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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과 단말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총괄적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

해 본 발명은 현재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이루고 있는 공개키 기반 구조와 연동 가능하며, 특정 네트워크 시스템에 독립적

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총괄적인 인증 방법은 공개키 기반의 상호 인증 방법과 대칭

키 기반의 상호 인증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증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한다면, 사용자 식별 모듈, 단말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간에 상호 인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 신원을 기반으로 특정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라이센스 사용을 통한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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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단말기를 통해 통지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전달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신원 정보 필드, 무작위 추출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난수 필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통지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 정보 필드 및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서명한

정보가 설정되는 전자 서명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 메시지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되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이 상기 통지 메시지에 자신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 전달하면, 상기 단말기가 상기 응답 메시지에 자신의 전자 서명을 추가하여 전

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 포맷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정보 필드, 무작위 추출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난수 필드, 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 정

보 필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의 신원 정보 필드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이 전자 서명한 정보가 설정되는 전자 서명 필

드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응답 메시지 포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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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 전송되는 응답 메시지 포맷에 상기 단말기의 신원정보 필드 및 상기 단말기가 전자 서명한

정보가 설정되는 전자 서명 필드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메시지 내의 상기 단말기에 대한 전자 서명 필드를 검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메시지 내의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전자 서명 필드를 검증하

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을 통해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의 성공 여부를 알리는 인증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의 성공 여부를 알리는 인증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에 공개키로 세션키를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

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인증 결과 메시지 검증 시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 내의 전자 서명 필드 및 시간 필드를 확인하

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 및 인증 중 어느 하나가 실패하면, 상기 실패 상황을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또는 사용자에게 알린 후, 관련 동작

을 중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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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은 상기 수신된 인증 결과 메시지 검증 시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 내의 전자 서명 필드 및 시간 필드

를 확인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이 성공하면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로부터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의 세션키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단말기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통지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를 통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는 과정

과,

상기 전달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인증 요청 메시지는

상기 단말기의 신원정보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의 신원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하는 통지 메시지의 포맷은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정보 필드, 난수 필드, 시간 정보 필드,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의 공유된 제

1암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정보가 설정되는 제 1MAC 필드,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단말기 간의 공유된 제 2암

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정보가 설정되는 제 2MAC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 메시지가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되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이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제 1암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정보를 포함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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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 전달하면, 상기 단말기가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제

2암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 생성되는 응답 메시지는

상기 MAC 연산한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에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의 신원정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제 2암호키로 MAC 연산한 정보가 포함되는 응답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의 신원정보를 더 포함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과 공유된 제 1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메시지 내의 MAC 연산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단말기와 공유된 제 2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메시지 내의 MAC 연산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을 통해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각각에 대한 인증의 성공 여부를 알리는 인증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각각의 인증 결과를 포함하는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의 포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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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과 상기 서비스 제공자간에 공유된 암호키로 세션키를 암호화한 정보가 설정되는 필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 결과를 나타내는 필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과

상기 서비스 제공자 간 공유된 제 1암호키로 MAC 연산한 정보가 설정되는 MAC 필드, 상기 단말기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

간 공유된 제 2암호키로 MAC 연산한 정보가 설정되는 MAC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단말기는 상기 수신된 인증 결과 메시지 검증 시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 내의 시간 정보 및 MAC 연산 정보를 확인하

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은 상기 수신된 인증 결과 메시지 검증 시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 내의 시간 정보 및 MAC 연산 정보

를 확인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이 성공적이면,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이 성공하면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로부터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의 세션키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통지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

증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며, 상기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한 후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기와,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달하고,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인증 결과 메

시지를 통해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 식별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는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응답 메시지를 검증한 후, 검증 성공 여부에 따른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각각의 인증 결과를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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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상기 단말기로부터의 인증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통지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

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며, 상기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한 후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암호키

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기와,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달하고, 상기 단말기로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전

달받아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 식별 모듈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은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과 상기 서비스 제공자 간에 공유된 MAC 연산을 수행하여 생성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 전

달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의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 간에 공유된 암호키로 MAC 연산을 수행한

정보를 추가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9.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의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된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 메시지의 전송에 대응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및 상기 단말기에 대한 검증 결과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

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의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을 위한 정보는 상기 단말기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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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 전달된 상기 응답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송신하는 Communication 모듈과,

상기 Communication 모듈을 통해 수신되는 통지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고,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부터 상기 통지 메시지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는 Interface 모듈과,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 인증을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고, 상기 전송에 대응하여, 상

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및 상기 단말기에 대한 검증 수행 결과를 포함한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

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여 상기 사

용자 식별 모듈에서의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uthentication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Authentication 모듈은

전체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와,

암호 함수들인 Encryption 모듈과,

전자 서명하는 Digital Signature 모듈과,

MAC 연산을 수행하는 MAC 모듈과,

암호키 등을 저장하는 Secure Storage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청구항 34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Authentication 모듈은

상기 인증을 위한 정보에 상기 단말기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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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로부터 통지 메시지가 전달되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의 전자 서명을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Authentication 모듈과,

상기 단말기로부터 통지 메시지를 전달받고, 상기 통지 메시지 전달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로 전달하는

Interface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청구항 36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Authentication 모듈은

전체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와,

암호 함수들인 Encryption 모듈과,

전자 서명하는 Digital Signature 모듈과,

MAC 연산을 수행하는 MAC 모듈과,

암호키 등을 저장하는 Secure Storage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과 단말 장치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무선 인터넷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듈인 사용자 식별 모듈(UIM:User Identity Module)과 단말기(Terminal)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와 같

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용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가 점

차 도입되고 있다.

DRM 기술은 컨텐츠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보안 기법의 하나로, 컨텐츠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사용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DRM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간 암호화된 컨텐츠의 분배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컨텐츠를 실행하

려면 사용자의 권한 정보가 요구된다. 하지만,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컨텐츠 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인해 불법 복제, 유

통 증가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권한 정보(RO: Right Object)에 대한 유연성 및 편

리성을 기반으로 한 DRM 기술의 서비스에서는 허가된 사용자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이 중요하

게 여겨진다. 이러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당한 기기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 과정이 요구된다.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3GPP에서 BSF(Bootstrapping Server Function)와 단말기인 UE(User Equipment) 간의 인증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 UICC 기반의 UE와 BSF 간의 대표적인 인증 기술은 3GPP GBA(Generic

Bootstrapping Architecture)가 있으며, 이 GBA 인증 기법은 하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행되며, 그 상세한 내용은

3GPP TS 33.220과 33.102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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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UE(10)는 30단계에서 BSF(20)에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BSF(20)로 전송되는 요청 메시지에

는 UE(10)에 대한 사용자 식별(user identity) 정보가 포함된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BSF(20)는 40단계에서 UE(10)에 포

함된 UICC(Universal IC Card: 범용 IC 카드)에 관련된 인증 벡터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BSF(20)는 RAND, AUTN,

XRES, CK, IK로 이루어지는 인증 벡터(Authentication Vector)를 계산한다. 여기서, RAND는 난수이고, AUTN은 단말

기 즉, UE(10)가 네트워크 인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토큰(Authentication Token)이고, XRES는 기대 응답값

(Expected Response)으로 UICC가 보내오는 응답값(RES)과 비교하여 UICC를 인증하기 위한 것이고, CK는 암호키

(Cipher Key)이고, IK는 무결성키(Integrity Key)이다.

이러한 계산 과정 후 BSF(20)는 50단계로 진행하여 난수인 RAND와 인증 토큰인 AUTN을 UE(10)로 전송한다. 그러면,

이를 수신한 UE(10)는 난수인 RAND와 인증 토큰인 AUTN을 UICC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UICC는 인증 토큰인 AUTN

을 검증하여 정당한 네트워크에서 온 메시지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나서 UICC는 무결성키와 암호키를 계산한 후, 60단

계에서 이 계산 결과로부터 세션키인 KS를 생성한다. 또한, UICC는 인증 응답 메시지(RES)를 UE(10)에 전달하고, 70단

계에서 UE(10)는 이 응답 메시지를 BSF(20)로 전송한다. 그러면, BSF(20)는 80단계에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해 인증

을 수행한 후, 90단계에서 암호키 CK와 무결성키 IK를 연결(Concatenation) 함으로써 세션키인 KS를 생성한다.

현재 이러한 GBA 기술은 사용자 식별 모듈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인증만을 지원할 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통한 안

전성 보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용자 식별 모듈이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에서 실제적으로 인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 식별 모듈과 단말기 간에 인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식별 모듈과 서비스 제공자 상호간의 인증 뿐만 아

니라 그 사용자 식별 모듈과 단말기 간의 인증 과정도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로는 사용자 식별 모듈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인증 기능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며, 사

용자 식별 모듈과 단말기 간의 상호 인증 및 단말기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인증에 대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

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을 대표하는 스마트카드 등의 사용자 식별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여러 단말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결국,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 식별 모듈이 단말기에 대한 안전

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과 단말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사용자 식별 모듈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말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스템과 단말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

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단말기를 통해 통지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

는 과정과, 상기 전달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

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단말기로부터 인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통지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를 통해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는 과정과, 상기 전달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응답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

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서 상호 간의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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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통지 메시

지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해 상기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며, 상기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한 후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

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기와,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

달하고,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인증 결과 메시지를 통해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 식별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상기 단말

기로부터의 인증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통지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전송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해 상기 단

말기 및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

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며, 상기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한 후 상기 서비스 제

공자로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말기와,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하여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전달하고, 상기 단말기로

부터 인증 결과 메시지를 전달받아 상기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사용자 식별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을 총괄적으로 인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는 과

정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의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된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 메시지의 전송에 대

응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및 상기 단말기에 대한 검증 결과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

기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에서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 메

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의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

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 장치는, 상기 서

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통지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송신하

는 Communication 모듈과, 상기 Communication 모듈을 통해 수신되는 통지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 전달하

고,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부터 상기 통지 메시지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는 Interface 모듈과,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단말기 인증을 위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 전송하고, 상기 전송에 대응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 및 상기 단말기에 대한 검증 수행 결과를 포함한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사

용자 식별 모듈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로 전달하여 상기 사용자 식별

모듈에서의 상기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uthentication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

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

한다.

본 발명은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총괄적으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를 위

해 본 발명은 현재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이루고 있는 공개키 기반 구조와 연동 가능하며, 특정 네트워크 시스템에 독립적

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총괄적인 인증 방법은 공개키 기반의 상호 인증 방법과 대칭

키 기반의 상호 인증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인증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한다면, 사용자 식별 모듈, 단말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간에 상호 인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 신원을 기반으로 특정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총괄적인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능별 개체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

에 따른 총괄적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인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SP)(100)는 사용자 단말기(Terminal: T)(110) 및 사용자 식

별 모듈(User Identity Module: UIM)(120)을 인증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컨텐츠 사용이 허가된 단말기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단말기(100)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 연동하는 디바이스이고, 그 사용자 식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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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120)은 사용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듈로, 인증에 사용되는 암호키와 암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

에 따른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는 스마트 카드(Smart Card), 심카드(SIM), 다양한 탈착식 미디어(Removable Media)

및 기타 다른 보안 기능을 가진 메모리 카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하, 도 3 및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을 이루고 있는 블록 구성도를 나타내며, 도 3에서

본 발명이 적용되는 단말기(110)는 Authentication 모듈(115), Communication 모듈(151) 그리고 사용자 식별 모듈과의

통신을 위한 Interface(UIM) 모듈(125)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Authentication 모듈(115)은 전체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와 암호 함수들인 Encryption 모듈(135), 전자 서명하는 Digital Signature 모듈(140), MAC 연

산을 수행하는 MAC 모듈(145) 그리고 암호키 등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Secure Storage 모듈(150)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가지는 Authentication 모듈(115)은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부터의 응답 메시지에 단말기 인증을 위한 정

보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자(100)로 전송하고, 상기 전송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자(100)로부터의 사용자 식별 모듈

(120) 및 단말기(110)에 대한 검증 수행 결과를 포함한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을 수

행하고,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 전달하여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서의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Communication 모듈(151)은 네트워크와의 송신 및 수신을 담당하며, 특히 서비스 제공자(100)로부터의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고, 통지 메시지에 대응되는 응답 메시지를 서비스 제공자로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Interface(UIM) 모

듈(125)은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상기 Communication 모듈(151)을 통해 수신되는 통지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전달하고,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부터 통지 메시지 전달에 대응한 응답 메시지를 전달받는 역

할을 담당한다.

이어, 도 4에서 본 발명이 적용되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Authentication 모듈(155)과 Interface 모듈(160)로 구성되

어 있다. 먼저, Authentication 모듈(155)은 전체 인증 기능을 관리하는 Authentication Manager(165)와 암호 함수들인

Encryption 모듈(170), Digital Signature 모듈(175), MAC 모듈(180) 그리고 암호키 등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Secure

Storage 모듈(185)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Interface 모듈(160)은 단말기(110)와의 통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Authentication 모듈(155)은 단말기(110)로부터 통지 메시지가 전달되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의 전자 서

명을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고, 단말기(110)로부터 전달되는 결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Interface 모듈(160)은 단말기(110)로부터 통지 메시지를 전달받고, 통지 메시지 전달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단말기(110)로 전달한다.

한편,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 단말기(110)는 개별적으로 고유한 공개키와 비밀키를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키는 안

전하게 TRM(Tamper Resistance Module)에 저장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용자 식별 모듈

(12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기(110)와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자(100)와의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

이 적용되는 프로토콜은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전자서명 또는 MAC 알고리즘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

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RSA(비대칭형 공개키 암호방식)가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알고리즘도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먼저,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공개키 기반의 상호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

도인 도 5 및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을 도

시한 도면인 도 6을 참조한다.

도 5를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는 사용자 식별 모듈, 단말기 및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공개키와 비밀키를 미리 발급받은 상태라고 가정하며, 상호 인증 시에 미리 발급받은 공개키와 비밀키를 활용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서비스 제공자(100)는 300단계에서 통지 메시지(Notification Message)를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서

비스 제공자(100)는 통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인증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는 단말기(110)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자(100)에게 인증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 단말기

(110)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미리 발급받은 서비스 제공자(100)의 공개된 암호키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제

공자(100)의 전자 서명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110)로부터의 직접적인 인증 요청없이도 서비스 제공자(100)로부터

의 일방적인 통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인증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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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서비스 제공자(100)로부터 단말기(110)에 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은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6을 참조하면,

통지 메시지 포맷은 크게 ID_SP(400), RND(405), TS1(410), Sign_SP(ID_SP || RND || TS1)(420)로 이루어지는 각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ID_SP(400) 필드는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정보(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이고,

RND(405) 필드는 난수(Random Number)로서 새로 받은 메시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정보가 저장되는 필

드이고, TS1(410) 필드는 서비스 제공자가 첫번째 전송하는 시간 정보가 설정되는 필드이고, Sign_SP(ID_SP || RND |

| TS1)(420) 필드는 서비스 제공자의 최초 메시지에 대한 전자 서명임을 나타내는 필드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10)는 305단계에서 단순히 이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310단계에서 자신의 전자 서명을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생성

한다. 이 때, 이 응답 메시지에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 서명이 포함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메시지의 구조는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그 응답 메시지는 도 6(a)에서의 ID_SP(400),

RND(405), TS1(410) 필드들과 동일한 필드들에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신원정보를 나타내는 ID_U(440) 필드와

자신의 전자 서명이 설정되는 Sign_U(ID_SP || RND || TS1 || ID_U)(445) 필드가 더해진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응답 메시지가 315단계에서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부터 단말기(110)에 전달되면, 단말기(110)는 320단계에서

응답 메시지에 자신의 전자 서명을 추가한다. 이 메시지 구조는 도 6(c)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도 6(b)의 메시지 포맷에 여

기에 단말기(110)에 대한 신원정보를 나타내는 ID_T(450) 필드와 자신의 전자 서명이 설정되는 Sign_T(ID_SP || RND

|| TS1 || ID_T)(455) 필드가 더해진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나서 단말기(110)는 325단계에서 도 6(c)에 도시된 바

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응답 메시지 즉, 단말기(110)의 전자 서명이 추가된 응답 메시지를 서비스 제공자(100)로 전송한

다.

이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자(100)는 330단계에서 전송받은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한다. 구체

적으로, 서비스 제공자(100)는 전송받은 응답 메시지에서 ID_U(440) 및 ID_T(450)에 해당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사용

자 식별 모듈(120)의 전자 서명이 설정된 Sign_U(ID_SP || RND || TS1 || ID_U)(445) 필드 및 단말기(110)의 전자

서명이 설정된 Sign_T(ID_SP || RND || TS1 || ID_T)(455) 필드를 검증한다. 이 때, 서비스 제공자(100)는 사용자 식

별 모듈(120) 및 단말기(110)에 대한 해당 필드를 각각 검증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100)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의 전자 서명 검증에 성공하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을 인증하게

되고 인증이 성공적임을 알리는 Proof_U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 인증 성공을 알리는 데이터 Proof_U는 ID_U ||

"Success"로 구성된다. 이와 반대로 인증이 실패하게 되면, ID_U || "Fail"로 구성되는 Proof_U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와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자(100)는 단말기(110)의 전자 서명 검증 시 단말기(110)의 공개키로 Sign_T(ID_SP || RND ||

TS1 || ID_T)(455) 필드를 검증한 후, 검증에 성공하면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이 성공적임을 알리는 Proof_T 메시지

를 생성한다. 이 인증 성공을 알리는 데이터 Proof_T는 ID_T || "Success"로 구성된다. 이와 반대로 인증이 실패하게 되

면, ID_T || "Fail"로 구성되는 Proof_T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나서 서비스 제공자(100)는 335단계에서 단말기(110) 및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결과를 포함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이 인증 결과 메시지의 포맷은 도 6(d)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이 인증 결과 메시

지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의 공개키로 세션키 K를 암호화한 정보인 E(Pub_U, K)(460),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결과인 Proof_U(465),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 결과인 Proof_T(470), 서비스 제공자(120)에서 두번째 전송하는

시간 정보(Time Stamp)가 설정되는 TS2(475), 자신의 전자 서명이 설정되는 Sign_SP( E(Pub_U, K) || Proof_U ||

Proof_T || TS2)(480) 필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암호화한 정보 필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E(P, D)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식은 데이터 D를 암호키 P로 암호화하는 연산을 뜻하며, 기호 E는 암호화를 나타내며 Encryption

의 약어를 뜻한다.

이러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10)는 이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전해준다. 즉, 단말기(110)는 서

비스 제공자(100)로부터 수신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 전달하여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서의 상

기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이 단말기(110)와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인증 결과 메시지

가 전달됨에 따라 사용자 식별 모듈(120) 및 단말기(110)에서는 345단계에서와 같이 인증 결과 메시지 검증을 통한 상호

간의 인증 및 그에 따른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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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는 단말기(110)는 인증 결과 메시지의 TS2(475) 필드를 검증한 후, 그 시간 정보값이 소정 범위 내에 있지 않으

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 및 사용자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님을 알리며 동시에 관련된 동작을 중지한다. 이와 달리 그 시

간 정보값이 소정 범위 내에 있으면, 그 메시지의 전자 서명 검증을 수행한다. 여기서도 전자 서명 검증이 실패하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 및 사용자에게 이를 알림과 동시에 관련된 동작을 중지한다.

만일 전자 서명 검증이 성공하면 단말기(110)는 이 메시지의 Proof_U(465) 필드를 확인하여 그 필드 내의 인증 결과 정보

를 통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이 올바른 모듈인지를 확인한다. 만일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결과 정보가

"Fail"이면 단말기(110)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 및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된 동작을 중단한다. 이와 다

르게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결과 정보가 "Success"이면 단말기(110)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이 성공적임을 인지하여 인증 과정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서도 인증 결과 메시지의 TS2(475) 필드를 검증한 후, 그 시간 정보값이 소정 범위 내에 있

지 않으면 단말기(110)에게 올바른 메시지가 아님을 알리며 동시에 관련된 동작을 중지한다. 이와 달리 그 시간 정보값이

소정 범위 내에 있으면, 그 메시지의 전자 서명 검증을 수행한다. 여기서도 전자 서명 검증이 실패하면 단말기(110)에게 이

를 알림과 동시에 관련된 동작을 중지한다. 만일 전자 서명 검증이 성공하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이 메시지의 Proof_

T(470) 필드를 확인하여 그 필드 내의 인증 결과 정보를 통해 단말기(110)가 올바른 단말기인지를 확인한다. 만일 단말기

(110)에 대한 인증 결과 정보가 "Fail"이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오류 메시지를 단말기(110)에게 알리고 관련된 동작

을 중단한다. 이와 다르게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 결과 정보가 "Success"이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단말기(110)에

대한 인증이 성공적임을 인지하여 인증 과정을 완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말기(110)와 사용자 식별 모듈(120) 간의 상호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 식별 모듈(120)와

서비스 제공자(100)는 세션키 K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인증 결과 메시지로부터 세션키 K

를 획득하여 서비스 제공자(100)와의 세션키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전술한 바에서는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대칭키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

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인 도 7 및 본 발명의 다른 실

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인 도 8을 참조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단말기 간의 암호(대칭)키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암호

(대칭)키를 하나씩 가지는 대칭키 기반으로 하는 상호 인증 방법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사용자 식별 모듈 또는

단말기와의 공유된 암호키로 메시지를 보호하여 전송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처럼 서비스 제

공자(100)가 먼저 임의의 단말기에 개별적으로 통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단

말기(110)가 먼저 서비스 제공자(100)한테 인증 요청을 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이 500단계에서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의 신원 정보

인 ID_U(600)를 단말기(110)로 전달하면, 단말기(110)는 505단계로 진행하여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식별

모듈(120)의 신원 정보인 ID_U(600)에 자신의 신원 정보인 ID_T(605)를 부가한 인증 요청 메시지(Authentication

Request Message)를 서비스 제공자(100)로 전송한다.

이 인증 요청 메시지 전송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자(100)는 510단계에서 통지 메시지를 생성한 후 515단계로 진행하여

통지 메시지를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그리고나서 단말기(110)는 이 통지 메시지를 520단계에서 사용자 식별 모듈

(120)에 전달한다. 한다. 이 때, 통지 메시지 포맷은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100)의 신원정보가 포함되

는 ID_SP(610), 난수인 RND(615), 서비스 제공자(100)가 첫번째 전송하는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TS1(620), 사용자 식

별 모듈(120)와 서비스 제공자(100)간의 공유된 암호(대칭)키로 괄호 안의 데이터에 대하여 수행한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 연산이 포함되는 MAC1(625), 단말기(110)와 서비스 제공자(100) 간의 공유된 암호(대칭)키로 괄

호 안의 데이터에 대하여 수행한 MAC 연산이 포함되는 MAC2(630) 등의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통지 메시지가 단말기(110)를 통해 사용자 식별 모듈(120)로 전달되면, 그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525단계에서

도 8(d)에 도시된 바와 같은 MAC 연산을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 응답 메시지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나타내

는 ID_U(635) 필드와, 서비스 제공자(100)와 공유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값이 설정되는 MAC1(640) 필드가

포함된다. 그리고나서 서비스 식별 모듈(120)은 530단계로 진행하여 이 응답 메시지를 단말기(110)에 전달한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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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110)는 535단계에서 응답 메시지에 단말기의 MAC 연산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

스 식별 모듈(120)로부터 전달된 응답 메시지에는 단말기(110)의 신원정보를 나타내는 ID_T(650) 필드와, 서비스 제공자

(100)와 공유된 암호키를 이용하여 MAC 연산한 값이 설정되는 MAC2(655) 필드가 포함된다.

이러한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응답 메시지를 단말기(110)가 540단계에서 서비스 제공자(100)로 전송하면, 서비스

제공자(100)는 545단계에서 응답 메시지 검증을 통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생성한 후, 550단계에서 도 8(f)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인증 결과 메시지를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이 때, 인증 결과 메시지에 포함되는 단말기(110) 및 사용자 식별 모듈

(120)에 대한 각각의 인증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의 과정과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

은 생략하기로 한다. 사용자 식별 모듈(120) 및 단말기(110)에 대한 각각의 인증 결과를 나타내는 즉, 각각에 대해 인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Proof_U(665) 및 Proof_T(670)이 인증 결과 메시지에 포함된다.

한편, 단말기(110)로 전송되는 인증 결과 메시지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도 8(f)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인증 결

과 메시지는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 서비스 제공자(100) 간의 공유된 암호키인 Sym1으로 세션키인 K를 암호화한 값이

설정되는 E(Sym1, K)(660), 그리고 Proof_U(665), Proof_T(670), 서비스 제공자(100)가 두번째 전송하는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TS2(675),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해 MAC 연산을 수행한 값이 설정되는 MAC1(680), 단말기(110)에 대해

MAC 연산을 수행한 값이 설정되는 MAC2(685) 필드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110)는 555단계에서 도 8(g)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용자 식별 모듈을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필드를 제외한 인증 결과 메시지를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110)에서는 560단

계에서와 같이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 및 그에 따른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용자 식별 모듈(120)은 단말

기(110) 인증 및 그에 따른 동작을 수행한다. 즉,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검증 과정을 통해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 다만,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는 전자 서명 검증을 수행하였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MAC

검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단말기(110)는 MAC 연산한 값이 설정된 MAC2(685)필드를 자신과 서비스 제공자(100) 간

의 암호키로 검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 식별 모듈(12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식별 모듈(120)과 서비스 제공자(100)는 세션키 K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올바른 모듈인지의 여

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식별 모듈과 단말기 간의 상호 인증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식별 모듈 간의

상호 인증 및 서비스 제공자와 단말기 간의 상호 인증 등 총괄적인 인증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식별 모듈

은 물론 단말기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 신원을 기반으로 특정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라이

센스 사용을 통한 컨텐츠 이용이 용이하다. 게다가 본 발명은 기존의 공개키나 대칭키 기반 구조에 적용 가능함으로써 별

도의 보안 인프라구조(Security Infrastructure)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GPP GBA와 같은 특정 네트워크 인증 기

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하부 네트워크 구조에 독립적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BSF와 UE 간의 인증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총괄적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단말기를 이루고 있는 블록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용자 식별 모듈을 이루고 있는 블록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

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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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

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상호 인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및 사용자 식별 모듈 간에 송수신되는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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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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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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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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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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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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