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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선행기술조사문헌

없음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여원현

전체 청구항 수 : 총 10 항

(54) 웹 기반의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의 인증 방법 및시스템

(57) 요약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cross-domain single-sign-on) 기능을 위한 방법, 시스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 제

공된다. 본 방법에서는 이미 인증받은 사용자를 한 도메인에서 새로운 도메인에 소개하기 위해 "안내 인증 토큰"을 사용한

다. 이 토큰은 HTTP 리디렉션을 사용하여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전달된다. 이 토큰은 외부 사용자가 위조된 안

내 토큰을 발생할 수 없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2개의 도메인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암호키로 암호화하여 보호된다. 안내 토

큰은 불법 사용자가 토큰의 수명 동안 안내 토큰을 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그 토큰이 한정된 수명으로 기능하게 함

으로써 추가적으로 보호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보안 도메인에 소개된 후에, 사용자의 자원 요청들 모두가 새로운 도메인에

의해 허가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메인 그룹(300)의 일원인 제1 도메인(340)을 지원하는 제1 서버(404)에서, 보호 자원(312)에 대한 요청을 사용자를 대

신하여 클라이언트(402)로부터 수신하는 단계(408)로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1 서버(404)에 대하여 미리 인증되었고,

상기 제1 도메인(340)에 사용자 아이덴티티로 미리 등록된, 상기 수신 단계(408)와,

상기 요청된 보호 자원(312)이 도메인 그룹(300)의 일원인 제2 도메인(310)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된 보호 자원(312)이 상기 제2 도메인(310) 내에 있다는 결정에 응답하여,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를 포함하는

안내 인증 토큰(introductory authentication token)을 상기 제1 서버(404)에서 생성하는 단계(410)와,

상기 안내 인증 토큰을 암호화하는 단계(410)와,

리디렉트(redirect) 응답 내에 상기 암호화된 안내 인증 토큰을 삽입하는 단계(412)와,

상기 리디렉트 응답 내에 상기 제2 도메인에 대한 리디렉트 URI를 삽입하는 단계(412)와,

상기 리디렉트 응답을 상기 클라이언트(402)에게 전송하는 단계(412)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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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인증 토큰 내에 타임스탬프를 삽입하는 단계(410)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내 인증 토큰 내에 상기 제1 도메인(340)에 대한 식별자를 삽입하는 단계(410)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안내 인증 토큰은 인코딩된 ASCII 스트링으로서 포맷되는 것인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디렉트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412)와,

상기 보호 자원(312)에 대한 제2 요청을 생성하는 단계(414)와,

상기 제2 요청을 상기 리디렉트 응답에 의해 식별된 상기 제2 도메인(310)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메인(310)을 지원하는 제2 서버(418)에서, 상기 암호화된 안내 인증 토큰을 포함하는 상기 보호 자원(312)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416, 202)와,

해독된 안내 인증 토큰을 생성하기 위하여, 상기 제2 서버(418)에서 상기 보호 자원에 대한 요청으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안내 인증 토큰을 해독하는 단계(422, 220)와,

상기 해독된 안내 인증 토큰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424, 222)를 더 포함

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도메인(310)에서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430, 216)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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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도메인(310) 내의 상기 보호 자원(312)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

는 단계(208)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9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된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를 상기 제2 도메인(310)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매핑하는 단계(426)로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제2 도메인(310)에 사용자 아이덴티티로 미리 등록된, 상기 매핑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10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메인(310)에서의 상기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도메인(310)에서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

계(430, 216)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11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도메인(310)에서의 상기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도메인(310) 내의 상기 보호 자원(312)에 대

한 접근을 제공하는 단계(208)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각 단계를 실행하는 각각의 수단들을 포함하는 인증 장치.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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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명령어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

터로 판독가능한 기록 매체.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개선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멀티컴퓨터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컴퓨터간 인증(computer-to-computer authentication)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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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정보 기술(IT) 시스템 및 인터넷은 현재의 세계 경제의 성장을 촉발시켰다. IT 시스템은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에,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제3자로부터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사실, 현대의 IT 시스템에 있어서의 보안 결

여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의 무결성에 대한 위협으로서 부상하였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IT 시스템은 수많은 공지의 서비스, 즉 데이터 인증(data authentication), 데이터 기밀성(data

conf아이덴티티entiality), 개체 인증(entity authentication), 허가(authorization) 등을 제공한다. 데이터 인증은 일반적

으로 2가지 부가서비스,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및 데이터 발신자 인증(data origin authentication)으로 이루어진

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는 주어진 데이터의 수신자에 대해 그 데이터가 전송 동안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발신자 인증은 실제 송신자의 신원을 수신자에게 증명해준다. 데이터 기밀성은 전송 동안에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개체 인증은 어떤 개체가 자신이 본인이라는 증거를 시스템에 제공한다.

허가란 인증받은 개체가 어떤 행동을 실행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허가와 인증은 중복

서비스(dual service)이다. 허가를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개체 인증에 의해) 그 개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2가지 개별적인 단계, 즉 특정 개체에 특권(허가 증명서)을 부여하는 단계와, 그 개체에

접근을 허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개체가 그 자원에 있는 접근 결정 규칙들과 함께 이들 특권을 사용하는 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들이 여러가지 장소에 있는 자원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직원은 집에 있는 동안 또는 고객의 댁내에 있는 동안 본사 및 지사의 문서나 다른 자원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 웹 기반 브라우저는 다중 사용에 대한 적합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최상의 도구가 되었다.

표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브라우저는 통상 웹 애플리케이션 서

버, 즉 WAS라고 불리우는 임의의 HTTP 지원 서버에 접속하여 어떤 자원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브라우

저는 전송 계층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을 제공한다. 이 프로토콜에 의해 브라우저

및 WAS 양자는 서로를 인증, 즉 서로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 이 프로토콜은 이들 양자간에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호, 즉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기밀성도 제공한다.

TLS/SSL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되는 가장 강력한 인증 형태로는 클라이언트측 및 서버측 인증 기관이 있다. 이러한 인증

에서는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의 사용자와, 서버, 즉 WAS가 각각 비밀/공개 암호키 쌍 및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만 한다. 공개 키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과 공개 키 사이의 바인딩(binding)을 유지시켜주며, 이 공개키는 관련 비밀키에 의

해서만 언로크(unlock)될 수 있고, 이들 프로토콜은 상호 인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용자가 인증 및 허가를 모두 받은 사용자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서버 상의 URL에 접근하

기를 원하는 경우, 허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한다. SSL은 허가 또는 다른 보안 서비스를 웹 애플리

케이션 서버에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는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신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특권, 즉 사

용자가 WAS에 의해 서비스되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인증 정보를 쿠키에 넣어 전달하는 것이다. 공지된 바와 같이, 쿠키란 특정 사용

자의 웹 브라우저에 대해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customize)하기 위해 서버에 의해 설정된 데이터 항목을 말한다. 이와

같이, 쿠키는 HTTP에 "상태"의 등급(a degree of state)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HTTP는 무상태 프로토콜

(stateless protocol)이 된다. 클라이언트 머신의 사용자가 웹 서버를 방문할 때, 서버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반환

할 수 있다. 쿠키가 HTTP 트랜잭션의 일부분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쿠키는 쿠키가 유효한 경로, 쿠키의 명칭 및

값, 그리고 쿠키의 유효 기간 등의 다른 선택적인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쿠키 데이터를 자동적

으로 저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이 자동 저장의 옵션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리지 않는다. 사용자가 얼마 이후의

시점에 그 서버를 재방문할 때, 쿠키가 그 요청과 함께 보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서버는 사용자의 신원을 알게 된다.

쿠키는 디스크 상에 저장되는 영속적 쿠키(persistent cookie)이거나 메모리에 저장되는 메모리 쿠키(memory cookie)일

수 있다. 영속적 쿠키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닫힌 후에 "cookies.txt"와 같은 클라이언트 파일에 존재하며, 그 다음의

브라우저 세션 동안 이용가능하다. 메모리 쿠키는 브라우저가 종료할 때 사라진다. 그렇지만, 이 2가지 유형의 쿠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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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험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이 2가지 유형의 쿠키 모두가 트로이 목마를 갖는 자바스크립트, 즉 악의적 코드를 숨기고

있는 호의적 코드와 같은 악의적 코드에 의해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속적 쿠키가 더 큰 위협이 되는 데 그 이유는 이

2가지 유형의 쿠키 모두가 도용에 취약하지만 영속적 쿠키는 쿠키 파일로부터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설정된 통상의 쿠키들은 서버에 사용자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통상의

쿠키들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종래 기술의 해결책에서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쿠키를 설정했던 서버에 보호

된 자원에 대한 요청을 발행할 때, 인증 데이터가 그 쿠키에 넣어 전송되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그 쿠키를 손에

넣은 공격자가 보호된 자원에 대한 사용자 접근 허가를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쿠키의

구현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그 소유의 증명이 신원의 증명과 동일시될 수 있다. 더욱 난처한 것은 어떤 쿠키 구현에서는 사

용자가 시스템에 인증받는 데 필요한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에 악의적

사용자가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인증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장(impersonation)되어 있는 사용자인 것

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그러면 악의적 사용자는 서버에 의해 설정된 그 자신의 쿠키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종래 기술의 방식은 신원 쿠키(아이덴티티entity cookie)를 획득한 자가 단지 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보호

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의 재연에 아주 취약하다. HTTP 쿠키의 사용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전한

메카니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인증 및 허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허가받

은 사용자(authorized user)에게 여러 장소로부터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

기를 원할 수 있다. 안전한 인증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된 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동

일 인증 메카니즘은 보호된 자원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과의

대화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각각의 특정 시스템을 보호하는 인증 장벽에 상관 없이

건너뛸 수 있기를 원한다.

사용자들이 더욱 세련되어짐에 따라, 사용자들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대가 인증 프로세스에도 적용된다. 사용자는 일단 자기가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의해 인증받었다

면 사용자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각종의 컴퓨터 아키텍쳐 경계에 관계없이 그 인증이 사용자의 작업 세션 전체에 걸쳐,

또는 적어도 특정의 기간 동안은 유효할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효율성이 직원 생산성

에 관련되어있든 고객 만족에 관련되어 있든지간에, 사용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설치된 시스템들의 동작 특성에 이들 기대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의 문제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해졌다. 웹 기반 및 인터넷 기반의 애플리케

이션은 이제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배울 때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기능을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통상의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가능한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자는 더 많은 사용 편의성 및 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이동에 대한 장벽이 낮거나 적을 것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은 한 인터넷 도메인

상의 애플리케이션과의 대화에서 다른 도메인 상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건너뛰는 것을, 각각의 특정 도메인을 보호하

는 인증 장벽에 관계 없이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독점적 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기업에 그렇게 해야 할 상당히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다른 경우에,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은 시스

템 서비스가 전술한 브라우저 등을 통해 널리 이용가능하지만 안전하도록 공개 표준에 기능을 부가하여 갱신되어 왔다.

인터넷 또는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갱신된 레거시 시스템들에 접근될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들을 변경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신기술로 갱신하고 있지 않는 레거시 시스템을 보

유하고 있다. 다른 레거시 시스템들은 변경되지 않고 다른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과의 대화에 사용해야만 하는 기능 인터페

이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새로 설치된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모두는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접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는 여

러가지 많은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시스템들이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한 안전한 인증

을 제공할지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한 세트의 도메인들간의 사용자 접근을 방해하는 다수의 인증 프로세스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하고 있을 수 있다. 사용자를 주어진 시간 프레임에 다수의 인증 프로세스에 구속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효율성에 상당

히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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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쿠키는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 인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용

되어져 왔다. 쿠키가 인증 장벽의 최소화를 일반적으로 불안전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지만, 쿠키는 주어진 DNS(Domain

Name System; 도메인 이름 시스템) 도메인 내에서만 유효할 뿐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 세트의 도메인들간을 이동할

때, 쿠키는 도메인들 간에 인증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분산된 시스템 전체에 걸친 사용자 인증이 각각의 보안 도메인에 대한 인증 장벽 없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 및 시

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한 보안 도메인에 인증을 받고 나서 다른 보안 도메인으로 이

동할 때 그 제2 도메인에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cross-domain, single-sign-on) 인증을

가지면 유리할 것이다. 공개 표준의 적법한 사용에만 전적으로 기초하는 방식으로 이들 공개 표준을 사용하면 특히 유리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교차 도메인 SSO(single-sign-on) 인증 기능을 위한 방법, 시스템, 장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관한 것

이다. 본 방법에서는 이미 인증받은 사용자를 한 도메인에서 새로운 도메인으로 소개하기 위해 "안내 인증 토큰

(introductory authentication token)"을 사용한다. 이 토큰은 HTTP 리디렉션(redirection)을 사용하여 한 도메인에서 다

른 도메인으로 전달된다. 이 토큰은 이 2개의 도메인 사이에서만 안전한 방식으로 공유되는 암호키로 암호화하여 보호됨

으로써 외부 사용자가 위조된 안내 토큰을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안내 토큰은 부정 사용되는 경우에도 짧은 기간 동

안만 유효하도록 이 안내 토큰을 한정된 수명으로 동작하게 하여 추가로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불법적인 사

용자는 안내 토큰의 수명 내에 그 토큰을 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가 새로운 도메인에 소개된 후에, 새로운 도메인은 소개한 도메인이 설명하는 사용자의 신원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자원 요청들 모두를 허가한다. 다시 말하면, 소개한 도메인은 사용자를 새로운 도메인으로 소개할 때만 교차 도메인 기능

에 참여하게 된다. 소개한 도메인이 인증 프로세스에 참여한 후에는, 모든 허가 프로세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은 새로운 도

메인이 지게 된다. 개개의 도메인 각각은 그 자신의 도메인 내에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신규한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은 첨부된 청구항들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 자체, 추가의 목적 및 그 이점들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이하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 보면 잘 이해될 것이다.

이제부터 도면을 참조하면, 도 1a는 각각이 본 발명을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네트워

크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 내의 서로 연결된 여러가지 장치 및

컴퓨터들간의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체인 네트워크(101)를 포함한다. 네트워크(101)는 유선(wire)

또는 광 파이버 케이블과 같은 영속적 연결(permanent connection)이나 전화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행해지는 일시적 연

결(temporary connection)을 포함할 수 있다. 도시된 일례에서, 서버(102) 및 서버(103)는 저장 장치(104)와 함께 네트워

크(101)에 연결되어 있다. 그 밖에, 클라이언트(105-107)도 네트워크(101)에 연결되어 있다. 클라이언트(105-107) 및

서버(102, 103)는 메인프레임, 퍼스널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등과 같은 각종의 컴퓨

팅 장치로 표현될 수 있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부가의 서버, 클라이언트, 라우터, 다른 장치 및 등배간 아키텍

쳐(peer-to-peer architecture)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도시는 생략하였다.

도시된 일례에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서로 통신하기 위해 LDAP, TCP/IP, HTTP 등과 같은 각종의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및 네트워크의 전세계적인 집합체를 나타내는 네트워크(101)를 갖는 인터넷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100)은 예를 들면 인트라넷, LAN(local area network), WAN(w아이덴티티e ared

network)과 같은 다수의 여러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102)는 무선 통신 링크를 포함한

네트워크(110) 및 클라이언트(109)를 직접 지원한다. 네트워크 지원 전화(network-enabled phone; 111)는 무선 링크

(112)를 통해 네트워크(110)에 연결되고, PDA(113)는 무선 링크(114)를 통해 네트워크(110)에 연결된다. 전화(111) 및

PDA(113)는 또한 소위 개인 영역 네트워크(personal area network) 또는 개인 임시 네트워크(personal ad-hoc

network)를 생성하기 위해 블루투스™ 무선 기술과 같은 적당한 기술을 사용하여 무선 링크(115)를 통해 서로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PDA(113)은 무선 통신 링크(116)를 통해 PDA(107)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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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각종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 1a는 이기종 컴퓨팅 환경의 일례를 든 것으

로서 본 발명의 아키텍쳐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도 1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면서 일반적인 웹 기반 환경을 나타낸 네트워크도가 도시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150)에서의 브라우저(152) 사용자는 DNS 도메인(156) 내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

버(154) 또는 DNS 도메인(160) 내의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158) 상의 보호된 자원에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다. 보호된 자

원이란 요청측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인증도 받고 허가도 받은 경우에만 접근 또는 검색되는 자원(애플리케이션, 객체,

문서, 페이지, 파일, 실행가능 코드, 또는 다른 계산 자원, 통신 유형 자원 등)을 말한다. 각각의 DNS 도메인은 관련 인증

서버(162)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가 일단 인증 서버에 의해 인증받은 경우, 쿠키가 설정되어 브라우저 내의

쿠키 캐시에 저장될 수 있다. 요청측 클라이언트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인트라도메인 요청(intra-domain request) 또는

인터도메인 요청(inter-domain request)을 행할 수 있다. 인트라 도메인 요청이란 목표 자원이 인증을 수행하는 동일 서

버 상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도메인 요청이란 목표 자원이 동일 인터넷 도메인 내에 위치하지만 인증을 확립한

인증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 상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 도메인 요청(cross-domain request)이란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NS 도메인의 외부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종의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플랫폼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사용자가 다수의 제휴 도메인들 내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질의를 받지 않도

록 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것에 의해 교차 도메인 SSO 연합 또는 협정에 참여하는 도메인들간에 어느 정도의 자유로

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규모 엑스트라넷(extranet)은 그 자신의 일단의 사용자 및 보호된 자원을 각각 갖

는 다수의 도메인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보호된 자원은 공통되는 전사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으며, 일단의 사용자들

간에 상당한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는 별개의 도메인에 들어갈 때 다수의 인증 질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얼마간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웹 사이트들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제 도 1c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가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종래 기술의 프로세스를 설명

하는 데이터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웍스테이션(170)에 있는 사용자는 이 클라이언트 웍

스테이션 상에서 실행되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쳐 서버(172) 상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

근을 시도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호된 자원은 인증 및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보다 일반적으로는 URI(Uniform Resource 아이덴티티entifier)에 의해 식별된다. 컴퓨터 네트워크

는 도 1a 또는 도 1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인트라넷 또는 다른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블릿 프로세스 등일 수 있다.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도메인 "ibm.com" 내의 웹 페이지와 같은 보호된 자원을 요청할 때 개시된다(단계 174). 웹 브라우

저(또는 관련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릿)는 도메인 "ibm.com"을 호스팅하고 있는 웹 서버로 전송되는 HTTP 요청을 발생

한다(단계 176).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활성 세션(active session)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단계 178)

, 따라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어떤 유형의 인증 질의(authentication challenge)를 전송함으로써(단계 180) 사용자에게

인증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인증 질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TML) 양식과 같은 여러가지 양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자 식별자 및 관련 패스워드와 같은 필요 정보를 그 양식에 입력해야만 한다(단계 182)

.

HTML 양식 내의 인증 응답 정보는 서버로 포스팅(post)되고(단계 184), 이 때 서버는 이전에 제출된 등록 정보를 검색하

여 이 제시된 인증 정보를 사용자의 저장된 정보와 매칭시킴으로써 사용자를 인증한다. 인증이 성공적이라고 가정할 때,

고유의 세션 식별자(세션 아이덴티티)를 갖는 SSL(Secure Socket Layer; 보안 소켓 계층) 세션이 인증된 사용자에게 할

당됨으로써 사용자로부터의 후속하는 요청들은 또다른 인증 질의를 트리거하지 않게 된다(단계 186). 즉, 사용자는 이전

에 인증받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도 1c가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할 점은 활성 세션을 갖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쿠키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대안적인 세션 상태 관리 기술들이 이 시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인증 증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 쿠키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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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서버는 요청된 웹 페이지를 검색하여 클라이언트에 HTTP 응답을 전송한다(단계 188). 그 때, 사용자는 브라우

저 내에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ibm.com" 내의 다른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고(단계 190), 브라우저는 다른

HTTP 요청을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192). 그 때, 서버는 사용자가 활성 세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단계 194),

서버는 또다른 HTTP 응답에서 요청된 웹 페이지를 그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한다(단계 196).

이와 반대로, 본 발명에서는 어떤 사용자를 이미 인증한 제1 도메인은 그 사용자가 제2 도메인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안내 인증 토큰(introductory authentication token)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안내 인증 토큰은 HTTP-

리디렉션을 통해 제1 도메인으로부터 제2 도메인으로 전달된다. 제2 도메인은 이 안내 토큰을 사용자의 신원에 대한 증거

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 도메인은 제1 도메인에 의해 제시된 사용자 신원으로부터 도출되는 제2 도메인 내

에서의 사용자의 신원에 따라, 제2 도메인 내의 특정 자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들 및 다

른 특징들에 대해서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현되는 CD-SSO(cross-domain, single-sign-on) 프로세스를

나타낸 플로우차트가 도시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도 2 내지 도 4b에서 클라이언트가 보호된 자원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는 서버 상의 활성 세션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종의 세션 상태 관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세션 상태 관리자

요소(session state manager component)는 SSL 세션 아이덴티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클라이언

트는 CD-SSO 서버에 인증을 받을 때 각각의 CD-SSO 서버에 의해 고유의 SSL 세션 아이덴티티를 할당받는다. 다른 대

안에서는, 세션의 지속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에 쿠키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다른 세션 관리 방법들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세션 관리 방법들은 서로 다른 이점 및 취약점들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쿠키를 사용하지 않

고 또 세션 아이덴티티의 사용하는 것만으로 세션 관리가 달성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세션의 종료는 전적으로 서버측에서

달성될 수 있다. 주어진 세션 관리 구현에서 쿠키가 사용되는 경우, 서버가 로그아웃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안전하도록 보

장하려 한다면 그 세션을 위해 클라이언트에 설정된 임의의 쿠키들을 삭제하는 등의 쿠키 흔적(cookie trail)을 없애기 위

해 추가의 단계를 수행해야만 한다. 본 발명이 인증을 위해 쿠키의 사용을 회피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쿠키리스(cookie-

less) 세션 상태 관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D-SSO 도메인 그룹 내에서 기능하는 어떤 서버도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CD-SSO 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세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보호된 자원에 대한 요청을 수신할 때(단계 202) 시작한다. 이 일례에서, 서버는

인증 프로세스 및 웹 애플리케이션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자신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활성 SSL 세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204). 가지고 있는

경우, 서버는 자신의 캐시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증명서(credential)를 검색한다(단계 206). 보호된 자원에 대한 각 클라이

언트의 요청에 앞서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증명서에 적절한 접근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 일례에서,

서버가 일단 클라이언트의 증명서를 검색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보호된 자원에 대한 행동을 요청할 적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 다음에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고(단계 208), 응답을 발생하여 클라이언트에 반환한

다(단계 210).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부가의 요청을 전송한다.

단계 204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활성 SSL 세션을 확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서버는 클라이

언트의 HTTP 요청이 양호하게는 URI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 인증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단계 212).

이하에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내 인증 토큰에 의해 사용자는 본 발명에 따라 CD-SSO 기능을 제공

하는 일군의 도메인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HTTP 메시지가 안내 인증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도 1c와 관

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수동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강요한다. 인증 프

로세스가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 행해진다(단계 214).

인증 프로세스가 성공적인 경우, 서버는 사용자/클라이언트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캐싱하고(단계 216), 그 동안 서버는

SSL 세션을 확립하여 클라이언트에 SSL 세션 아이덴티티를 할당한다. 그 때, 서버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

청을 처리할 수 있고(단계 208) 그 다음에 발생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반환할 수 있다(단계 210). 사용자가 인증 프로세

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서버는 사용자에 대해 어떤 유형의 에러 메시지를 발생할 수 있고(단계 218), 이 응

답은 클라이언트에 반환된다(단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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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로부터의 HTTP 요청이 본 발명에서는 양호하게는 HTTP 요청 내의 URI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 인증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버는 안내 인증 토큰을 해독하여(단계 220) 그 토큰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사

용자 아이덴티티, 사용자가 빠져 나오고 있는 도메인 및 타임스탬프 등의 여러가지 데이터 항목을 추출한다.

타임스탬프는 토큰이 유한 수명을 가지도록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지의 제3자를 부적절하게 인증할

위험을 감소시킨다. 타임스탬프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행한다(단계 224). 타임스탬프의 유효성은 현재 시각과

타임스탬프를 비교하고 이 양자간의 시간차가 이러한 타임스탬프에 대한 최대 임계값을 나타내는 시스템 파라미터의 값보

다 작은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다. 타임스탬프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 경우, 플로우차트에서 단계(214)로의

피드백 분기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 수동 인증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가 허용가능한 것인 경우, 플로우차트에서 단계(216)로의 분기로 나타낸 바와 같이,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SSL 세션을 확립한다. 응답이 일단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면, 보호된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

청의 처리는 완료된다.

이제 도 3a를 참조하면, 한 세트의 CD-SSO 도메인들 내의 정보의 논리적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CD-

SSO 도메인 세트(300)는 CD-SSO 기능을 포함한 한 세트의 도메인을 나타낸다. 도메인 세트(300)를 갖는 각 도메인은 자

신의 도메인 내에 보호된 자원 및 비보호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자원이 "도메인 내에" 있는 경우, 그 자원은 특정 도메인의

도메인 이름 공간(domain name space) 내에 있다. 도메인 이름은 네트워크 연결의 주소로서, 도메인 이름 주소와 숫자로

된 IP 주소를 공지된 방식으로 연관시키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에 따라 계층적 형식으로 그

주소의 소유 개체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주소 "http://www.domain.org/homepage.htm"에 있는 웹 페이지인

자원은 도메인 "domain.org" 내에 있다.

도메인(310, 320, 330, 340)은 자신의 도메인 내에 보호된 자원 또는 다른 유형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자원은

동 도면에 보호된 자원(312, 322, 332, 342)으로서 도시되어 있다. 공지된 방식에서는, 인증 및 허가받은 사용자들은 주어

진 자원에 대한 요청을 그 주어진 자원을 저장 또는 포함하고 있는 주어진 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이들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각각의 자원은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의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내에 표시되는 웹 페이지 내에 하

나 이상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지시자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GUI 지시자를 선택하면, 브라우저

는 그 자원에 대한 요청을 GUI 지시자와 관련된 도메인 주소에 의해 지정된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그 자원을 획득하려고 시

도한다.

본 발명에서, 도메인(310, 320, 330, 340)은 또한 주어진 도메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CD-SSO 도메인 세

트 내의 다른 도메인들로부터 서비스되는 어떤 다른 자원들에 대한 초기 접속성을 제공한다. 각 도메인은 하나 이상의 다

른 도메인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된 자원 또는 다른 유형의 자원의 부분집합을 "알고" 있으며, 각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 또

는 도메인들에 있는 자원들의 부분집합에 대한 접근을 처음으로 요청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메인

(310)은 접근 요청 메카니즘(314, 316, 318)을 통해 다른 CD-SSO 도메인 자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을 제공하고, 도메인

(320)은 접근 요청 메카니즘(324, 326, 328)을 통해 다른 CD-SSO 도메인 자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을 제공하며, 도메인

(330)은 접근 요청 메카니즘(334, 336, 338)을 통해 다른 CD-SSO 도메인 자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을 제공하고, 도메인

(340)은 접근 요청 메카니즘(344, 346, 348)을 통해 다른 CD-SSO 도메인 자원들에 대한 최초 접근을 제공한다.

이제 도 3b를 참조하면, CD-SSO 도메인 내의 보호된 자원 또는 다른 자원에 대한 지시자를 갖는 주요부와, 보호된 자원

또는 다른 자원에 대한 지시자를 보여주는 경계부 - 이 경계부의 자원은 CD-SSO 도메인에서 접근이 개시될 수 있지만 그

자원은 다른 CD-SSO 도메인에 있는 서버에 의해 저장 및 제어됨 - 을 보여주는 CD-SSO 도메인으로부터의 전형적인 웹

페이지가 도시되어 있다. 도 3b는 사용자가 각종의 도메인으로부터 자원을 용이하게 요청할 수 있게 해주는 GUI 지시자들

을 도시한 것으로서, 이 경우 도메인들 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의할 점은 본 발명이 보호된 자원에 대한 교차 도메인 접근(cross-domain access)의 제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각

도메인이 하나 이상의 다른 도메인에 의해 제공되는 비보호된 자원의 부분집합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일례들에서 보

호된 자원들에 대한 요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요청들이 본 발명의 CD-SSO 기능을 기동시키기 때문

이다.

웹 페이지(350)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내에 표시될 수 있는 여러가지 GUI 아이콘 및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보여

준다. 아이콘 및 하이퍼링크는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 의해 공지된 방식으로 선택될 수 있다. 웹 페이지(350)

의 주요부(352)는 사용자가 열람 및 접근 중에 있는 웹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가리킨다. 하이퍼링크(354)는 사용자가 방

문하기를 원할 수 있는 그 웹 사이트의 다른 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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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356)는 사용자가 방문하기를 원할 수 있는 다른 웹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가리킨다. 하이퍼링크(356)는 웹

페이지(350)를 제공한 도메인을 포함하는 한 세트의 CD-SSO 도메인들을 형성하는 CD-SSO 도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일례에서, 웹 페이지(350)는 도메인 "IBMEast.com"으로부터 서비스된 것이다. 사용자는 웹 페이지(350)에 의해 표현

된 마크업 언어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링크(356)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의 주소를 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이퍼

링크 각각은 다른 도메인들에 대한 접근을 개시하는 "IBMEast.com"의 주소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350)

내의 하이퍼링크 "IBMWest.com"는 마크업 언어 파일 내의 "http://www.ibmeast.com/CD-SSO/ibmwest/west/

login.html" 과 같은 관련 도메인 이름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가 "IBMWest.com"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그 요청은

처리를 위해 도메인 "IBMEest.com"으로 보내진다. "IBMEest.com"를 지원하는 서버는 요청된 URL을 다른 도메인에 있

는 보호된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본 발명에 따라 적절한 CD-SSO 기능을 기동시킬 것이다.

웹 페이지(350)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사용자는 보호된 자원의 일례인 웹 페이지(350)를 수신하기 위한 인증 및 허가를 이

미 받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하이퍼링크(356) 중 하나를 클릭함으로써 다른 CD-SSO 도메인으로

이동하는 옵션을 가지며, 이 때 본 발명의 CD-SSO 기능이 도 2, 도 4a 및 도 4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동되고, 사용자는

새로운 도메인에서 사용 승인(sign-on)을 받을 필요 없이 선택된 하이퍼링크가 나타내는 요청된 자원을 수신하도록 허가

될 수 있다.

이제 도 3c를 참조하면, 북마크(bookmark)되어 북마크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CD-SSO 도메인들에 있는 보호된 자원들의

몇몇 URI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북마크 파일(bookmark file)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 경우, 북마크 파일은 간단한 HTML 형

식의 파일이다.

도 3c는 CD-SSO 도메인들 내의 자원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CD-SSO 도메인들이 연관지워지는 방식을 강조하

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주어진 CD-SSO 도메인에 있는 서버가 다른 CD-SSO 도메인들에 있는 자원들의 표시(예를 들면,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 또는 다른 자원을 서비스할 때, 제공된 지시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시 주어진 CD-

SSO 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버로의 요청을 발생할 것이다.

도 3b에 도시한 일례를 따르면, 도 3c에 도시한 북마크 파일은 사용자가 도메인 "IBMEast.com"를 통해 브라우징하고 있

을 때 생성된 것일 수 있다. 사용자가 관련된 웹 사이트로의 하이퍼링크를 열람하였을 때, 사용자는 "IBMEast.com" 웹 페

이지로부터의 하이퍼링크에 의해 제공되는 CD-SSO 도메인들 각각을 북마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 주

소들 각각은 "IBMEast.com" 도메인 내의 파일을 참조한다. 사용자가 북마크를 통해 다른 도메인들 중 하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면, 그 요청은 먼저 "IBMEast.com"으로 보내지고, 그 때 CD-SSO 기능이 기동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든 CD-SSO 도메인들에서 로그 오프되어 무관한 도메인으로부터의 웹 페이지를 보고 있는 중에

"IBMWest.com"으로 이동하기 위해 도 3c에 도시한 북마크 파일로부터 북마크를 선택하면, 그 요청은 "IBMEast.com"으

로 보내질 것이다.

이제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가 CD-SSO(cross-domain single-sign-on; 교

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 도메인들 사이를 이동할 때 관여되는 몇몇 처리를 나타낸 데이터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4a 및 도 4b는 도메인들간의 사용자 이동 중에 클라이언트와 서버들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및 동작들의 일부를 나타낸 것

인 반면, 도 2는 일군의 CD-SSO 도메인들 중의 한 도메인 내에서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각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

스를 나타낸 플로우차트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도 4a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402)에 있는 사용자는 서버(404)에 대해 이미 SSL 세션을 확립하였다. SSL 세션이

확립된 방식은 도 2에 도시한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도 4a에서, SSL 세션의 활성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그것을 도 4b

에 도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례에서, 사용자는 도메인 "IBMEast.com" 상의 보호된 자원을 브라우징하고 있었다. 유

의할 점은 도메인 이름의 텍스트 문자열의 대소문자는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사용자는 제1 CD-SSO 도메인 "IBMEast.com"에서 제2 CD-SSO 도메인 "IBMWest.com"으로 이동하기

위해 클라이언트(402)의 브라우저 내에 표시된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클릭한다(단계 406).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사용자는 도메인, 웹 페이지 장소 등을 브라우저 캐싱된 북마크를 활성화시키는 것 등과 같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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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SO 도메인 그룹 내의 각 도메인은 그 자신의 허가 정책 또는 기업 인증 메카니즘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주어진

도메인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사용자 계정 등을 확립하기 위해 그 도메

인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른 대안에서는, 사용자 아이덴티티는 그 도메인에 있는 사용자를 위해 시스템 관리

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안내 인증 토큰이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접근하기를 원하는 CD-SSO 그

룹 내의 각 도메인에서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미리 확립해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밖에, CD-SSO 도메인들 간에 인증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IBMWest.com"에 도달하기 위해

"IBMEast.com" 내의 리디렉트가능한 하이퍼링크에 액세스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재 인증받은 서버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것은 CD-SSO 도메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도메인을 지원하는 각 서버가 CD-SSO 그룹 내의 다른 도메인 모두를 알고

있고 또 그 자신의 웹 자원들로부터 이들 도메인으로의 링크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D-SSO 도메인들 간의 전송을 개시하는 사용자 동작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402)는 제1 CD-SSO 도메인으로부터 제2

CD-SSO 도메인으로의 전송을 트리거하는 HTTP 요청을 전송한다(단계 408). 서버(404)는 HTTP 요청 내의 요청된 URI

를, 제2 CD-SSO 도메인을 지원하는 서버의 제어 하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 요청으로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서

버(404)는 안내 인증 토큰을 발생하고(단계 410), 양호하게는 그 토큰을 리디렉션 URI에 첨부시켜 그 리디렉션 URI를

HTTP 리디렉트 메시지에 배치한 다음에, 그 HTTP 리디렉트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단계 412).

HTTP 리디렉트는 기술 분야에 공지된 것이다. HTTP 리디렉트에 의해 서버는 다른 장소에 있는 자원을 로드하라는 명령

어를 갖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리디렉트에 응답하여 새로운 자원을

자동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브라우저가 HTTP 리디렉트를 수신할 때, 브라우저는 HTTP 리디렉트에 제공된 리디렉트된

URI를 사용하여 새로운 HTTP 요청을 발행한다.

안내 인증 토큰의 형식은 시스템 구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큰은 적어도 제1 CD-SSO 도메인에서의 사

용자 아이덴티티의 어떤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토큰은 그 밖에도 제1 도메인에 대한 선택적인 도메인 식별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러한 정보는 이제 토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반영되어 있다. 도 2와 관련

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토큰은 또한 토큰의 수명을 한정하기 위한 선택적인 타임스탬프도 포함할 수 있다. 토큰은 이진 문

자열로서, 부호화된 ASCII 문자열로서, 또는 어떤 다른 해석가능한 형식으로 포맷될 수 있다. 토큰은 암호화된 데이터

(enveloped data)에 대한 PKCS(Public Key Cryptograpy Standard) 규격과 같은 여러가지 표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

맷될 수 있다.

안내 인증 토큰 내의 정보는 그 정보가 부정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그 정보를 은폐하도록 암호화된다. CD-

SSO 그룹내의 서버들은 많은 종래 기술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암호키를 공유 또는 동기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그룹

내의 서버들 각각은 다른 서버들 각각의 공개키의 복사본을 획득 또는 수신해둘 수 있다. 사용자가 빠져 나오고 있는 제1

도메인이 사용자가 옮겨가고 있는 목표 도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1 도메인은 안내 인증 토큰 내에 들어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제2 도메인의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다. 제2 도메인은 이어서 그 토큰을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키를

사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토큰 그 자체가 암호화된 데이터 항목이거나 또는 토큰 내의 데이터 항목들이 암호화된 다음

에 토큰 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402)는 안내 인증 토큰을 갖는 HTTP 리디렉트를 수신하고, 그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에 있는 브라우저는 리

디렉션 URI에 지정되어 있는 제2 도메인에 대한 새로운 HTTP 요청을 발생한다(단계 414). 안내 인증 토큰이 양호하게는

리디렉션 URI의 일부분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안내 인증 토큰을 포함한 전체 URI를 지정된 목적지로 전송

한다.

리디렉션 URI의 형식의 일례로서, HTTP 리디렉트는 이하의 것, 즉

"http://www.ibmwest.com/987324C0...F16916AE9684"

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987324C0...F16916AE9684"는 암호화된 안내 인증 토큰에 대한 ASCII 암호화된 16진수

문자열의 일부분이다. 토큰을 URI에 첨부함으로써, 브라우저는 그 토큰을 HTTP 리디렉트로부터 새로운 HTTP 요청으로

복사할 때 자신이 그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안내 인증 토큰은 이하의 형태, 즉

{사용자 아이덴티티; 소개한/이동할 도메인 ; 타임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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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할 수 있다. 도 4a에서, 사용자 아이덴티티는 "userX@ibmeast.com"으로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 아이덴

티티 및 제1 도메인 식별자는 공지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다른 메타데이터가 토큰의 특성에 대한 표시를 제공하기 위

해 토큰과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디렉트된 URI는 다음과 같이, 즉

"http://www.ibmwest.com/IAT:987324C0...F16916AE9684"

로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문자열 "IAT"는 "안내 인증 토큰(introductory authentication token)"을 나타내며, 따라서

수신측 서버는 HTTP 요청이 관련 토큰을 갖는다는 것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클라이언트(402)는 제2 또는 옮겨간 도메인에 있는 서버(418)로 새로운 HTTP 요청을 전송한다(단계 416). 그 때, 사용자

는 제1 도메인을 영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떠나버릴 수 있다. 시스템 구현에 따라서는, 사용자는 제2 도메인에 있는 보

호된 자원들에 대한 접근 이후에 제1 도메인에 있는 보호된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버(404)에서의

사용자의 SSL 세션은 몇 분 이내에 종료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CD-SSO 도메인 그룹 내의 한 도메인이 하나 이상의 상

기 도메인들에서의 세션으로부터 사용자를 로그아웃시키는 방식이 본 발명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스템 구현에 따

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도 4b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402)가 서버(418)와 SSL 세션을 확립하는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402)는 최소한 리디렉트된 URI에 지정되어 있는 제2 또는 옮겨간 도메인에 대한 인증 서버로서 동작하는 서버(418)에 새

로운 HTTP 요청을 전송한다(단계 416).

이 일례에서, 서버(418)는 클라이언트(402)에 대한 SSL 세션을 아직 확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한다(단계 420). 그렇지만,

서버(418)는 대부분은 URI를 파싱함으로써 HTTP 요청에서 안내 인증 토큰을 찾아내고, 그 때 서버(418)는 그 토큰을 해

독한다(단계 422).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덴티티 및 소개한 도메인이 토큰 내의 해독된 정보로부터 검색된다(단계 424).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도메인은 그 도메인 자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자를 허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CD-SSO

도메인 그룹 내의 각 도메인 내에서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갖는 데, 사용자 아이덴티티는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서버(418)(또는 관련 서버)는 전송 받은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제2 도메인 내에서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선

택적으로 매핑한다(단계 426). 매핑 기능(428)은 각종의 공지된 매핑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에, 서버(418)는 소개

한 서버(404)와의 비즈니스 관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서버(418, 404)가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

인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서버(418)는 소개한 도메인의 아이덴티티에 기초하여 안내 인증 토큰

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서용자로부터 부가의 인증 형식을 요구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CD-SSO 관계에 참여

하고 있는 중에 서버(418)에 부가의 보호 레벨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서버(418)는 사용자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캐싱하고, 클라이언트(402)에 대한 SSL 세션을 확립하며(단계

430), 그 후에 서버(418)는 원래 요청된 보호된 자원을 포함한 HTTP 응답을 발생하여 이를 다시 클라이언트(402)로 전송

한다(단계 432).

그 때, 사용자는 다른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그 브라우저 내의 도메인 "IBMWest.com" 내의 다른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단계 434), 브라우저는 다른 HTTP 요청을 서버로 전송한다(단계 436). 이에 응답하여, 서버는 사용자

가 활성 세션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단계 438), 서버는 요청된 웹 페이지(또는 다른 유형의 보호된 자원 또는 정보)를 다

른 HTTP 응답에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한다(단계 440).

본 발명의 이점은 이상에 제공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볼 때 명백하다. 본 발명에서, 사용자를 이미 인증한 제1 도메인

은 사용자가 제2 도메인에 있는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안내 인증 토큰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안내 인증 토

큰은 HTTP 리디렉션을 통해 제1 도메인으로부터 제2 도메인으로 전달된다. 제2 도메인은 이 안내 토큰을 사용자의 아이

덴티티에 대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제2 도메인은 제2 도메인 내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에 따라 제2 도메인 내의

특정 자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가한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제2 도메인 내의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할 때 인증을 위해 사용자에게 질의를 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 연합 또는 협정에 참여하는

도메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는 웹 사이트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인증 질의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얼마간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을 달성한다.

그 밖에, 사용자가 도메인들 간을 이동할 때 사용자의 잠재된 혼동을 덜어준다. 어떤 기업들은 지리적 이유만으로 다수의

도메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 도메인은 일단의 직원 또는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확장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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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는 단일 서버 또는 한 세트의 서버에 대한 부하가 다수의 도메인들 간에 그 부하를 분산시킴으로써 경감되게 된다.

이들 구조적 아티팩트(architectural artifact)는 가능하면 사용자에게 투명해야 하며,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가 다수의 도

메인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단일 사용 승인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다수의 인증 장벽들을 통과하는 동작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본 발명은 또한 공개 표준의 합법적 사용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이들 공개 표준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안내 인증 토큰

은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을 허용하는 도메인들 간에 독점적 메시지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HTTP 리디렉트로 전달된

다.

중요한 것은 본 발명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프로세

스들이 배포를 행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는 신호 전달 매체의 특정 유형에 관계없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명령어의 형

태 및 각종의 다른 형태로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의

일례로는 EEPROM, ROM, 테이프, 종이,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RAM 및 CD-ROM 등의 매체와, 디지털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와 같은 전송 유형 매체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기재는 설명의 목적상 제시된 것으로서 그 전부를 기재한 것도 아니며 또한 개시된 실시예들에 한정시키려는 것

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당업자에게는 많은 변경 및 변형들도 자명한 것일 것이다.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원리 및 그의 실

제 응용 분야를 설명하여 당업자가 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서 다른 상정된 용도에 적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경을 갖는 각종의 실시예들을 구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을 각각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네트워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b는 본 발명이 구현될 수 있는 웹 기반 환경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c는 클라이언트가 보호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종래 기술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데이터 흐름

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구현되는 교차 도메인 SSO(single-sing-on) 프로세스를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 3a는 한 세트의 교차 도메인(cross-domain) SSO(CD-SSO) 도메인들 내에서의 정보의 논리적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3b는 CD-SSO 도메인 내의 보호된 자원이나 다른 자원에 대한 지시자(indicator)를 갖는 주요 부분(main portion)과

보호된 자원에 대한 지시자를 보여주는 경계 부분(border portion)을 보여주는 교차 도메인 단일 사용 승인 도메인으로부

터 전형적인 웹 페이지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보호된 자원으로부터의 접근은 CD-SSO 도메인에서 기동될 수 있지만 그 보

호된 자원은 다른 CD-SSO 도메인에 있는 서버에 의해 저장 및 제어된다.

도 3c는 CD-SSO 도메인에 있는 보호된 자원들의 몇몇 URI가 북마크되어 저장되어 있는 전형적인 북마크 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가 CD-SSO 도메인간을 이동할 때 관련된 몇몇 처리를 나타낸

데이터 흐름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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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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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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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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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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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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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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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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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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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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