이 요청한 사용자 속성들을 수신할 수 있다.
큰들 및 액세스 토큰들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UE에서 생성될 수 있다.

ID 토

예를 들어, 토큰은 UE 내에 상

주하는 신뢰 모듈에서 안전하게 생성될 수 있다.
[0007]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UE는 SP에 의해 요청되는 서비스에 관련되는 액세스 토큰을 준비(provision)할 수
있다.

이러한 액세스 토큰은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SP에 의해 보완(redeem)될 수 있다.

이터에 대한 요청의 수신에 응답하여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도록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UE는 사용자 데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

예를 들어, SP는 사용자 정보 종단점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하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SP에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UE 내의 신뢰 모듈, 네트워크를 통해 SP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또는

이들의 결합 상에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E는 UE의 사용자 및 서비스와 연관되는 제 1 액세스 토큰 및

제 2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제 1 액세스 토큰은 제 1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SP에 제 1 요청된 사

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액세스 토큰

은 제 2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SP에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사용자 정보는 예를 들어, 신뢰 모듈 상에서와 같이 UE 상에 위치될 수

있고, 제 2 사용자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SP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 의해 제공된 제 1 요청된 사용자 속성은 사용자에 의해 기밀 데이터로서 분류될 수
있고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 의해 제공되는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은 사용자에 의해 비-기밀 데이터로서
분류될 수 있다.

UE/사용자를 서빙하기 위해, SP는 그 각각의 사용자 정보 종단점들로부터 획득되고 상이한 보

안 분류들을 갖는 제 1 및 제 2 사용자 속성들을 결합할 수 있다.
[0008]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액세스 토큰은 SP 외에 또는 추가적으로, 토큰을 수신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0009]

보다 상세한 이해는 첨부 도면들과 함께 예로서 주어지는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0]

도 1은 네트워크의 예시적인 인터페이스들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HTTP 리디렉트 메시지들을 이용하는 오픈ID 프로토콜의 흐름도이다.
도 3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예시적인 발견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4는 구성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예시적인 프로토콜 흐름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5는 예시적인 등록 프로토콜 흐름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의 흐름도이다.
도 7은 인가 요청을 이용한 예시적인 오픈ID 연결 호 흐름의 흐름도이다.
도 8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로컬 토큰 생성에 관한 예시적인 호 흐름의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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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미리-설정된 공유 시크릿(S)을 공유하는 로컬 OP와의 예시적인 프로토콜 흐름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0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정보 종단점이 UE 상에 국부적으로 상주하는 오픈ID 프로토콜의 호 흐
름이다.
도 11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가 국부적으로 저장되고 사용자 데이터가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저장되는 오픈ID 프로토콜의 호 흐름이다.
도 12a는 하나 이상의 개시된 실시예들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도이다.
도 12b는 도 12a에서 예시되는 통신 시스템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무선 송/수신 유닛(WTRU)의 시스템
도이다.
도 12c는 도 12a에서 예시된 통신 시스템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및 예시적인
코어 네트워크의 시스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1]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적인 실시예들을 예시하도록 제공되며, 본 발명의 범위, 응용성 또는 구성을 제한하
도록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변경들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남 없이 엘리먼트들 및 단계

들의 기능 및 배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0012]

사용자 및/또는 사용자 장비(UE)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및 시스템들이 본 명
세서에서 설명된다.

본 명세서에서의 실시예들이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실시예

들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SSO) 프로토콜들 및/또는 연합 아이덴티티 프로토콜들을 구현할 수 있다.

유사하게, 오픈ID 엔티티들이 본 명

세서에서 참조로서 이용될 수 있지만, 실시예들은 오픈ID 엔티티들로 제한되지 않고, 오픈ID 엔티티들은 오픈ID
엔티티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다른 엔티티들로 확장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명세

서에서 이용되는 바와 같이, 의존자(relying party; RP) 및 클라이언트란 용어들은 서비스 웹사이트와 같은 서
비스 제공자(서비스 제공자; SP)를 지칭할 수 있다.

오픈ID 아이덴티티 제공자(OpenID identity provider;

OP) 및 인가 서버란 용어들은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제공자(network identity provider; IdP) 또는 인증 종단점
(authentication endpoint; AEP)을 지칭할 수 있다.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 UE)란 용어는 본 명세서에

서 추가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임의의 적절한 무선 송/수신 유닛(transmit/receive unit; WTRU)을 지칭할 수 있
다.
[0013]

일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인증 종단점(예를 들어, OP 서버)의 인증 기능은 UE 내에 상주하는 로컬 보안 모듈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의 로컬 에이전트(예를 들어, 보안 모듈, 신뢰 모듈 등과 같

은 신뢰 환경(trusted environment))는 네트워크 측 아이덴티티 제공자에 대한 프록시로서 작동할 수 있다.
컬 보안 모듈은 UE의 종단 사용자를 인증 및/또는 인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로
로컬

보안 모듈은 로컬 아이덴티티 제공자로서 지칭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오픈ID 연결과 같은 오픈ID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종단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로컬 오픈ID란 용어는 SSO 및/또는 아이덴티티 관리의 구

현이 예를 들어, 오픈ID 연결과 같은 오픈ID 프로토콜에 따르는 로컬 SSO 구현들의 서브세트를 표시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오픈ID는 국부적으로 위치된 엔티티 또는 신뢰 환경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OP의

기능을 표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로컬 OP는 디바이스 상에서 국부적으로 오픈ID 서버(예를 들어, 인가

서버)의 기능들 또는 기능들의 서브세트를 수행하는 엔티티 또는 모듈을 표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0014]

로컬 OP는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토큰들에 기초하는 프로토콜 흐름들을 활용할 수 있다.
SP(예를 들어, RP)에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토큰들은

토큰들은 아이덴티티 제공자로부터 및/또는 사용자 정보 종단점들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속성들)를 검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이용된 바와 같이, 사용

자 속성은 사용자와 연관되는 임의의 정보 엘리먼트를 지칭할 수 있다.

예시적인 사용자 정보(예를 들어, 속성

들)는 제한 없이, 사용자의 나이 및 주소를 포함하며, 이러한 속성들은 토큰들을 이용하여 SP에 의해 검색될 수
있다.
[0015]

예를 들어, SP는 정보를 전달하는 토큰들 없이 토큰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은 인증을 위해 토큰들을 이용할 수 있다.
어드레스들과 같은 다양한 식별자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RL들 및/또는 이메일

예를 들어, 오픈ID 연결과 같은 인증 프로토콜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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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속성들 및/또는 아이덴티티 정보의 안전한 교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0016]

도 1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들을 예시하는 블록도를 도시한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공개 인터넷 상에서 직접 어드레싱됨 없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

UE(100)와 같은

예시적인 시나리오에

서, UE(100) 및 UE(100) 상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들 및/또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어, 웹 서비스 제공자
(102)와 같은 외부 엔티티들에 의해 도달될 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OP(104)와 같은 UE(100) 상의

로컬 서비스들은 UE(100) 상의 브라우저(106)를 통해 및/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운용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108)의 관리 백-엔드 시스템에 의해 도달될 수 있다.

로컬 서비스들은, 예를 들어, 로컬

OP(104)가 MNO(108)에 의해 발행되고 SIM 카드 상에 설치되는 경우, 오버-디-에어(over-the-air; OTA) 관리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102)와 같은 몇몇 웹 서비스들은 UE(100) 상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다.
[0017]

UE(100)가 MNO 네트워크(108)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예시적인 구성에서, 예시적인 통신 경로들/인터페이스
들은 도 1의 예시되는 실시예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IF)(112)에서, UE(100)의 브라우저(106)는

예를 들어, HTTP(들) 요청들을 이용함으로써 웹-기반 서비스(예를 들어, SP(102))에 접촉할 수 있다.
는 HTTP 요청들에 대답(answer)하고 및/또는 브라우저(106)에 응답을 전송한다.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SP(102)는 요청을 수신하기 이전에 브라우저(106)와의 통신을 개시할 수 없을 수 있다.
(106) 및 내부 로컬 OP(104)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SP(102)

IF(114)가 브라우저

브라우저(106)는 예를 들어, 자바 애플릿, 자바스크

립트 위젯, OS API 등과 같은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엔티티를 통해 및/또는 HTTP(들)을 통해 UE(100) 내에 상주
하는 로컬 OP(104)와 통신할 수 있다.

로컬 OP(104)는 예를 들어, HTTP 응답으로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및/

또는 API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로컬 OP(104)는 요청을 수신하기 이전에 브라우

저와의 통신을 개시할 수 없을 수 있다.
[0018]

IF(116)는 백-채널로서 지칭될 수 있다.

백 채널(116)을 이용하여, SP(102)는 (예를 들어, HTTP를 이용하여)

IdP 서버(110)에 접촉하고 및/또는 IdP 서버(110)는 (예를 들어, HTTP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들(102)에 접
촉할 수 있다.
있다.

IF(116)를 통한 통신은 브라우저(106) 또는 사용자의 디바이스(100)를 수반하지 않고 발생할 수

IF(118)는 IdP(110) 및 MNO 네트워크(108)에 대해 이용가능할 수 있다.

도 1에서 점선 타원에 의해 표

시된 바와 같이, IdP(110)는 자립형일 수 있거나 MNO 네트워크(108)의 부분일 수 있다.

IdP 서버(110)는 (예를

들어, HTTP 및/또는 사유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하여) MNO 네트워크(108)의 내부 엔티티들에 의해 도달될 수
있다.

IdP 서버(110)는 MNO 네트워크(108)의 내부 엔티티들과 통신할 수 있을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IdP 서버(110)가 MNO 네트워크(108)의 내부 엔티티들과 통신할 수 있는지 여부는 MNO 방화벽 규칙들 및/또는 정
책들에 의존할 수 있다.
다.

IF(120)는 오버-디-에어(over-the-air; OTA) 관리 인터페이스(120)로서 지칭될 수 있

OTA 인터페이스(120)는 MNO 네트워크(108) 및 로컬 OP(104)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NO 네트워크(108)의 엔티티들은 UICC/SIM 카드 상의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해 OTA 관리 인터페이스(120)
를 이용할 수 있다.

로컬 OP(104)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MNO 네트워크(108) 상의 엔티티들로의 연결들은 MNO

방화벽 규칙들의 대상일 수 있다.

IF(122)는 예를 들어, 로컬 OP(104) 및/또는 IdP(110)의 애플리케이션의 소

유권에 의존하여 로컬 OP(104) 및/또는 IdP 서버(110)에 대해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F(122)의 양자의 엔티티들(예를 들어, 로컬 OP(104) 및 IdP(110)) 간의 직접 통신 채널(예를 들어, SMS, OTA
등을 이용함)은, 양자의 엔티티들이 MNO로부터 동의되고 및/또는 MNO에 의해 동작되고 및/또는 소유될 때 설정
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MNO는 IF(122)에서의 통신 채널을 인에이블할 수 있다.

SP(102)와 로컬 OP(104) 간에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통신 IF(124)는

서비스 제공자(102)로부터 UE(100) 또는 UE(100)

상에서 실행되는 로컬 OP 서비스(104)로의 직접 통신은 예를 들어, UE(100)가 공개적으로 어드레싱 가능하지 않
을 때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IF(126)는 브라우저(106) 및 IdP(110)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들어, 브라우저(106)는 HTTP 요청들을 통해 IdP(110)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IdP 서버(110)는 브라우저(106)의

HTTP 요청들에 응답할 수 있다.
[0019]

예를 들어, IF(122)를 통해 통신하는 능력과 같은 인터페이스 가용성은 통신 종단점들 및/또는 종단점들 간의
통신 경로의 제어에 의존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IF(122)는 OP(110) 및 로컬 OP(104)가 MNO의 제어 하

에 있고 OP(110)와 로컬 OP(104) 간의 통신이 SP(102)와 로컬 OP(104) 간의 물리적 통신 경로를 통해 실현될 때
이용 가능할 수 있다.
[0020]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로컬 OP(104)는 SP(102)에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다.
크 IdP/OP(110)로 제공될 수 있다.

토큰들은 SP(102)에 의해, 네트워

이러한 토큰들은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SP(102)가 로컬

OP(104)에 토큰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예시적인 구성에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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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OP(110)는 토큰이 적법한 로컬 OP(104)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검증할 수 있다.
유효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IdP/OP(110)는 또한 토큰이

예를 들어, 토큰이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토큰이 만료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021]

도 1을 계속 참조하면, SP(102)로부터 로컬 OP(104)로의 간접 통신은 예를 들어, 리디렉트 메시지들에 의해,
UE(100)의 브라우저(106)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
HTTP 3xx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는 URL일 수 있다.

SP(102)는 브라우저(106)에 리디렉트하도록 URL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 오픈ID 프로토콜에 따라, URL은 IdP 인증 종단점(AEP)에 대응

IdP 인증 종단점은 예를 들어, 발견 매커니즘을 통해 SP(102)에 알려질 수 있다.

UE(100)는 URL을 AEP의 서버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로 분해(resolve)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E(100) 상에 설치되는 로컬 OP(104)를 갖는 UE(100)는 URL을 로컬 OP 서버(104)의 로컬 IP 어드레스로 분해할
수 있다.
[0022]

도 2는 예시적인 HTTP 리디렉트 메시지들을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현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간접 통신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 2의 정보 흐름들은 오픈ID 프로토콜을 구

UE의 브라우저(202)는 SP(204)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함으로써 SP(204)와의 통신을 개시할 수 있다.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요청은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HTTP

206에서, SP(204)는 요청에 응답할 수 있고, 206에서 리디렉트 메시지의 부분으로서

로컬 OP(200)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예를 들어, 데이터는 HTTP 메시지의 파라미터들 내에서 전달될 수 있
음).

208에서, 브라우저(202)는 로컬 OP(200)의 로컬 어드레스를 분해할 수 있다.

브라우저(202)는 예를

들어, 210에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로컬 OP(200)으로 206에서 자신이 수신한 리디렉트 메시지를 따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202)는 DNS 룩업 및/또는 헬퍼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자바 애플릿)에 대한 수정을

통해 리디렉트를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URL/어드레스의 DNS 분해(resolution)는 호스트 파일을 통해 발생

할 수 있고 및/또는 자바 애플릿 서플리컨트(Java applet supplicant)에 의해 용이하게 될 수 있다.
로컬 OP 동작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12에서, UE의 사용자는 UE를 통해 인증될 수 있다.

212에서,
214 및

216에서, 로컬 OP(200)는 예를 들어, 브라우저(202)로부터 SP(204)에 전송(216에서)할 수 있는 다른 리디렉트를
통해 정보를 SP(204)에 전달(214에서)할 수 있다.
달될 수 있다.

[0023]

정보 및/또는 데이터는 HTTP 메시지의 파라미터들 내에서 전

예시적인 구성에서, SP(204)로부터 로컬 OP(200)로의 직접 통신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 브라우저-기반, 모바일 및/또는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와 같은 다양한 타
입들의 클라이언트들이 아이덴티티 및 인증 세션에 관한 정보를 요청 및 수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픈ID

연결의 다양한 예시적인 구현들에서, 아이덴티티 데이터는 암호화될 수 있고, OP는 발견될 수 있고 진보된 세션
관리(예를 들어, 로그아웃)이 인에이블될 수 있다.
어드레스들 및/또는 URL들에 기초할 수 있다.

오픈ID 연결의 예시적인 구현에서, 사용자 식별자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인가가 (예를 들어, OAuth 기반 호

흐름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획득될 때 사용자 소유 콘텐츠 및/또는 프로파일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0024]

오픈ID 2.0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크릿(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제공자(IdP/OP)와 SP/
클라이언트 간의 공유 시크릿)이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예를 들어, 인증 프로토콜 실행 마다) 설정될 수 있다.
공유 시크릿은 발견 프로세스 동안 OP와 서비스 간에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 시크릿은 장기 시크릿

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및/또는 이것은 로컬 OP 인스턴스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토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ID) 토큰은 OP

에 의해 서명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 OP 제공 토큰 종단점의 도움으로) 토큰을 검증할 수 있고
및/또는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토큰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로세스들 동안 키들(keys)을 제공할 수 있다.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OP는 발견 및/또는 등록 프

등록은 예를 들어, 발견 이후에 클라이언트와 OP 간에 수행될 수

예시적인 구성에서, 등록 프로토콜 단계들은 사용자에 특유하지 않을 수 있다.

들을 서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키들은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일반 키들일 수 있다.
토큰들 및 그들의 서명들은 로컬 OP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들은 토큰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키들은 로컬 OP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고, OP는 서명들을 생성하도록 키를 이용할 수 있다.
[0025]

도 3은 오픈ID 연결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른 예시적인 발견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SP로서 지칭될 수 있는 클라

이언트(300)는 예를 들어, 오픈ID 아이덴티티 제공자(302)의 종단점 URL들과 같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다

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sought-after information)를 획득하는 프로세스는 발견(discovery)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SP는 (예를 들어, 대역외(out-of-band) 매커니즘을 통해) 제공자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오픈

ID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발견을 스킵(skip)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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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는 단순 웹 발견(simple web discovery; SWD)을 이용하여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의 사용자는 306에서, 사용자의 식별자를 클라이언트(300)에 공급할 수 있다.
서 지칭될 수 있다.

306에서, 클라이언트(300)는 식별자의 호스트를 식별할 수 있다.

호스팅하는 서버를 지칭할 수 있다.
해 제공될 수 있다.

SWD에서, 예를 들어, UE

사용자는 프린스펄(principal)로
호스트는 SWD 서비스를

프린스펄 및/또는 호스트 정보는 예를 들어, 식별자에서 종단-사용자에 의

식별자는 예를 들어, XRI, 이메일, URL 등일 수 있다.

306에서, 클라이언트(300)는 프린

스펄 및/또는 호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공급 식별자 상에서 정규화 및/또는 추출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
다.

도 3을 참조하면, 예를 들어, 프린스펄은 이메일을 지칭할 수 있고, 호스트는 제공된 이메일 어드레스에서

'@'의 우측의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300)는 308에서 HTTP GET 요청을 이용하여 제공자(302)로

부터 위치(예를 들어, URL)를 요청할 수 있다.

310에서, OP(302)는 예를 들어, 인증 종단점들 및/또는 인가 종

단점들의 어드레스들과 같은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리턴(return)할 수 있다.
[0026]

발견의 부분으로서, 클라이언트(300)는 구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도 4 참조).
언트(300)는 구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를 가리킬 수 있는 URL well-known/openid-configuration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안전해질 수 있다.

400에서, 클라이

이러한 구성 정보는 오픈ID 제공자(302)에서(예를 들어, JSON 문서
통신은 TLS를 이용하여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402에서, 오픈ID 제공자(302)는 오픈ID 제공자(302)의 구성에 관한

속성들(예를 들어, 정보)을 포함할 수 있는 JSON 문서를 리턴할 수 있다.
보 및/또는 종단점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는 예를 들어, 공개 키 위치 정

예를 들어, 종단점 정보는 인증 및/또는 인가 종단점의;

토큰 종단점의; 사용자 정보(User Info) 종단점의; 및/또는 체크 ID 종단점의 URL들을 포함할 수 있다.
Web Key 문서는 제공자의 JSON Web Key(JWK) 문서의 URL을 포함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JSON 구조가 될 수 있다.

JSON

JWK 문서는 공개 키들의 세트를

이러한 키들은 JSON 웹 토큰들(예를 들어, ID 토큰들)에 서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0027]

도 5는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른 예시적인 등록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클라이언트(300)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ID 및/또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획득하기 위해 오픈ID 제공자(302)에 등록할 수 있다.
500에서, 클라이언트(300)는 제공자(302)의 발견된 등록 종단점에 요청을 발행할 수 있다.
라이언트(300)에 발행될 수 있다.

응답은 JSON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라이언트 시크릿을 포함할 수 있다.
[0028]

502에서, 응답이 클

JSON 문서는 클라이언트ID 및/또는 클

TLS는 통신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도 5를 계속 참조하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클라이언트/SP(300)와 IdP(302) 간의 등록 동안 설정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인가 코드 흐름을 수행하기를 원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증 크리덴셜
(authentication credential)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인가 코드 흐름에서,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가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때 또는 클라이언트가 액세스 토큰을 리프레시(refresh)하기를 원할 때 제공자의 토큰
종단점에 대해 인증하는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이용할 수 있다.
을 서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HMAC 서명은 ID 토큰

이러한 구현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서명 키로서 이용될 수 있다.

RP는 예

를 들어, HMAC가 서명 매커니즘으로서 이용되는 경우 토큰 서명들을 검증하기 위해 그의 저장된 클라이언트 시
크릿을 이용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MAC 대칭 서명들은 로컬 OP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로컬 OP

는 예를 들어, HMAC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SP에 대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알 수 있다.
[0029]

등록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로그 인할 때 수행될 수 있거나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오픈ID 연결 프로토콜

의 예시적인 구현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서비스 및 IdP 마다 설정될 수 있어서, 서비스는 IdP와 더불어 그
자신의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질 수 있다.

오픈ID 2.0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서, 연관 시크릿이 서비스

와 IdP 간의 각각의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생성될 수 있다.

연관 시크릿은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어서

트 메시지(identity assertion message)에 서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예시적인 오픈ID 연결 구현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클라이언트 인증 크리덴셜일 수 있다.
크릿의 역할은 ID 토큰 상의 서명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연관 시

ID 토큰 상의 서명은 예를 들어, 제공자 JWK 키를

이용하여 생성될 수 있다.
[0030]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발견 및 등록 프로세스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SP와 IdP 간에 발
생할 수 있어서, 두 엔티티들 간에 교환되는 클라이언트 시크릿들 및/또는 다른 정보의 가용성은 SP와 네트워크
IdP로 제한될 수 있다.

[0031]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다양한 예시적인 구현들에서, ID 토큰은 OAuth 액세스 토큰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를 들어, ID 토큰은 예를 들어, 사용자 식별자와 같이 인증 데이터를 위해 OP에서 교환될 수 있다.
인코딩된 데이터를 전달(carry)할 수 있다.

예

ID 토큰은

액세스 토큰에 대한 요청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식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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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가적인 프로파일 데이터(예를 들어, 주소, 나이 등과 같은 사용자 속성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
다.
[0032]

ID 토큰의 데이터 포맷은 예를 들어, JSON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JWT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ID 토큰들 및/또는 액세스 토큰들과 같은 다양한 토큰 타입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들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D 토큰들은 인

증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사용자가 IdP에서 인증되었음을 서비스 제공자들이 검증하는 것을 가
능케 할 수 있다.

검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ID 토큰들은 인코딩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은 예를 들어, OAuth 베어러 토큰일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은 수신 서비스가 (예를 들어, 사용자 인

포 종단점에서) 토큰을 보완(redeem)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예를 들

어, 사용자 속성들/요구들)를 수신하도록 액세스 토큰을 보완할 수 있다.
도록 ID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들을 인증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서비스는 ID 토큰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적인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종단점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액세스 토큰을 요청할 수 있다.
[0033]

ID 토큰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JWT 포맷일 수 있다.
제 인증의 JSON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JWT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실

예를 들어, ID 토큰은 JWT로서 인코딩될 수 있는 다음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34]
[0035]

iss - 이것은 응답의 발행자의 고유한 식별자를 지칭할 수 있다;
user_i -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소비되도록 의도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국부적으로 고유하고 및/또는
결코 재할당되지 않은 식별자(예를 들어, 24400320 또는 AItOawmwtWwcT0k5lBayewNvutrJUqsvl6qs7A4)를 지칭할
수 있다.

[0036]

이것은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길이가 255 ASCII 문자들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aud - 이것은 ID 토큰의 의도된 청중(audience)을 지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ud"는 RP의 OAuth client_id

일 수 있다;
[0037]

exp - 이것은 정수를 포함할 수 있고 및/또는 만료 시간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 만료시간에 또는 그 이후에 ID
토큰은 프로세싱을 위해 수락될 수 있다.

이 파라미터의 프로세싱은 현재 날자/시간이 값으로 나열되는 만료

날자/시간 이전에 있는지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현자들은 예를 들어, 클록 스큐(clock skew)를 고려

하기 위해 재량(leeway)을 제공할 수 있다.

값은 원하는 날자/시간 때까지 UTC에서 측정되는 바와 같이 1970-

01-01T0:0:0Z로부터 다수의 초들일 수 있다;
[0038]

iso29115 - 이것은 엔티티 인증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 파라미터는 수행된 인증의 엔티

티 인증 보증 레벨을 특정할 수 있다;
[0039]

nonce - 인가 요청이 nonce 요청 값을 포함하는 경우, 이 값은 요청 값과 동일한 값으로 세팅될 수 있다.

[0040]

다음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ID 토큰의 예시적인 콘텐츠들을 예시한다.
토큰은 클라이언트로부터 CheckID 종단점으로 전송될 수 있다.

예시적인 ID

아래의 이 섹션은 예시적인 토큰을 비롯해서,

서비스로부터 종단점으로의 예시적인 요청을 도시한다:

[0041]

POST /id_token HTTP/1.1

[0042]

호스트: server.example.com

[0043]

콘텐츠-타입: application/x-www-form-encoded

[0044]

id_token=eyJ0eXAiOiJKV1QiL

[0045]

다음의 섹션은 종단점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리턴될 수 있는 바와 같은 예시적인 토큰의 (JSON) 콘텐츠들의
예를 도시한다:

[0046]

HTTP/1.1 200 OK

- 12 -

등록특허 10-1636028
[0047]
[0048]

콘텐츠-타입: application/json
{

[0049]

"iss": "http://server.example.com",

[0050]

"user_id": "248289761001",

[0051]

"aud": "http://client.example.com",

[0052]

"exp": 1311281970

[0053]

[0054]

}

예시적인 토큰은 JSON 웹 서명(JSON Web Signature; JWS) 및/또는 JSON 웹 암호화(JSON Web Encryption; JWE)
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서명 및/또는 암호화를 위해 이용되는 키들은 예를 들어, JSON Web Key들일 수

있다.
[0055]

JWT의 속성들은 JSON 객체로서 인코딩될 수 있다.

JWT는 컴포넌트들의 결합을 갖는 스트링(string)일 수 있다.

예시적인 컴포넌트들은 JWT 헤더 세그먼트, JWT 속성 세그먼트 및 JWT 암호(crypto)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JWT

헤더 세그먼트는 헤더 및 속성 세그먼트에 적용되는 암호 동작들을 설명하는 base64url* 인코딩 JSON을 포함할
수 있다.

JWT 속성 세그먼트는 속성들을 인코딩하는 base64url* 인코딩된 JSON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JWT

암호 세그먼트는 JWT 헤더 및 속성 세그먼트들의 콘텐츠들을 안전하게 하는 base64url* 인코딩된 암호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0056]

예시적인 base64 인코딩은 트레일링 '=' 문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서, 토큰들에 관한 서명들은 유효한 JSON 웹 토큰 서명(Web Token
Signature; JWS)들일 수 있다.

JWS를 이용한 서명된 토큰들은 서명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헤더를

가질 수 있고 및/또는 서명을 위해 이용되는 키들에 대한 포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JWS에 대한 서명 알고리

즘은 다음의 알고리즘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실시예들은 다음의 서명 알고리즘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0057]

HS256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HMAC;

[0058]

HS384

SHA-384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HMAC;

[0059]

HS512

SHA-512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HMAC;

[0060]

RS256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RSA;

[0061]

RS384

SHA-384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RSA;

[0062]

RS512

SHA-512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RSA;

[0063]

ES256

P-256 곡선 및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ECDSA;

[0064]

ES384

P-384 곡선 및 SHA-384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ECDSA; 및/또는

[0065]

ES512

P-521 곡선 및 SHA-512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ECDSA.

[0066]

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키 타입들은 예를 들어, 선택된 서명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지원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현에서, RP는 스스로 ID 토큰 상의 서명을 검증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서, RP는 검증 키들을 알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키들에 대한 포인터는 헤더의 부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포인터는 JSON 인코딩 공개 키들

의 세트를 가리키는 URL을 포함할 수 있는 jku(예를 들어, JSON Web Key URL) 파라미터일 수 다.

예시적인 구

현에서, x5u 파라미터는 x.509 공개키 인증서 또는 인증서 체인(예를 들어, 키들에 대응함)을 가리키는 URL을
포함할 수 있다.

헤더 파라미터들은 토큰 및 토큰 서명을 생성하는 엔티티에 의해 세팅될 수 있다.

이 ID 토큰을 서명하는데 이용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서명 키로서 이용될 수 있다.
토큰은 예를 들어, OAuth 베어러 토큰일 수 있다.

HMAC 서명

예시적인 액세스

예시적인 액세스 토큰은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속성들 및/또는 사용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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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7]

서비스 제공자들(클라이언트들)은 ID 토큰들의 검증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발행 IdP 서버에 접촉함 없이 토큰들을 검증할 수 있다.
JSON Web Key URL 파라미터에서)

[0068]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들은

검증을 위한 키 재료는 발견 프로세스에서(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은 오파크 값(opaque value)들로서 ID 토큰들을 취급할 수 있고 검증
을 위해 이들을 체크 ID 종단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체크 ID 종단점으로

부터 사용자 인증에 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ID 토큰 상의 서명 및/또는 암호화는 예를 들어, JSON Web

Key를 이용할 수 있다.

키는 등록 및/또는 공개 키(예를 들어, x5u 헤더 파라미터에서 참조됨)에서 JSON Web

Key 파라미터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다.
[0069]

도 6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구현에 따라 예시적인 호 흐름을 도시한다.

도 6의 예시적인 호 흐름

은 예를 들어, 공유 시크릿을 OP(예를 들어, 인가 서버(604))에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들(예를 들어, 클
라이언트(602))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시크릿을 아이덴티티 제공자에 등록하지 않는

예시적인 오픈ID 연결 구현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도 6의 6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아이덴티티 제공자로부터
ID 토큰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0070]

서비스 제공자가 공유 시크릿을 아이덴티티 제공자에 등록한 다른 오픈ID 연결 구현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서
비스 제공자가 토큰 대신 안전한 인가 코드를 수신할 수 있은 인가(auth) 코드 흐름(도 7 참조)을 따를 수
있다.

auth 코드는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제공자에서 ID 토큰을 위해 교환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ID

토큰에 대한 auth 코드를 보완할 때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하기 위해 미리-설정된 공유 시크릿(예를 들어, 아이
덴티티 제공자와 더불어)을 이용할 수 있다.
[0071]

도 6을 재차 참조하면, 클라이언트(602)는 사용자/UE(600)가 클라이언트(602)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액
세스를 요청할 때 시크릿을 인가 서버(604)에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다.

606에서, 사용자(600)는 예를 들어,

이메일 어드레스와 같이 오픈ID 식별자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픈ID IdP(OP)의 사용자이름 및 도메인을 포함할 수 있다.
다.

식별자는 오

OP는 발견 및 인증을 위한 종단점들을 제공할 수 있

608에서, 클라이언트(602)(서비스 제공자)는 인가 요청을 준비할 수 있고, 요청을 사용자(600)에 전송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원하는 요청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610에서, 인가 요청은 예를 들어, HTTP 리디

렉트를 이용하여 인가 서버(604)(예를 들어, 사용자를 통해)에 전송될 수 있다.

612에서, 인가 서버(604)는 사

용자(600)를 인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가 서버(604)는 인증 종단점(AEP)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인가 서버(604)는, 사용자(600)가 이미 인증되지 않고 인증이 만료되지 않은 것이 아니면, 사용자
(400)를 인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600)의 현재 인증 상태는 "참(true)"일 수 있어서, 사용자(600)는

612에서 재인증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614에서, 인가 서버(604)는 예를 들어, 토큰이 발행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사용자(600)로부터 인가 또는 동의(consent)를 획득할 수 있다.
자 동의/인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판단을 기억함' 체크박스를 클릭했었을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사용자(600)는 사용

예를 들어, 사용자(600)는 이전의 프로토콜 실행 시에
616에서, 토큰들이 생성되고, 인가 서버(604)는 액세스

토큰 및/또는 ID 토큰과 더불어 사용자(600)를 클라이언트(602)로 역으로 전송할 수 있다.
620에서, 클라이언트(602)는 체크 ID 종단점(628)에서 ID 토큰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ID 토큰 응답을 수신할 수 있다.

예시적인 구현에서,

622에서, 클라이언트(602)는

624에서, 클라이언트(602)는 예를 들

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포 종단점(630)에 액세스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602)는 예를 들어, 사

용자 인포 종단점(630)에 액세스한 이후 요청된 사용자 속성들과 같은 사용자 인포 응답을 수신할 수 있다.
[0072]

도 7을 참조하면, 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클라이언트(702))는 공유 시크릿을 아이덴티티 제공자(예를 들어,
인가 서버(704))에 등록할 수 있다.
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청될 수 있다.

706에서, 사용자/UE(700)는 클라이언트(702)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

706에서, 액세스는 사용자(700)의 식별자를 클라이언트(702)에 제공함으로써 요

이러한 식별자는 예를 들어, 오픈ID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702)는 원하는 요청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는 인가 요청을 준비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702)는 708에서 사용자(700)에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702)는 710에서 HTTP 리디렉트를 이용하여 인가 서버(704)(예를 들어, 사용자

(700)를 통해)와 같은 인증 종단점(AEP)(713)에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704에서, AEP(713)(예를 들어, 인가

서버(704))는 예를 들어, 사용자(700)가 현재 인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700)를 인증할 수 있다.

714에서, 인

가 서버(704)는, 예를 들어, 사용자 동의/인가를 이미 획득했을 수 있는, 정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700)의 동의/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

716에서, 인가 서버는 인가(auth)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

718에서 사용자(700)가 클라이언트(702)에 인가 코드를 리디렉트하게 할 수 있다.

720에서, 클라이언트(702)는

예를 들어, 토큰 종단점(734)에서 인가 코드를 이용하여 어서트(assertion)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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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702)는 토큰 종단점(734)으로부터 어서트를 수신할 수 있다.
는 ID 토큰을 포함할 수 있다.
증(validate)할 수 있다.
있다.

어서트는 응답 바디에 액세스 토큰 및/또

726에서, 클라이언트(702)는 예를 들어, 체크 ID 종단점(736)에서 ID 토큰을 입

728에서, 클라이언트(702)는 체크 ID 종단점(736)으로부터 ID 토큰 응답을 수신할 수

이러한 ID 토큰 응답은 종단 사용자(700)의 아이덴티티를 포함할 수 있다.

730에서, 클라이언트(702)는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포 종단점(738)에 액세스할 수 있다.
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738)으로부터 사용자 인포 응답을 수신할 수 있다.

732에서, 클라이언트(702)

예시적인 구현에서,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702))는 단계(718)에서 수신된 바와 같은 ID 토큰을 검증할 수 있고, ID 토큰으로부터
획득된 아이덴티티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를 허가(grant)할 수 있다.

사용자 인포 종단점(738)에서 액세스 토

큰을 이용한 아이덴티티 속성들의 검색은 클라이언트(702)에 대한 옵션일 수 있다.
[0073]

일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이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커니즘들이 UE 상에서 국부적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국부적으로 인증될 수 있고, 사용자에 대응하는 아이덴티티 속성들

은 국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한 아이덴티티 속성들의 릴리즈는 국부적으로 인가될 수 있고, 사용
자 인포 종단점은 UE 상에 국부적으로 위치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로컬 OP와 같은 로컬

신뢰 환경은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고, 사용자로부터 인가를 획득하고 및/또는 토큰들을 생성할 수 있다.
국부적으로 생성된 토큰들은 예를 들어, 각각의 종단점들로부터 사용자 인증 데이터 및/또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예를 들어, 속성들)를 검색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SP)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토큰은, 토큰이 인가된 UE 및/또는 인가된 로컬 OP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토큰은 만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제공자(IdP)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토큰이 만료됬는지를 결

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토큰은 사용자 인증 시에 타임 스탬핑(time stamp)될 수 있다.
[0074]

도 8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토큰이 국부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예시적인 프로토콜 흐름의 흐름도를 도시한
다.

806에서, 디바이스(800)와 같은 UE는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802)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디바이스(800)의 사용자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808에서, 서비스 제공자

(802)(클라이언트)는 리디렉트 메시지를 통해 디바이스(800)로부터 토큰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UE는 토큰

에 대한 요청을 수신할 수 있으며, 여기서 토큰에 대한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액
세스에 대한 요청에 응답한다.
수 있다.

808에서, 요청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ID 토큰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808에서의 요청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액세스 토큰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 제공자가 디바이스(800)의 사용자의 속성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802)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속성들은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802)는 예를

들어, 부가적인 속성들 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비스 제공자(802)가 결정하는 경우 액세스 토큰
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0075]

도 8을 계속 참조하면, 810에서, 사용자는 디바이스(800)가 서비스 제공자(802)에 토큰을 발행하도록 하는 동의
(승인)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 제공자(802)가 사용자 정보(인포) 종단점으로부터

특정된 속성(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동의(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됨)를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부적으로 생성된 액세스 토큰은 액세스가 허가된 특정한 속성들을 사용자 인포 종단점이 식별하도
록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802)는 다수의 속성들에 대한 액세스

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요청된 속성들 중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인가하도록 동의하는 경우(810에서), 사용자 인
포 종단점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인가된 정보를 릴리즈(release)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속성들을 릴리즈하지 않을 수 있다.
[0076]

예를 들어, 디바이스(800)와 같은 UE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수신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의 동의된
부분을 릴리즈하도록 하는 사용자 동의를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 동의에 응답하여, 디바이스(800)는 서비스

제공자(802)와 연관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디바이스(800)는 서비스 제공자(802)에 액세스

토큰을 발행할 수 있고, 여기서, 사용자 데이터의 동의된 부분은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서비스 제공자(802)
에 릴리즈된다.

요청된 사용자 데이터는 복수의 사용자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복수의 사용자 속

성들을 중 적어도 하나는 릴리즈되는 사용자 데이터의 동의된 부분의 일부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추가로 설

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디바이스(800) 내에 상주할 수 있으며, 액세
스 토큰은 이러한 사용자 정보 종단점에서 수신될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의 수신에 응답하여, 디바이스(800)는

사용자 데이터의 동의된 부분을 서비스 제공자(802)에 제공할 수 있다.
[0077]

812에서, 토큰들은 디바이스(800) 상에서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여, 디바이스

(800)는 토큰에 대한 요청에 따라 아이덴티티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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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800) 내에 상주할 수 있는, 로컬 OP와 같은 신뢰 환경 상에서 안전하게 생성될 수 있다.
에서 디바이스(800) 상에 생성될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은 812

이러한 액세스 토큰은 예를 들어, 어느 속성(들)이 서비스 제공자

(802)에 의해 검색될 수 있는지를 네트워크 엔티티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에서 서비스 제공자(802)에 발행될 수 있다.

토큰은 814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ID) 토큰은 예를 들어, 디바이스(800)와

같은 UE를 통해 발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ID 토큰은 서비스에 UE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검증된다.
자(802)는 예를 들어, 820에서 ID 토큰과 같은 토큰을 검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

(802)는 토큰이 유효하다고 검증하기 위해 Id 토큰 상의 서명을 체크할 수 있다.

검증을 위한 키 재료는 예를

들어, JSON Web Key URL 파라미터에서와 같은 발견 프로세스에서 서비스 제공자(802)에 의해 수신되었을 수 있
다.

서비스 제공자(802)가 ID 토큰 서명을 입증한 이후, 서비스 제공자(802)는 ID 토큰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

해 ID 토큰에 인코딩된 필드들을 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ss'(issuer) 필드는 SP가 사용자 제공 식별자

로부터 발견한 IdP의 고유한 식별자와 같은 토큰 발행자의 고유한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필드는 토큰이 의도된 청중을 식별할 수 있다.
수 있다.

'aud'(audience)

따라서, 청중 필드는 서비스 제공자(802)의 client_d를 포함할

'exp'(expires) 필드는 토큰이 수락되지 않는 만료 시간을 식별할 후 있다.

만료 시간을 갖는 예시

적인 구성에서, 현재 시간이 'exp' 날짜 및 시간 이후인 경우, 대응하는 ID 토큰이 만료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ID 토큰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검증 및 입증할 수 있다.
[0078]

816에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 IdP와 같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는 액세스 토큰이 제시될 수 있다.
큰은 단계(810)로부터 동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값들로서 액세스 토큰을 취급할 수 있다.
로서 지칭될 수 있다.

액세스 토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SP)(802)는 오파크

이러한 액세스 토큰들은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오파크 배리어 토큰들

816에서, 액세스 토큰들은 각각의 토큰 종단점들에 대해 사용자 속성들 및/또는 다른 정

보를 검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800)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토큰들은 예를 들어, 디바이스(800)의 로컬 OP의 식별자와 같은 디바이스
이러한 식별자들은 발행 디바이스(800) 또는 발행 로컬 OP의 고유한 아이덴

티티를 네트워크 IdP(804)에 통지할 수 있다.
자는 토큰의 서명에 포함될 수 있다.

디바이스(800)의 로컬 OP 및/또는 디바이스(800)의 이러한 식별

식별자는 예를 들어, 822에서 네트워크 IdP(804)가 로컬 OP에 의해 발행

된 토큰들을 인지 및 입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식별자는 토큰 생성 및 토큰 검증이 도 8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2개의 상이한 엔티티들에서 발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IdP(804)와 같은 네

트워크 엔티티는 토큰 검증 종단점(822)을 통해 토큰을 검증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검증하기 위해 상술된 예시적인 단계들에 따라 액세스 토큰을 검증할 수 있다.

종단점(822)은 ID 토큰을

네트워크 IdP(804)는 검증의 결

과를 서비스 제공자(802)에 리턴할 수 있다.

성공적인 검증은 서비스 제공자(802)가 ID 토큰을 수락하고 그의

콘텐츠들을 신뢰하기 이전에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들이 검증될 때까지 이메일 주

소가 현재 세션의 사용자에 속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적인 검증 시에, 서비스 제공자(802)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검증된 사용자를 그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부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0079]

로컬 OP가 토큰들을 발행하는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로컬 OP는 토큰에 서명하기 위해 시크릿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로컬 OP는 발견 프로세스에서 IdP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되는 시크릿들을 알 수 있다.

예

본 명

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예를 들어, ID 토큰)을 체크 ID 종단점에 전송할 수 있다.
종단점은 JWT 인코딩을 디코딩할 수 있고 및/또는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는 체크 ID 종단점 없이 토큰을 검증할 수 있다(도 8의 820 참조).
서명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ID 토큰 JWT는 JWK 키(key)로

키는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제공자와의 발견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알려질

수 있다.
[0080]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디바이스들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예를 들어, 로컬 OP에 의해) 국부적으로 토큰들을 생성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OP는 토큰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시크릿을 알 수 있다.

HMAC 서명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로컬 OP는 서비스들에 대한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을 포함하는 리스

트에 대한 액세스를 가질 수 있다.

리스트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OTA 채널을 이용하여) MNO에 의해 유지되

고, 업데이트되고 및/또는 관리될 수 있다.
[0081]

HMAC 서명들을 이용하는 다른 구현에 따라, 로컬 OP는 청중 필드를 이용할 수 있고 및/또는 예를 들어, 네트워
크 IdP로부터 대응하는 시크릿을 획득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안 통신 채널을 통해) MNO 서비스 종단점에 질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공자의 JSON Web Key 문서의 URL을 질의하는 것은 키의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로컬 OP는 키 재료를 획득하기 위해 안전한 및/또는 인증된 요청을 행할 수 있다.

요청은 예를 들어, 사용자

인증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낮은 이용(low usage) 시간들에 키 재료의 로딩) 프로토콜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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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및/또는 통신 단계들을 도입함으로써와 같이 인증 시에 발생할 수 있다.
[0082]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시크릿은 공유 시크릿들(S) 및/또는 청중 필드 콘텐츠들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를 들어, 로컬 OP는 클라이언트 키를 계산할 수 있다.

(S)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계산하기 위해 네트워크 IdP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은 로컬 OP 인스턴스들과 공유될 수 있다.
을 계산하기 위해 KEF를 이용할 수 있다.
[0083]

클라이언트 시크릿

발견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 IdP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로컬 OP는 동일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계산할 수 있다.

JSON 웹 서명(JWS)은 서명된 JWT에 대한 헤더 필드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더 필드들은 서

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키들을 호스트할 수 있는 JSON Web Key(JWK) URL을 가리킬 수 있다.
수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키 유도 기능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장기 시크릿

'jku' 파라미터는 공개

'kid' 키 id 파라미터는 어느 키가 이용될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헤더는 (예를 들어, X.509 공개 키 인증서에 대한) URL을

가리킬 수 있는 필드 'x5u'를 포함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OP는 로컬 OP 인스턴스(들)에 대한 키들 및/또는 인

증서들을 생성할 수 있고 및/또는 예를 들어, 공개 키 인증서들을 패치(fetch)하기 위해 서비스들/클라이언트들
에 대한 URL을 제공할 수 있다.

로컬 OP는 개인키를 포함할 수 있고, 및/또는 예를 들어, JWS의 헤더에 대응하

는 공개 키 인증서에 대한 URL에 대한 포인트(point)와 같이 URL에 대한 포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로컬 OP는 JWT에 따라 ID 토큰을 인코딩할 수 있고 서명을 적용할 수 있고 ID 토큰을 서비스 제공
자에 전송할 수 있다.
[0084]

로컬 OP는 키 쌍이 장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키는 안전하게(예를 들어, 로컬 OP에) 저장될 수 있다.

네트워크 OP는 공개 키 및 선택적으로 공개 키에 대한 대응하는 인증서를 알 수 있다.

네트워크 OP는 인증 기

관(Certificate Authority; CA)으로서 작동할 수 있고, 인증서들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거나, 네트워크 OP는 인
증된 공개 키들을 (예를 들어, 제 3 자 CA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로컬 OP에 키 쌍이 장착되는 예시적인 실시

예에서,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제 1 시간 동안)를 방문하기를 원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이름 및/또는 OP 호스트를 추출할 수 있고 및/또는 발견 및/또는 등록 단

계들을 수행할 수 있다.
보여졌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예를 들어, 웹사이트)는 사용자 및/또는 OP에 의해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OP에 등록할 수 있고, 네트워크 OP는 인증된 공개키

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JWK URL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속성(들)에 대한 액세스 토큰

및/또는 ID 토큰에 대한 요청을 사용자 에이전트(예를 들어, 브라우저)가

인가 서버에 리디렉트하게 할 수 있

다.
[0085]

디바이스의 내부 라우팅은 사용자 에이전트가 로컬 OP 인스턴스로 지향될 수 있게 될 수 있다.
자를 국부적으로 인증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로컬 OP는 요청된 속성들(예를 들어, 요구들)을 추출

할 수 있고 및/또는 사용자 속성들의 가용성을 체크할 수 있다.
있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어, 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
수 있다.

로컬 OP는 사용

요청된 속성들이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할 수

예를 들어, 로컬 OP는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동의(예를 들

인가는 요청된 속성들의 적어도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할

사용자는 데이터를 릴리즈하기 위한 동의를 (예를 들어, '릴리즈를 항상 OK함' 체크박스를 클릭함으

로써) 이전에 제공했었을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예를 들어, 미래의 판단들을 위해 저장될 수 있다.

는 ID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개인키를 이용함으로써 와 같이 토큰에 서명할 수 있다.
URL은 토큰의 JWS 헤더의 x5u 필드에 넣어질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수 있다.

로컬 OP
인증서의

로컬 OP는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 토큰에 서명을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오파크 값으로 취급될 수 있고,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액세스 토큰은 (예를 들어, 디바이스의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서) 보완될 수 있다.

동의는 토큰에 인코딩될 수 있다.

액세스 토큰 내에 동의 판단의 인코딩의 타입은 구현 의존적일 수 있다.

로

컬 OP는 예를 들어, ID 토큰 및 액세스 토큰을 통해 사용자 에이전트를 클라이언트 종단점에 리디렉트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 에이전트가 리디렉트할 URL은 초기 요청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예를

들어, parameter redirect_uri).

서비스 제공자는 ID 토큰 서명을 스스로 검증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토큰의 헤더 내의 x5u 파라미터에 제공된 URL과 같은 URL로부터 공개 키 및/또
는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토큰 검증 요청을 위해) ID

토큰을 통해 OP의 체크 ID 종단점에 접촉할 수 있다.

이 통신은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와 OP 간에 공유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의 이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체크 ID 종단점은 예를 들어, 헤더의 x5u 파라미터

에 제공된 바와 같은 공개 키를 이용함으로써 와 같이 토큰 헤더로부터 서명을 체크함으로써 토큰이 인가된 로
컬 OP 인스턴스에 의해 발행되었다고 검증할 수 있다.

체크 ID 종단점은 토큰 검증의 결과를 서비스 제공자에

리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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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6]

ID 토큰 검증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식별자 및/또는 식별자의 발행자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인증 프로토콜은 종료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된 데
이터/서비스를 사용자에 제공할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요청되고 액세스 토큰이 서비스

제공자에 발행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예를 들어, 속성들)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 대한 요청에 액세스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수 있다.

액세스 토큰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속

로컬 OP는 속성들을 검색할 수 있고,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 및/또는 토큰에 서명할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자율적으로 토큰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예

를 들어, 사용자 속성들 또는 요구들)를 검색할 수 있다.
[0087]

사용자 인포 종단점은 유효한 그리고 인가된 로컬 OP에 의해 토큰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점은 요청된 데이터의 릴리즈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
스 토큰 상의 JWS 서명을 검증함으로써 완료될 수 있다.

종단

로컬 OP의 유효성의 검증은 액세

사용자 동의의 검증은 예를 들어, 사용자 동의와 연관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액세스 토큰의 내부 서명을 수정할 수 있다.

검증 시에, 사용자 인포 종단점은 요청

된 속성들을 서비스 제공자에 (예를 들어, JSON 포맷으로) 리턴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예를 들어, 수신

된 속성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사용자 프로파일의 로컬 카피(local copy)를 생성할 수 있고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재차 방문한 경우, 등록

및/또는 발견 단계들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증 및 인가를 수행하도록 지

향될 수 있고, 사용자는 토큰 검증 이후에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로그인할 수 있다.
[0088]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개인 키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

로컬 OP는 안전한 신뢰 환경(예를 들어,

보안 모듈, 신뢰 모듈 등)에서 국부적으로 키 쌍을 생성할 수 있고 안전 엘리먼트에 개인 키를 저장할 수 있다.
네트워크 OP는 대응하는 공개 키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고 및/또는 인증서를 서비스 제공자들에 (예를
들어,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K라는 표기는 키 쌍을 나타낼 수 있고,

pu(K)는 공개 키를 나타낼 수 있고, pr(K)는 개인 키를 나타낼 수 있고 cert(K,C)는 pu(K)에 대한 인증서를 나
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cert(K,C)는 키(C)의 보유자에 의해 발행될 수 있고 및/또는 이것은 키 pr(C)를 이

용하여 생성될 수 있고 및/또는 이것은 pu(C)를 이용하여 검증될 수 있다.
[0089]

예를 들어, 안전 엘리먼트 상에 로컬 OP 애플릿의 설치 시에, 애플릿은 루트 키 쌍 R을 생성할 수 있고, 안전
엘리먼트에 pr(R)을 저장할 수 있고, 안전 엘리먼트 발행자 또는 제조자로부터(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 제조자
로부터) 인증서(cert(R,I))를 획득할 수 있다.

인증서는 발행자에 의해 저장될 수 있고, 안전 엘리먼트에 저장

될 수 있다.
[0090]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로컬 OP는 OP 서버 기능(OP Server Function; OPSF)의 도메인에 기재될 수 있다.

이

기재(enrollment)는 예를 들어,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로컬 OP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처음 시작될 때 트리
거될 수 있다.

OPSF는 예를 들어, 새로운 키 쌍들을 OPSF에 기재하기 위해 로컬 OP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기재 종단점을 제공할 수 있다.
[0091]

로컬 OP는 오픈ID 애플리케이션 특정 키 쌍 O1을 생성할 수 있고, cert(O1, R)을 생성할 수 있고(예를 들어,
pr(R)을 이용하여 pu(O1)에 서명할 수 있음), cert(O1, R) 및 cert(R, I)를 OPSF의 기재 종단점에 제출할 수 있
다.

기재 종단점은 예를 들어, 로컬 OP가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에 의해 생성되고 발행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cert(R, I)를 체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증은 발행자 키 I에 대한 인증서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인증서들이 유효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OCSP 체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OPSF 기재 종단점

은 키 pu(O1)가 그 로컬 OP 인스턴스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cert(O1, R)을 체크할 수 있다.

[0092]

로컬 OP는 토큰 서명들을 생성하기 위해 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PSF는 인증서(예를 들어, 체인)가

(예를 들어, 인증서 종단점에서) RP들에 대해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을 저장할 수 있다.

OPSF는 인증서 및 그의 인증서 체인

인증서(들)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인증서 종단점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로, OPSF는 cert(O1, P)일 수 있는, O1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다.
종단점에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안적으

OPSF는 인증서 cert(O1, P)를 인증서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OPSF는 인증서 종단점에서의 인증서의 URL을 로

컬 OP(예를 들어, 암호화되고 및/또는 서명될 수 있음)에 리턴할 수 있다.

OPSF는 예를 들어, 증명

(certification)에 걸쳐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OFSP 도메인 PKI를 안전 엘리먼트 발행자 도메인과 통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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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0093]

로컬 OP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토큰 헤더들에서 인증서(예를 들어, 이용된 방법에 의존할 수 있는
cert(O1, R) 및/또는 cert(O1, P))에 대해 (예를 들어, 수신된 바와 같은) URL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OP는 토큰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pr(O1) 키를 이용할 수 있다.
[0094]

로컬 OP는 인증서 및/또는 서명 키 O1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용될 수 있을 때 체크될 수 있다.

[0095]

갱신(renewal) 프로세스는 만료 날자가 근접할 때 트리거될 수 있다.

서명 키 O1는 새롭게 생성된 키 쌍 O2으로 대체될 수 있다.
재될 수 있다.
있다.

예를 들어, 인증서의 유효성은 키가

예를 들어, 새로운 공개 검증키가 OPSF 도메인에 기

구(old) 검증 키는 (예를 들어, 천이 기간 동안 그의 구 URL 에서) 이용 가능하게 남아있을 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들은 토큰 서명 검증을 위해 키를 이용할 수 있다.

OPSF는 최근에 발

행된 ID 토큰의 유효 기간을 알 수 있고, 구 인증서(예를 들어, cert(O1, R) 또는 cert(O1, P))는 유효 기간 동
안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엔티티들은 구 인증서들이 이용 가능하

게 남아있는 천이 기간에 대해 최소 지속기간으로 협의할 수 있다.

OPSF는 인증서들을 생성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전의 cert(O1,P)를 생성할 수 있고, 그것은 cert(O2,P)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로운 키 쌍 O2는 구 키 쌍을 O1

를 이용하여 기재될 수 있고(예를 들어, cert(O2, O1)는 기재에 이용될 수 있음) 키들의 체인(예를 들어, 키 이
력)이 구축될 수 있다.
[0096]

구/이전/만료된 서명 키는 삭제될 수 있다.

기재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로컬 OP는 예를 들어, 프로토콜 흐름에서 동적으로 키 쌍을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OP 및 OPSF는 장기 시크릿(KL)을 공유할 수 있다.

키 쌍이 생성되고 및/또는 랜덤 시드 값 및

/또는 OPSF에 알려질 수 있는 장기 공유 시크릿에 기초할 수 있다.

랜덤 시드는 OPSF에 전달될 수 있고, OPSF

는 키들을 재-계산할 수 있다.
[0097]

개인 키는 네트워크에서 드리고 로컬 OP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로컬 OP는 토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토큰 서명들을 생성할 수 있
다.

로컬 OP는 예를 들어, 토큰 서명들이 생성될 때 랜덤 시드 값(S)을 생성할 수 있다.

들어, S 및 장기 시크릿(KL)에 기초하여 새로운 키 쌍을 계산할 수 있다.

로컬 OP는 예를

토큰 헤더의 x5t URL 파라미터 및 토

큰에 서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공개 키는 (예를 들어, OPSF의 인증서 종단점에서) 동적 URL로 세팅될 수
있다.

동적 URL은 파라미터(예를 들어, http://opsf.org/cert.php?seed=1234)로서 시드(S)를 포함할 수 있다.

인증서 종단점은 예를 들어, 수신된 파라미터(S) 및/또는 장기 시크릿(KL)에 기초하여 로컬 OP가 계산한 키 쌍
을 계산할 수 있다.

인증서 종단점은 공개 키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다.

OPSF는 개인 키를 삭제할 수

있고 및/또는 동적 URL(예를 들어, http://opsf.org/cert.php?seed=1234)에서 공개 키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
다.

클라이언트가 토큰을 수신하고 URL(예를 들어, http://opsf.org/cert.php?seed=1234)을 질의하는 경우,

OPSF는 올바른 키 쌍을 생성할 수 있고,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 및/또는 인증

서가 이미 생성된 경우, OPSF는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0098]

도 9는 인증(auth) 서버(906)와 미리-설정된 공유 시크릿(S)을 공유하는 로컬 OP(900)와의 예시적인 프로토콜
흐름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로컬 OP에는 ID 토큰 상에 비대칭 서명들을 생성하는데 이

용될 수 있는 개인 키가 장착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HMAC 서명들이 토큰 서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대안적인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인증 서버(906)와 같은 네트워크 OP와 클라이언트(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
(904)) 간에 설정된 키는 예를 들어, 토큰 서명들의 생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은 서명들을
자율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0099]

도 9를 참조하면, 908에서, 사용자는 UE의 브라우저(902)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904)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908에서, 브라우저(902)는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904)에 오픈ID 식별자와

같은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904)는 ID 토큰 및 액세스 토큰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는

인가 요청을 준비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904)는 910에서, 리디렉트 메시지를 통해 요청을 브라우저(902)에
전송할 수 있다.

910에서의 요청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ID 토큰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에서의 요청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액세스 토큰에 대한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910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 제공자(904)가 UE의 사용자의 속성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904)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912에서, 요청은 예를 들어, UE 상의 브라우저(902)로부터 로컬 OP(900)와 같이 UE 상의 신뢰 모듈로,

리디렉트 메시지를 통해 포워딩될 수 있다.

914에서, UE의 사용자는 로컬 OP(900)에 의해 인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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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에서, 사용자는 UE가 서비스 제공자(904)에 토큰을 발행하도록 하는 동의(승인)를 제공할 수 있다.
어, 인가 요청은 UE의 사용자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자 승인과 연관되는 액세스 토큰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

또한, 인가 요청에 응답하여, UE에서, 인가 요청의 사용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인가 요청의 사용자 승인은 UE 상에

저장되는 정책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될 수 있다.
[0100]

도 9를 계속 참조하면, 918에서, 토큰은 로컬 OP(900)에서 생성될 수 있다.

정보는 토큰에 부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에 대한 확장은 정보를 토큰의 JSON 데이터 구조에 부가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토

큰은 다음을 포함한다:
[0101]
[0102]

"iss": (예를 들어, http://server.example.com),

[0103]

"user_id" : (예를 들어, 248289761001),

[0104]

"aud" : (예를 들어, http://client.example.com"),

[0105]

"exp" : (예를 들어, 1311281970),

[0106]

"lop id": (예를 들어, 11223344556677와 같이 로컬 OP에 대한 식별자를 표현할 수 있음),

[0107]

"timestamp" : (예를 들어, time20111012143815Z와 같이 포맷 YYYYMMDDhhmmss[.s...]Z'를 갖는 time 타임스탬
프를 표현할 수 있음), 및/또는

[0108]

"lop_sig": (예를 들어, 572400e4ec56fdce9549777bf67d70041f53a6aa와 같이 HMAC SHAl({lop_id|timestamp})를
이용한 서명을 표현할 수 있음)

[0109]
[0110]

예를 들어, 918에서, HMAC_SHA1 서명은 키로서 공유 시크릿(S)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증의 타임스탬프 및/또는 로컬 OP ID의 연결(concatenation) 상에서 계산될 수 있다.

서명은 사용자 인

다른 예시적인 토큰에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아래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은 로컬 OP 필드들의 그룹을 생성함으로써 JSON에 따라 구조화
될 수 있다:

[0111]

{

[0112]

"iss": (예를 들어, http://server.example.com),

[0113]

"user_id" : (예를 들어, 248289761001),

[0114]

"aud" : (예를 들어, http://client.example.com),

[0115]

"exp" : (예를 들어, 1311281970),

[0116]

"로컬_openid" : {

[0117]

"lop_id": "(예를 들어, 11223344556677와 같은 로컬 OP에 대한 식별자일 수 있음),

[0118]

"timestamp" : "(예를 들어, 20111012143815Z), 및/또는

[0119]

"lop_sig": (예를 들어, 572400e4ec56fdce9549777bf67d70041f53a6aa와 같이 HMAC SHAl({lop_id|timestamp})를
이용한 서명일 수 있음)

[0120]
[0121]
[0122]

}
}
설명된 바와 같이, 콘텐츠는 ID 토큰에 부가될 수 있고 유효 HMAC SHA1 서명이 생성될 수 있다.
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키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일 수 있다.
의 내부 서명이 수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

정보가 JSON 토큰에 부가될 수 있고 및/또는 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토큰의 부가적인 필드들을 무시할

수 있고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오파크 값들로서 토큰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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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토큰 서명들을 생성할 수 있는 키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를 테면, 등록 프로세스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클라이언트(서비스 제공자)와 인증 서버(OPSF) 간에 설
정될 수 있다.

인증 서버는 예를 들어, 로컬 OP가 올바른 토큰 서명을 생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로

컬 OP에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의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 서버는 로컬 OP 인스턴스들에서 클

라이언트들의 리스트를 설치하기 위해 오버-디-에어 관리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예를 들어, 새로운 클라이언트 및/또는 기존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등록되면, 로컬 OP의 리스트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URL일 수 있는, 토큰 요청에서의 청중(aud) 파라미터는 토큰들을 요청하

는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수 있다.

청중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 로컬 OP 저장소에서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시크

릿을 발견하기 위해 로컬 OP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0124]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은 인증 서버로부터 질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 OP는 토

큰들에 대한 유효한 HMAC 서명들을 생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을 알게 될 수 있다.

로컬 OP가 클라이

언트 시크릿들을 알기 위해, 인증 서버는 요청 시에 로컬 OP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provision)에서, 로컬 OP는 토큰 요청에서 수신될 수 있는 청중 파라미터로부터 클라이언트 이름을 추출할
수 있다.

로컬 OP는 예를 들어, 특정한 종단점에서, 인증 서버에 대한 인증되고 및/또는 안정한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로컬 OP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요청할 수 있다.

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서명을 생

예를 들어,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종단점에 https://op.org/clients.php을

이러한 클라이언트 시크릿 종단점은 TLS 암호화를 이용할 수 있고 및/또는 인증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프로토콜 실행에서, 토큰 서명들을 생성하기 이전에, 로컬 OP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종
단점에

연결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종단점에

대해

인증할

수

https://op.org/clients.php?client_audience=audience와 같은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청중은 수신된 청중 필드로부터 콘텐츠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언트 시크릿을 리턴할 수 있다.
[0125]

있고,

예를

들어,

예시적인 자원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 종단점을 로컬 OP에 클라이

이어서 로컬 OP는 유효한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시크릿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은 인증 서버 및 로컬 OP에서 장기 시크릿들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시크릿들은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 OP 간의 등록 프로세스에서 설

정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에 따라, 로컬 OP 및 네트워크 IdP/OP(인증 서버)는 장기 시크

릿을 공유할 수 있다.

장기 공유 시크릿들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다.

들어, 장기 공유 시크릿은 로컬 OP 애플리케이션에 (예를 들어, 설치 시에) 임베딩될 수 있다.
릿은 MNO의 OTA 관리 동작들을 통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장기 공유 시크

장기 공유 시크릿은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인증 프로토콜

실행으로부터 키 유도(key derivation)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공유 시크릿은 네트워크 IdP/OP(인증 서버) 및

디바이스/로컬 OP 간에 신뢰 앵커(trust anchor)로서 작동할 수 있다.

시크릿은 예를 들어, SIM 카드 및/또는

임베딩된 보안 엘리먼트와 같은 안전 엘리먼트의 보안 특징들에 의해 로컬 OP에서 보호될 수 있다.
[0126]

클라이언트의 예시적인 등록 프로세스에서, 인증 서버는 키 유도 기능(key derivation function; KDF)에서 클라
이언트로부터 청중 파라미터를 갖는 장기 시크릿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OP는, 클라이언트 시

크릿 = KDF(청중, 장기 시크릿)이 되도록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유도할 수 있다.

예시적인 인증 프로토콜 실행

에서, 로컬 OP는 토큰 요청 헤더로부터 청중 필드를 판독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계산하기 위해 장기
시크릿 및 청중 필드에 동일한 KDF를 적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이어서 토큰 서명을 생성하는데 이

용될 수 있다.
[0127]

도 9를 재차 참조하면, 910에서, 인가 요청은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과 같은 토큰 내로 통합될 수 있다.

클라

이언트(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904))로부터의 오리지날(original) 인가 요청은 예를 들어, 발행된 액세스 토
큰이 요청된 자원들을 위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토큰 내로 통합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시나리

오에서, 로컬 OP(900)는 로컬 토큰 생성 프로세스에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인가할 수 있고, 데이터는 로컬
OP(900)에 의해 국부적으로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네트워크에 대해 토큰을 이용할 때 변경될 수 있다.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요청은 예를 들어,

토큰은 네트워크로의 인가 요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요청은 리디렉트 메시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가 서버/OP(906)에 전송될 수

있다.

로컬 OP(900)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용될 때, 인가 요청은 910 및 912에서 리디렉트를 통

해 로컬 OP(900)에 전송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904)는 액세스 토큰들에 대한 인가 요청에서 요청된 액세스

프리빌리지들(access privileges)을 특정하기 위해 오픈ID 연결 스코프들(scopes)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액세스 토큰과 연관되는 스코프들은, 예를 들어, 이들이 OAuth 2 보호 종단점들에 액세스하는데 이용될 때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자원들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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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예시적인 스코프들은 클라이언트가 오픈ID 요청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가 서버에 통지할 수 있는 오픈ID 스
코프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오픈ID 스코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인가 서버는 일반적인 OAuth 2.0

요청으로서 요청을 취급할 수 있고 오픈ID 프로세싱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디폴트 프로파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 스코프는

이메일 스코프는 이메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주소 스코프는 주

소를 요청할 수 있다.
[0129]

스코프 파라미터 외에, 인가 요청은 클라이언트(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904))가 요청 구조들을 구축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오픈ID 요청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픈ID 요청 객체는 오픈ID 요청 객체를 가리

킬 수 있는 URL로서 및/또는 인코딩된 JWT로서 전달될 수 있다.
[0130]

아래에는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서 구현될 수 있는, JWT 인코딩 이전의 오픈ID 요청 객체의 예이다:

[0131]

{

[0132]

"response_type" : "code id_token",

[0133]

"client_id": "s6BhdRkqt3",

[0134]

"redirect_uri" : "https://client.example.com/cb",

[0135]

"scope": "openid profile",

[0136]

"state": "afOifjsldkj",

[0137]

"userinfo":

[0138]
[0139]

{
"claims" :

[0140]

{

[0141]

"name" : null,

[0142]

"nickname": {"optional" : true},

[0143]

"email": null,

[0144]

"verified" : null,

[0145]

"picture": {"optional": true},

[0146]
[0147]

},
"format": "signed"

[0148]

}

[0149]

"id token":

[0150]

{

[0151]

"max age" : 86400,

[0152]

"iso29115" : "2"

[0153]

}

[0154]

}

[0155]

아래에는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인코딩된 JWT의 예이다:

[0156]

JWT 알고리즘 = H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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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

HMAC HASH 키 = 'aaa' (예를 들어, 이것은 JWT에 서명하기 위한 키의 id일 수 있음)

[0158]

JSON 인코딩된 헤더 = "{"alg":"HS256","typ":"JWT"} "

[0159]

JSON 인코딩된 페이로드 = "{"response_type":"code id token",

[0160]

"client_id" :"s6BhdRkqt3",

[0161]

"redirect_uri":"https://client.example.com/cb",

[0162]

"scope" :"openid profile",

[0163]

"state":"af0ifjsldkj",

[0164]

"userinfo" :{"claims" :{"name" :null, "nickname" :{"optional" :true} ,

[0165]

"email" :null,"verified" :null,

[0166]

"picture" :{"optional" :true}} , "format" :"signed"} ,

[0167]

"id_token" :{"max_age" :86400,"iso291 15":"2"}}"

[0168]

JWT =

[0169]

eyJ0eXAiOiJKVlQiLCJhbGciOiJIUzIlNiJ9.eyJyZXNwb25zZV90eXBlIjoiY29kZSBpZF90b2tlbiI
sImNsaWVudF9pZCI6InM2QmhkUmtxdDMiLC

JyZ

WRpcmVj

dF91

cmkiOiJodHRwczpcL1wvY2x

pZW50LmV4YWlwbGUuY29tXC9jYiIsInNjb3BlIjoib3BlbmlkIHByb2ZpbGUiLCJzdGF0ZSI6ImFmMGlmanNsZGtqIiwidXNlcmluZ
m8iOnsiY2xhaWlzIjp7Im5hbWUiOm51bGwsIm5pY2tuYWllIjp7Im9wdGlvbmFsIjp0cnVlfSwiZWlhaWwiOm51bGwsInZlcmlmaWk
IjpudWxsLCJwaWN0dXJlIjp7Im9wdGlvbmFsIjp0cnVlfX0sImZvcmlhdCI6InNpZ251ZCJ9LCJpZF90b2tlbiI6eyJtYXhfYW
dlIjo4NjQwMCwiaXNvMjkxMTUiOiIyInl9.20iqRgrbrHkAlFZ5p_7bc_RSdTbH-wo_Agk-ZRpD3wY
[0170]

아래는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인가 요청의 예이다.

[0171]

https://server.example.com/authorize?

[0172]

response_type=code%02id_token

[0173]

&client_id=s6BhdRkqt3

[0174]

&redirect_uri=https%3A%2F%2Fclient%2Eexample%2Ecom%2Fcb

[0175]

&scope=openid

[0176]

&state=afOifjsldkj

[0177]

&request=eyJ0eXAiOiJKVlQiLCJhbGciOiJIUzIlNiJ9.eyJyZXNwb25zZV90eXBlIjoiY29kZSBpZF90b2tlbiIsImNsaWVudF9p
ZCI6InM2QmhkUmtxdDMiLCJyZWRpcmVjdF91cmkiOiJodHRwczpcLlwvY2xpZW50LmV4YWlwbGUuY29tXC9jYiIsInNjb3BlIjoib3
BlbmlkIHByb2ZpbGUiLCJzdGF0ZSI6ImFmMGlmanNsZGtqIiwidXNlcmluZm8iOnsiY2xhaWlzIjp7Im5hbWUiOm51bGwsIm5pY2tu
YWllIjp7Im9wdGlvbmFsIjp0cnVlfSwiZWlhaWwiOm51bGwsInZlcmlmaWVkIjpudWxsLCJwaWN0dXJlIjp7Im9wdGlvbmFsIjp0cn
VlfX0sImZvcmlhdCI6InNpZ251ZCJ9LCJpZF90b2tlbiI6eyJtYXhfYWdlIjo4NjQwMCwiaXNvMjkxMTUiOiIyInl9.20iqRgrbrHk
AlFZ5p_7bc_RSdTb H-wo_Agk-ZRpD3wY

[0178]

도 9를 재차 참조하면,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예시된 인가 요청과 같은 인가 요청은 HTTP 리디렉션(예를 들
어, 도 9의 910 및 912 참조)을 통해 로컬 OP에 전송될 수 있다.
할 수 있고 및/또는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다.

로컬 OP(900)는 요청이 유효하다는 것을 체크

로컬 OP(900)는 920 및 922에서 리디렉트 메시지들을 통해 서비

스 제공자(904)에 발행될 수 있는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904)는 예를 들어, 사용자 인포 종단

점(928) 및/또는 ID 토큰 종단점(926)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토큰들을 이용할 수 있다.
[0179]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토큰 종단점들(926 및 928)에 대한 요청들(924 및 930)은 각각 오리지날 요청 객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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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예를 들어, 요청들(924 및 930))에서, 토큰은 예를 들어, 토큰 종단점들

(926 및 928)에 의해 수신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904)에 의해 액세스되도록 인가되는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자(904)에 의해 요청되는 정보의 표시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서, 로컬 OP(900)는 서비스 제공자(904)

에 발행하기 이전에 토큰에 JWT 인코딩된 요청을 부가함으로써 토큰 종단점들에 요청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은 요청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요청 정보는 토큰 종단점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요청 JWT

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인가 이후에 서비스가 요청을 변경할 수 있는 공격(attack)과 같은 공격을 방지하기 위
해, 예를 들어, 로컬 OP(900)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
여 각각의 종단점에서 검증될 수 있다.

토큰 서명들은 932 및 934에서 공유 시크릿(S)을 이용하

ID 토큰 서명들이 검증된 이후, 사용자의 인증 정보(예를 들어, 사용자

식별자)는 936에서, 서비스 제공자(904)에 제공될 수 있다.

액세스 토큰 서명이 검증된 이후, 서비스 제공자

(904)에 의해 요청된 사용자 요구들 또는 사용자 속성들과 같은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는 938에서 서비스 제공자
(904)에 제공될 수 있다.
[0180]

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토큰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0181]

"iss": "http://server.example.com", //오픈ID 연결에서 구현될 수 있음

[0182]

"user_id" : "248289761001 ", //오픈ID 연결에서 구현될 수 있음

[0183]

"aud": "http://client.example.com", //오픈ID 연결에서 구현될 수 있음

[0184]

"exp" : 131 1281970, //오픈ID 연결에서 구현될 수 있음

[0185]

"local_OPenid": {

[0186]

"lop_id":

"

1

1223344556677",

//로컬

OP를

위해

이용된

식별자일

수

있음

"timestamp":

"20111012143815Z", //'YYYYMMDDhhmmss[.s...]Z'
[0187]

"request" :

[0188]

"eyJ0eXAiOiJKVlQiLCJhbGciOiJIUzIlNiJ9.eyJyZXNwb25zZV90eXBlIjoiY29kZSBpZF90b2tlbiIsImNsa

[0189]

WVudF9pZCI6InM2QmhkUmtxdDMiLCJyZWRpcmVjdF91cmkiOiJodHRwczpcL1wvY2xpZW50 LmV4YW1wbGUuY29t

[0190]

XC9jYiIsInNjb3BlIjoib3BlbmlkIHByb2ZpbGUiLCJzdGF0ZSI6ImFmMGlmanNsZGtqIiwidXNlcm luZm8iOns

[0191]

iY2xhaWlzIjp7Im5hbWUiOm51bGwsIm5pY2tuYWllIjp7Im9wdGlvbmFsIjp0cnVlfSwiZWlhaW wiOm51bGwsIn

[0192]

ZlcmlmaWVkIjpudWxsLCJwaWN0dXJlIjp7Im9wdGlvbmFsIjp0cnVlfX0sImZvcmlhdCI6InNpZ2 51ZCJ9LCJpZ

[0193]

F90b2tlbiI6eyJtYXhiYWdlIjo4NjQwMCwiaXNvMjkxMTUiOiIyInl9.2OiqRgrbrHkAlFZ5p_7bc_ RSdTbH-woAgk-ZRpD3wY",

[0194]

"lop_sig": "a0a52ecf404981d579dab41439b10e0cdfb48f91"

[0195]

HMAC SHAl({lop_id|timestamp|request})을 이용한 서명일 수 있음

[0196]
[0197]

[0198]

}
}

위의 예시적인 토큰을 참조하면, 서명 lop_sig는 연결된 lop_id, 타임스탬프 및 요청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토큰은 예를 들어, 로컬 OP에 의해 서명될 수 있어서, 서명은 서비스 제공자 및/또는 아이덴티티 제공자의 토큰
종단점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

[0199]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auth 코드는 요청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예를 들어, 속성들)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인포 종단점은 네트워크 엔티티, 클라우드(cloud) 등에 상주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는 네트워
크 또는 클라우드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다.

도 10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이 UE 상에 국부적으로 상주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호 흐름을 예시한다.

기밀 정보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는 UE(1000), UE(1000)내의

UICC, UE(1000) 내에 상주하는 신뢰 모듈(1002) 등 상에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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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데이터의 인가 및 전송을 허용하는 매커니즘들이 제공된다.

사용자 인포 종단점은 예시된 실시예에 따라 신

뢰 모듈(1002) 상에 위치될 수 있다.
[0200]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와 같은
특정한 기밀 정보가 UE(1000) 상에 국부적으로 저장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국부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네

트워크/클라우드에서 보단 오히려 안전한/신뢰 하드웨어 모듈(1002) 또는 UICC 상에 저장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UE 내의 사용자 및 OP/OPSF와 같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어되고 구성될 수 있는 로컬 정책은 서비
스 제공자(RP)/클라이언트(1006)로의 UE(1000)에 저장된 기밀 정보의 릴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0201]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또는 클라우드 상에 저장된 그들의 기밀 정보의 보안 및/또는 프라이버시
(privacy)에 관해 확신하지 않을 수 있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사용자들의 사회 보장 번호들을 포함할

사용자들은 UE 상에 그것을 저장함으로써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상에 몇몇 사용자 속성들(예를 들어, 이름, 주소 등)을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용자 속성들(예를 들어, SSN, 생일 등)은 UE의 안전 환경 상에 국부적으로 저장된다.

사용자가 금융 기

관의 서비스들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기관은 사용자가 금융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
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의 SSN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반 및/또는 로컬일 수 있는

성공적인 인증에 이어, UE에 관한 정책은 그 금융 기관으로의 국부적으로 저장된 SSN의 릴리즈를 인가할 수 있
다.

SSN이 국부적으로 저장되는 이러한 예시적인 시나리오에서, 다른 사용자 정보, 예를 들어, 비-기밀 사용자

속성들은 네트워크/클라우드로부터 그 기관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0202]

도 10을 참조하면, 1010에서, 브라우저 에이전트(BA)(1004)는 사용자 식별자를 SP/클라이언트/RP(1006)에 전송
할 수 있고, RP(1006)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다.

1012에서, RP(1006)는 인가

요청을 구축할 수 있고 (1014에서) BA(1005)가 인가 요청을 신뢰 모듈(1002)에 리디렉트하게 할 수 있다.
에서, UE(1000)의 사용자는 UE(1000)에서 인증될 수 있다.

1016

1018에서, UE는 적어도 하나의 토큰을 RP(1006)에

발행하도록 하는 사용자 동의/인가를 갖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1020에서, 신뢰 모듈(1002)(예를 들어, 로컬

OP)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토큰들을 생성할 수 있다.

신뢰 모듈(1002)은 1020에서 토큰들에 서명할

수 있다.

토큰 헤더는 헤더를 포함하는 토큰이 국부적으로 생성되었다고 결정하기 위해 OP(1008)에 대한 표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1022에서, 신뢰 모듈(1002)은 이어서 1024에서 BA(1004)가 RP(1006)에 리디렉트하게 할

수 있는, 서명된 토큰들을 포함하는 리디렉트 메시지를 BA(1004)에 전달할 수 있다.

서명된 토큰들 중 하나 이

상은 오픈ID 연결 프로토콜에 따라 포맷팅될 수 있는 액세스 토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토

큰들은 1020에서, OP(1008)와 같은 네트워크 엔티티의 지식 없이 또는 이런 지식을 이용하여 신뢰 모듈(1002)을
통해 UE(1000) 상에 국부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단계들(1022 및 1024)에서 SP/클라이언트/RP(1006)에 전송될 수
있다.

특정한 사용자 데이터 또는 사용자 데이터의 클래스와 연관되는 액세스 토큰은 액세스 토큰과 연관되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의 위치에 대응하는 위치(예를 들어, URL)와 바인딩(bind)될 수 있다.

예시적인 구성에서,

사용자 데이터(예를 들어, 속성들)는 기밀 또는 비-기밀로서 분류될 수 있고, 기밀 데이터는 UE(1000) 상에 국
부적으로 상주하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으로부터 액세스될 수 있으며, 비-기밀 데이터는 네트워크 상에 상주하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서 액세스될 수 있다.
[0203]

도 10을 계속 참조하면, 1026에서, RP(1006)는 ID 토큰을 포함할 수 있는 입증 토큰 요청 메시지를 통해
OP(1008)에서 체크 ID 종단점(1028)에 접촉할 수 있다.
된 바와 같이 토큰 서명(S)을 검증할 수 있다.
RP(1006)에 리턴할 수 있다.

1030에서, 체크 ID 종단점(1030)은 본 명세서에서 설명

1032에서, 체크 ID 종단점(1028)은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이 요청되고 발행된 경우, 클라이언트(1006)는 요청된 액

세스 토큰을 이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1034).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

(1036)을 호스트하는 신뢰 모듈(1002)의 위치와 같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1036)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사용자 인포 종단점의 위치 정보는 예를 들어, 액세스 토큰의 부분이 되는 대신, 1024에

서 리디렉트 메시지의 부분으로서 전송될 수 있다.

1034에서, RP(1006)는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함으로써 UE(1000) 상에 국부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1036)으로
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1038에서, 신뢰 모듈(1002) 상에 상주할 수 있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

(1036)은 요청된 사용자 데이터(예를 들어, 사회 보장 번호, 주소 등)를 리턴할 수 있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UE(1000)는 사용자 데이터가 RP(1006)에 의해 수신된 이후 클라이언트(1006)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완전(full)한 액세스를 수신할 수 있다.
[0204]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액세스 토큰들은 네트워크/클라우드에서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엔티티는 UE 대신 액세스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 토큰들은 SP/클라이언트/RP에 전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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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액세스 토큰들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의 위치(예를 들어, URL)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위치는 UE

내의 신뢰 모듈 내에 또는 UE 상의 사용자 인포 종단점 또는 네트워크 클라우드의 엔티티에 대응할 수 있다.
사용자 인포 종단점 위치 정보는 액세스 토큰의 메시지 바디 내에서 전달될 수 있다.
[0205]

토큰(들)으로 액세스 가능한 정보는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가능하게는, 아이덴티티 제공자 또는 네트워크/클
라우드 엔티티의 지식 없이, UE 상에 상주할 수 있다.
트워크 클라우드에 상주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각각의 토큰들로 액세스 가능한 정보는 네

토큰들의 정보는 토큰 데이터를 도청(eavesdropping)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서명되고 및/또는 암호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토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복호화될 수 있다.

조치들은 올바른 키를 갖는 정당한 SP/클라이언트/RP만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

이 SP/클라이언트/RP에 의해 복호화되면, SP/클라이언트/RP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에 토큰을 제시할 수 있다.
UE 또는 UE 및/또는 네트워크/클라우드 엔티티 상의 신뢰 모듈은 토큰들을 생성 및/또는 검증하고, 요청된 데이
터를 SP/클라이언트/RP에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엘리먼트들은 네트워크와 UE 간에 분배되거나, 또는 네트워크

와 UE 간에 공통적이거나 동기화될 수 있다.
[0206]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는 UE 상에(예를 들어, UICC, 신뢰 모듈 등 상에)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는 네트워크 엔티티(예를 들어, OP 등 상에) 상에 저장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는 이들의 임의의 적절한
결합에 저장될 수 있다.

도 11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라 몇몇 사용자 데이터는 국부적으로 저장되고 몇몇 사

용자 데이터는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저장되는 호 흐름을 도시한다.
계 번호들은 도 10에 관하여 위에서 설명되었다.

도 11을 참조하면, 도 10에 또한 있는 단

예시적인 구성에서, 기밀 데이터로서 자격을 갖춘 사용자 데

이터는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비-기밀 데이터로서 자격을 갖춘 사용자 데이터는 네트워크/클라우드 엔티
티 상에 저장될 수 있다.

대안적인 구성에서, 데이터는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저장될 수 있고 데

이터는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저장될 수 있거나, 또는 데이터는 이들의 결합 상에 저장될 수 있다.
[0207]

성공적인 사용자 인증 및 아이덴티티 토큰의 검증 시에, RP(1006)는 1100 및 1106에서 사용자 데이터(예를
들어, 사용자 속성들)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00에서, RP는 신뢰 모듈(1002)에서 UE(1000) 내에 상주

하는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2)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제 1 액세스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는 기밀 데이터로서 분류될 수 있다.
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2)의 위

1104에서, 예를 들어, 기밀 사용자 데이터는 RP(006)에 제공될 수 있다.

1106에서, RP(1006)는 예를 들어, OP(1008)와 같은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서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8)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제 2 액세스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는 비-기밀 데이터

제 2 액세스 토큰은 RP(1106)가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8)으로부터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8)의 위치 정보(예를 들어, URL)를 포함할 수 있다.

기밀 데이터와 연관

되고 UE(1000) 내의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는 제 1 액세스 토큰은 로컬 OP(예를 들어,
UE(1000)의 신뢰 모듈(1002))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한 UE(1000)의 로컬 OP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사용자 인포 종단점(1102)의 위치(예를 들어, URL)는 또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예를 들어, 기밀 및 비-기밀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RP(1006)에 의해 획득된 이후, 그것은 RP(1006)에서 결합되고 RP(1006)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액세스를 UE(1000)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0208]

데이터는 RP(1006)에서 결합되고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 데이터의 각각의 액세스 토큰 또는 각각의 클래스(예를 들
어, 기밀, 비-기밀, 민감, 일반 등)는 사용자 데이터의 위치와 연관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의 위치는 UICC

와 같은 UE 또는 신뢰 모듈들의 위치(예를 들어, UE/UIEE로의 URL), 네트워크/클라우드의 위치(예를 들어, 네트
워크/클라우드 내의 엔티티로의 URL),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위치들에 저장되는

사용자 속성들은 SP/클라이언트/RP에 의해 요청되고, 프로세싱되고, 결합되고 소비될 수 있다.
[0209]

예로서, UE(1000)는 RP(1006)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인가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있다.

인가 요청에 기초하여, UE에서, 제 1 액세스 토큰이 생성될 수 있고, 제 2 액세스 토큰이 생성될 수

액세스 토큰들은 UE(1000)의 사용자 및 RP(1006)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다.

제 1 액세

스 토큰은 제 1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RP(1006)에 제 1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1 사용자 정보 종
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 액세스 토큰은 제 2 액세스 토큰의 검증 시에 RP(1006)

에 제 2 요청된 사용자 속성을 제공하는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UE(100) 상에 위치될 수 있고, 제 2 사용자 정보 종단점은 예를 들어, 네트워크를
통해 RP(1006)와 통신하는 OP(1008)와 같은 네트워크 엔티티 상에 위치될 수 있다.
[0210]

도 12a는 하나 이상의 개시된 실시예들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1400)의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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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1400)은 음성, 데이터, 비디오, 메시징, 브로드캐스트 등과 같은 콘텐츠를 다수의 무선 사용자들에 제공하는
다중 액세스 시스템일 수 있다.

통신 시스템(1400)은 무선 대역폭을 포함하는 시스템 자원들의 공유를 통해 다

수의 무선 사용자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시스템들

(1400)은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시분할 다중 액세스(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TDMA),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FDMA), 직교
FDMA(orthogonal FDMA; OFDMA), 단일-캐리어 FDMA(single-carrier FDMA; SC-FDMA)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채널
액세스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0211]

개시된 실시예들이 임의의 수의 WTRU들, 기지국들(BS들), 네트워크들 및/또는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을 기도
(contemplate)한다고 인지될 것이지만, 도 12a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통신 시스템(1400)은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 RAN)(1404), 코어 네트워크(1406), 공
개 교환 전화 네트워크(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1408), 인터넷(1410), 및 다른 네트워크들
(1412)을 포함할 수 있다.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각각은 무선 환경에서 동작 및/또는 통신하도

록 구성되는 임의의 타입의 디바이스일 수 있다.

예로서,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은 무선 신호들

을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 UE), 모바일국, 고정 또는 이동 가
입자 유닛, 페이저, 셀룰러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스마트폰, 랩톱,
넷북, 개인용 컴퓨터, 무선 센서, 소비자 전자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212]

통신 시스템들(1400)은 또한 기지국(1414a) 및 기지국(1414b)을 포함할 수 있다.

기지국들(1414a, 1414b) 각

각은 코어 네트워크(1406), 인터넷(1410), 및/또는 다른 네트워크들(1412)와 같은 하나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들
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중 적어도 하나와 무선으로 인터페
이스하도록 구성되는 임의의 타입의 디바이스일 수 있다.

예로서, 기지국들(1414a, 1414b)은 베이스 트랜시버

스테이션(base transceiver station; BTS), 노드 B, e노드B, 홈 노드 B, 홈 e노드B, 사이트 제어기, 액세스 포
인트(AP), 무선 라우터 등일 수 있다.

기지국들(1414a, 1414b)이 단일의 엘리먼트로서 각각 도시되었지만, 기

지국들(1414a, 1414b)은 임의의 수의 상호연결된 기지국들 및/또는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이 인지될 것이다.
[0213]

기지국(1414a)은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 라디오 네트워크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 중계 노드들 등과 같은 다른 기지국들 및/또는 네트워크 엘리먼트들(도시되지 않음)을 또한
포함할 수 있는 RAN(1404)의 일부일 수 있다.

기지국(1414a) 및/또는 기지국(1414b)은 셀(도시되지 않음)로서

지칭될 수 있는 특정한 지리적인 영역 내에서 무선 신호들을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셀 섹터들로 분할될 수 있다.

셀은

예를 들어, 기지국(1414a)과 연관된 셀은 3개의 섹터들로 분할될 수 있다.

따라서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a)은 3개의 트랜시버들, 즉 셀의 각 섹터마다 하나의 트랜시버를 포함할 수 있
다.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a)은 다중-입력 다중 출력(multiple-input multiple output; MIMO) 기술을 이용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셀의 각 섹터에 대해 다수의 트랜시버들을 활용할 수 있다.
[0214]

기지국들(1414a, 1414b)은 임의의 적합한 무선 통신 링크(예를 들어,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RF), 마
이크로파, 적외선(infrared; IR), 자외선(ultraviolet; UV), 가시광 등)일 수 있는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중 하나 이상의 WTRU와 통신할 수 있다.

공중 인터페이스(1416)는

임의의 적합한 라디오 액세스 기술(RAT)을 이용하여 설정될 수 있다.
[0215]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통신 시스템(1400)은 다중 액세스 시스템일 수 있으며 CDMA, TDMA, FDMA,
OFDMA, SC-FDMA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채널 액세스 방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AN(1404)의 기지국

(1414a) 및 WTRU(1402a, 1402b, 1402c)는 광대역 CDMA(WCDMA)를 이용하여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설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모바일 원격통신 시스템(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UMTS) 지상 라디오 액세
스(Terrestrial Radio Access; UTRA)와 같은 라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WCDMA는 고속 패킷 액세스(High-

Speed Packet Access; HSPA) 및/또는 이볼브드 HSPA(HSPA+)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들을 포함할 수 있다.

HSPA

는 고속 다운링크 패킷 액세스(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HSDPA) 및/또는 고속 업링크 패킷 액세스
(High-Speed Uplink Packet Access; HSUPA)를 포함할 수 있다.
[0216]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a) 및 WTRU들(1402a, 1402b, 1402c)은 롱텀 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LTE) 및/
또는 LTE-어드밴스드(LTE- Advanced; LTE-A)를 이용하여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설정할 수 있는 이볼브드
UMTS 지상 라디오 액세스(E-UTRA)와 같은 라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0217]

다른 실시예들에서, 기지국(1414a) 및 WTRU들(1402a, 1402b, 1402c)은 IEEE 802.16(즉, WiMAX(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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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CDMA2000, CDMA2000 1X, CDMA 2000 EV-DO, 잠정적인 표준
2000(IS-2000), 잠정적인 표준 95(IS-95), 잠정적인 표준 856(IS-856), 모바일 통신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GSM), GSM 에볼루션을 위한 강화된 데이터 레이트(Enhanced Data
rates for GSM Evolution; EDGE), GSM/EDGE RAN(GERAN) 등과 같은 라디오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다.
[0218]

도 12a의 기지국(1414b)은 예를 들어, 무선 라우터, 홈 노드 B, 홈 e노드 B, 펨토 셀 기지국, 또는 액세스 포인
트일 수 있으며 비즈니스, 가정, 차량, 캠퍼스 등의 장소와 같이 로컬화된 영역에서 무선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임의의 적합한 RAT를 활용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b) 및 WTRU들(1402c, 1402d)은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를 설정하기 위해 IEEE 802.11과 같은 라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b) 및 WTRU들(1402c, 1402d)은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PAN)을 설정하기 위해 IEEE 802.15와 같은 라디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지국(1414b) 및 WTRU들(1402c, 1402d)은 피코셀 또는 펨토셀을 설정하기 위해 셀룰러-기반 RAT
(예를 들어, WCDMA, CDMA2000, GSM, LTE, LTE-A 등)를 활용할 수 있다.
국(1414b)은 인터넷(1410)에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도 12a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기지

따라서 기지국(1414b)은 코어 네트워크(1406)를 통해 인터

넷(1410)에 액세스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0219]

RAN(1404)은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중 하나 이상의 WTRU에 음성, 데이터, 애플리케이션들, 및/
또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임의
의 타입의 네트워크일 수 있는 코어 네트워크(1406)와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어 네트워크(1406)는 호

제어, 계산서발송 서비스들(billing services),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들, 선불 호출(pre paid calling), 인
터넷 연결, 비디오 분배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및/또는 사용자 인증과 같은 고-레벨 보안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
다.

도 12a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RAN(1404) 및/또는 코어 네트워크(1406)는 RAN(1404)과 같은 동일한 RAT 또

는 상이한 RAT를 이용하는 다른 RAN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예를 들어, E-UTRA 라디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RAN(1404)에 연결되는 것 외에, 코어 네트워크(1406)는 또한
GSM 라디오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RAN(도시되지 않음)과 통신할 수 있다.
[0220]

코어 네트워크(1406)는 또한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이 PSTN(1408), 인터넷(1410) 및/또는 다른
네트워크(1412)에 액세스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역할할 수 있다.

PSTN(1408)은 기존 전화 서비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 POTS)를 제공하는 회선-교환 전화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인터넷(1410)은 전송 제

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ser datagram protocol;
UDP) 및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suite)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과 같이 공통 통신
프로토콜들을 이용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들 및 디바이스들의 글로벌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네트

워크들(1412)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및/또는 운용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들을 포
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들(1412)은 RAN(1404)과 동일한 RAT 또는 상이한 RAT를 이용할 수 있는 하

나 이상의 RAN들에 연결된 다른 코어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0221]

통신 시스템(100)의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 중 일부 또는 모두 다는 다중-모드 성능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즉, WTRU들(1402a, 1402b, 1402c, 1402d)은 상이한 무선 링크들을 통해 상이한 무선 네트워크들과
통신하기 위해 다수의 트랜시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12a에 도시된 WTRU(1402c)는 셀룰러-기반

라디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지국(1414a)과, 그리고 IEEE 802 라디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지국(1414
b)과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222]

도 12b는 예시적인 WTRU(1402)의 시스템도이다.

도 12b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WTRU(1402)는 프로세서

(1418), 트랜시버(1420),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 스피커/마이크로폰(1424), 키패드(1426), 디스플레이/터치
패드(1428), 비분리형 메모리(1430), 분리형 메모리(1432), 전원(1434),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GPS) 칩셋
(1436), 및 다른 주변기기들(1438)을 포함할 수 있다.

WTRU(1402)는 일 실시예와 일관됨을 유지하면서 상술한

엘리먼트들의 임의의 서브-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0223]

프로세서(1418)는 범용 프로세서, 특수 목적 프로세서, 종래의 프로세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igital signal
processor; DSP), 복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DSP 코어와 연관된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 제어기, 마이
크로제어기, 주문형 집적 회로(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들, 필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회로들, 임의의 다른 타입의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 IC), 상태 머신 등일 수 있다.

프로세서(1418)는 신호 코딩, 데이터 프로세싱, 전력 제어, 입력/출력

프로세싱, 및/또는 WTRU(1402)가 무선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임의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 28 -

등록특허 10-1636028
다.

프로세서(1418)는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에 결합될 수 있는 트랜시버(1420)에 결합될 수 있다.

도 12b

가 프로세서(1418) 및 트랜시버(1420)를 별개의 컴포넌트들로서 도시하지만, 프로세서(1418) 및 트랜시버(142
0)는 전자 패키지 또는 칩에 함께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프로세서(1418)는 애플리케이션-층

프로그램(예를 들어, 브라우저들) 및/또는 라디오 액세스-층(RAN) 프로그램들 및/또는 통신들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세서(1418)는 예를 들어, 액세스-층 및/또는 애플리케이션 층에서와 같이, 인증, 보안 키 동의 및/

또는 암호 동작들과 같은 보안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0224]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WTRU(1402)는 프로세서(1418) 및 프로세서에 결합된 메모리를 포함한다.

메모리는, 프

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프로세서로 하여금 오픈ID 프로토콜의 기능을 국부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 동작
들을 유발하게 하는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0225]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는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기지국(예를 들어, 기지국(1414a))에 신호들을 전송
하거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들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예에서, 전송/수신 엘리먼트

(1422)는 RF 신호들을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안테나일 수 있다.

실시예에서, 전송/수신 엘리먼트

(1422)는 예를 들어, IR, UV, 또는 가시광 신호들을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방출기/검출기일 수 있
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는 RF 및 광 신호들 둘 다를 전송 및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

다.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는 무선 신호들의 임의의 조합을 전송 및/또는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것

이 인지될 것이다.
[0226]

또한,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가 단일의 엘리먼트로서 도 12b에서 도시되었지만, WTRU(1402)는 임의의 수의
전송/수신 엘리먼트들(1422)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WTRU(1402)는 MIMO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WTRU(1402)는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무선 신호들을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해 2
개 이상의 전송/수신 엘리먼트들(1422)(예를 들어, 다수의 안테나들)을 포함할 수 있다.
[0227]

트랜시버(1420)는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에 의해 전송될 신호들을 변조하고 전송/수신 엘리먼트(1422)에 의
해 수신되는 신호들을 복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WTRU(1402)는 다중-모드 성능들을 가질

따라서 트랜시버(1420)는 WTRU(1402)가 예를 들어, UTRA 및 IEEE 802.11과 같이 다중 RAT들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트랜시버들을 포함할 수 있다.
[0228]

WTRU(1402)의 프로세서(1418)는 스피커/마이크로폰(1424), 키패드(1426), 및/또는 디스플레이/터치패드(1428)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LCD) 디스플레이 유닛 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유닛)에 결합될
수 있고, 스피커/마이크로폰(1424), 키패드(1426), 및/또는 디스플레이/터치패드(1428)로부터 사용자 입력 데이
터를 수신할 수 있다.

프로세서(1418)는 또한 스피커/마이크로폰(1424), 키패드(1426), 및/또는 디스플레이/터

치패드(1428)에 사용자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1418)는 비분리형 메모리(1430) 및/또는 분

리형 메모리(1432)와 같은 임의의 타입의 적합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로부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
다.

비분리형 메모리(1430)는 랜덤-액세스 메모리(RAM), 판독-전용 메모리(ROM), 하드디스크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메모리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분리형 메모리(1432)는 가입자 아이덴티티 모듈(SIM) 카드,

메모리 스틱, 안전한 디지털(SD) 메모리 카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프로세서(1418)는 서

버 또는 홈 컴퓨터(도시되지 않음) 상에서와 같이 WTRU(1402) 상에 물리적으로 위치되지 않는 메모리에 데이터
를 저장하고, 이로부터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0229]

프로세서(1418)는 전원(1434)으로부터 전력을 수신할 수 있고, WTRU(1402)의 다른 컴포넌트들에 전력을 분배 및
/또는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 수 있다.

전원(1434)은 WTRU(1402)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임의의 적합한 디바이스

예를 들어, 전원(1434)은 하나 이상의 건전지들(예를 들어, NiCd(nickel-cadmium), NiZn(nickel-

zinc), NiMH(nickel metal hydride), Li-ion(lithium-ion) 등), 태양 전지들, 연료 전지들 등을 포함할 수 있
다.
[0230]

프로세서(1418)는 또한 WTRU(1402)의 현재 위치에 관한 위치 정보(예를 들어, 위도 및 경도)를 제공하도록 구
성될 수 있는 GPS 칩셋(1436)에 결합될 수 있다.

GPS 칩셋(1436)으로부터의 정보 외에 또는 그 대신에,

WTRU(1402)는 기지국(예를 들어, 기지국들(1414a, 1414b))으로부터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고 및/또는 둘 이상의 근처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의 타이밍에 기초하여 그 위치를 결
정할 수 있다.

WTRU(1402)가 일 실시예와 일관됨을 유지하면서 임의의 적합한 위치-결정 방법에 의해 위치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0231]

프로세서(1418)는 부가적인 특징들, 기능 및/또는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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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하드웨어 모듈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주변기기들(1438)에 추가로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기

기들(1438)은 가속도계, e-나침반, 위성 트랜시버, 디지털 카메라(사진 또는 비디오 용), 범용 직렬 버스(USB)
포트, 진동 디바이스, 텔레비전 트랜시버, 핸즈 프리 헤드셋, 블루투쓰® 모듈, 주파수 변조(FM) 라디오 유닛,
디지털 음악 재생기, 미디어 재생기, 비디오 게임 재생기 모듈,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232]

도 12c는 일 실시예에 따라 RAN(1404)와 코어 네트워크(1430)의 시스템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AN(1404)는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WTRU들(1402a, 1402b, 1402c)과 통신하기 위해 UTRA 라디오 기술을
이용한다.

RAN(1404)는 또한 코어 네트워크(1430)와 통신하게 될 수 있다.

도 12c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RAN(1404)은 공중 인터페이스(1416)를 통해 WTRU들(1402a, 1402b, 1402c)과 통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트랜시
버들을 각각 포함할 수 있는 노드-B들(1440a, 1440b, 1440c)을 포함할 수 있다.
1440c)은 RAN(1404)내의 특정한 셀(도시되지 않음)과 각각 연관될 수 있다.
142b)을 포함할 수 있다.

노드-B들(1440a, 1440b,

RAN(1404)는 또한 RNC들(142a,

RAN(1404)는 실시예들과 일관됨을 유지하면서 임의의 수의 노드-B들 및 RNC들을 포함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0233]

도 12c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노드-B들(1440a, 1440b)은 RNC(1442a)와 통신할 수 있다.
B(1440c)는 RNC(1404b)와 통신할 수 있다.
RNC들(1442a, 1442b)과 통신할 수 있다.

또한, 노드-

노드-B들(1440a, 1440b, 1440c)은 Iub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각의

RNC들(1442a, 1442b)은 Iur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RNC들(1442a, 1442b) 각각은 자신이 연결된 각각의 노드-B들(1440a, 1440b, 1440c)을 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
다.

또한, RNC들(1442a, 1442b) 각각은 외부 루프 전력 제어, 로드 제어, 승인 제어, 패킷 스케줄링, 핸드오버

제어, 매크로다이버시트(macrodiversity), 보안 기능들, 데이터 암호화 등과 같은 기타 기능을 수행하거나 및/
또는 지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234]

도 12c에서 도시된 코어 네트워크(1430)는 미디어 게이트웨이(MGW)(1444), 모바일 스위칭 센터(MSC)(1446), 서
빙 GPRS 지원 노드(SGSN)(1448), 및/또는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GSN)(1450)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엘리먼트들 각각이 코어 네트워크(1406)의 부분으로서 도시되지만, 이들 엘리먼트들 중 임의의 엘리먼트는 코어
네트워크 운용자 이외의 엔티티에 의해 소유되고 및/또는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0235]

RAN(1404)의 RNC(1442a)는 IuCS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어 네트워크(1430)의 MSC(1446)에 연결될 수 있다.
MSC(1446)은 MGW(144)에 연결될 수 있다.

MSC(1446) 및 MGW(1444)는 PSTN(108)과 같은 회선 교환 네트워크들

에 대한 액세스를 WTRU들(1402a, 1402b, 1402c)에 제공하여 WTRU들(1402a, 1402b, 1402c)과 기존의 지상-라인
통신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0236]

RAN(1404)의 RNC(1442a)는 또한 IuPS 인터페이스를 통해 코어 네트워크(1430)의 SGSN(1448)에 연결될 수 있다.
SGSN(1448)은 GGSN(1450)에 연결될 수 있다.

SGSN(1448) 및 GGSN(1450)은 인터넷(110)과 같은 패킷-교환 네트

워크들에 대한 액세스를 WTRU들(1402a, 1402b, 1402c)에 제공하여 WTRU들(1402a, 1402b, 1402c)과 IP-인에이블
디바이스들(IP-enabled devices)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023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어 네트워크(1406)는 또한 다른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 있는 네트
워크들(1412)에 연결될 수 있으며, 다른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들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및/또는 운용된다.

[0238]

특징들 및 엘리먼트들이 특정한 결합으로 위에서 설명되었지만, 당업자는 각각의 특징 또는 엘리먼트가 다른 특
징들 및 엘리먼트들과의 임의의 결합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당업자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실시예들이 예시 목적만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시예들이 로컬 오픈ID 아이덴티티 제공자(OP)를 이용하여 본 명세서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비-로컬 OP 또는
외부 OP가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설명

되는 실시예들은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의한 실행을 위해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체에 통합되는 컴퓨터 프로그
램,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체들의 예들은 전자 신호들(유선 또는

무선 연결들을 통해 송신됨) 및 컴퓨터-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들을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 매체들

의 예들은, 판독 전용 메모리(ROM),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디바이스, 내부 하드 디스크들 및 분리형 디스크들과 같은 자기 매체들, 자기-광학 매체들 및 CD-ROM 디스크들
및 디지털 다용도 디스크들(DVD들)과 같은 광학 매체들을 포함(그러나 이들로 제한되지 않음)한다.

소프트웨어

와 연관되는 프로세서는 WTRU, UE, 단말, 기지국, RNC, 또는 임의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이용하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 트랜시버를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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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의 설명
[0239]

102: 서비스 제공자
104: 로컬 OP
106: 브라우저
108: MNO 네트워크
200: 로컬 OP
202: 브라우저
204: 서비스
300: 클라이언트
302: 제공자
304: 사용자 공급 식별자
306: 정규화
308: 호스트로의 HTTP GET 요청
310: HTTP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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