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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노지명

전체 청구항 수 : 총 20 항

(54) 동적으로 연결 가능한 실행 가능 이미지들의 진정성을증명하는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무결성(integrity)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시스템은,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픽스업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부분들을 배제한 디지털 서명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대한 기준

디지털 서명을 결정하는 런타임 확인기를 포함한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로딩에 후속하는 런타임 확인기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가 부적절하게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무결성 디지털 서명을 결정한다. 부가하여, 런타임 확인기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포인터들 각각이 부적절하게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프로그램 로더(program loader)에 의해 픽스업(fixing-up)될 필요가 있는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을 갖는 실행 가능한 이미

지와;

상기 포인터들 각각을 배제한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제 1 시점에서 기준 디지털 서명

(reference digital signature)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인기(validator)로서, 상기 포인터들 각각을 배제한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상기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제 2 시점에서 진정성 디지털 서명(authenticity digital signature)을 발생시키

며,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이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상기 확인기를 포함하는, 실행 가

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은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에 저장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은 네트워크 상에 저장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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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은 상기 확인기에 저장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점은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앞에(prior to) 있고,

상기 제 2 시점은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뒤에(subsequent to) 있는, 실행 가능

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점은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앞에 있고,

상기 제 2 시점도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앞에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

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점은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뒤에 있고,

상기 제 2 시점도 상기 프로그램 로더에 의해 처리되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뒤에 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

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기는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이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때 경고를 발생시키는, 실

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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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기는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이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때,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

지의 소스에 대해 경고를 발생시키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기는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이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때, 상기 확인기의 소스에

대해 경고를 발생시키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코드 섹션(code section)과,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에 있는 임포트 테이블(improt table)을 참

조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임포트 테이블과, 다른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어드레스를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상기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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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메모리에 로딩될 수 있는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와;

상기 메모리에 로딩될 수 있는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로서,

상기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식별자와 픽스업될 필요가 있는 하나 이상의 외부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임포트 테이블로

서, 상기 외부 포인터들 각각은 상기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상기 임포트 테이블, 및

기계 코드(machine code)와 픽스업될 필요가 있는 하나 이상의 임포트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코드 섹션으로서, 상기 임포

트 포인터들 각각은 상기 임포트 테이블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상기 코드 섹션을 포함하는, 상기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

와;

상기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기준 디지털 서명을 제 1 시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확인기로

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상기 임포트 포인터들 및 상기 외부 포인터들 각각을 배제하는, 상기 확인기를 포함하고,

상기 확인기는, 상기 하나 이상의 포인터들 각각을 배제한 상기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제 2

시점에서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고,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이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고, 상기 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이 상기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실행 가

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시스템.

청구항 23.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하나 이상의 위치들을 식별하는 단계로서, 상기 식별된 위치들 각각은 프로그램 로더에 의

해 픽스업될 필요가 있는, 상기 식별 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식별된 위치들을 배제한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기준 디지털 서명을 발생

시키는 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식별된 위치들을 배제한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상기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진정성 디지털 서명

을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이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

의 진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이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때, 경고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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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진정성 디지털 서명이 상기 기준 디지털 서명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때,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 전체를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기계 코드의 섹션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콘텐트는 상기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임포트 테이블을 포함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

정성 결정 방법.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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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동적으로 연결 가능한 실행 가능 이미지들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증명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제, 새로운 객체 모델들(object models)은 런 타임(run time)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의 동적 통합(dynamic

integration)을 제공한다. 예컨대, Microsoft Inc.에 의해 인가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Windows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의 실행 동안,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갖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동적 통합을 허용한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

이션의 실행을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프로그램 로더는 "처리 이미지(process image)"를 생성하기 위하여 디스크 저장

장치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한다. 디스크 이미지는 그것이 로딩되기 전에 실행 가능

한 이미지를 참조하는 반면, 처리 이미지는 그것이 메모리에 로딩된 후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참조한다. 디스크 이미지

및 처리 이미지는 모두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어느 부분들이 런 타임에서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를 참조하기 위하여 픽

스업(fix-up)될 필요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픽스업 섹션을 포함한다.

로딩 후에, 처리 이미지는 디스크 이미지와 상당히 상이하다. 그러므로, 디스크 이미지에 관하여 준비된 체크섬

(checksum)은, 비록 처리 이미지가 부적절하게 변질되지 않았을지라도, 처리 이미지의 체크섬과 더 이상 매칭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동적 로딩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동일성(identity)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가 있다.

특히, 시스템은, 다른 데이터 객체에 동적으로 접속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뒤에

변질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한 실시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포인터를 갖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와, 포인터 각각을 배제한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기준 디지털 서명(reference digital signature)을 제 1 시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확인기를 포함하고, 확인기는 포인터

각각을 배제한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제 2 시점에서 진정성 디지털 서명(authenticity digital

signature)을 발생시키며, 확인기는 기준 디지털 서명이 진정성 디지털 서명과 매칭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포인터를 갖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며, 실행 가능한 이미지는 포인터 각각이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에 있는 위치

들을 참조하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정보와, 포인터 각각이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에 있는 각각의 위치를 참조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인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포인터를 포함하는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와, 포인터가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인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은,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식별자와 하나 이상의 외부 포인터를 포함하는 임포트 테이블(import table)을

포함하는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로서, 외부 포인터 각각이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상기 제 2 실

행 가능한 이미지, 기계 코드와 하나 이상의 임포트 포인터(import pointer)를 포함하는 코드 섹션으로서, 임포트 포인터

각각은 임포트 테이블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상기 코드 섹션과,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여 기준 디

지털 서명을 제 1 시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확인기로서, 선택된 콘텐트들이 임포트 포인터 및 외부 포인터 각각을 배제

한, 상기 확인기를 포함하고, 확인기는 하나 이상의 포인터 각각을 배제한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선택된 콘텐트에 기초하

여 제 2 시점에서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고, 확인기는 기준 디지털 서명이 진정성 디지털 서명과 매칭하는지 여부

를 결정하고, 확인기는 임포트 포인터 각각이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확인기

는 임포트 포인터는 제 1 실행 가능한 이미지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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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다음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어떤 특정한 실시예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되고 커버

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상이한 방식들에 구현될 수 있다.

시스템 개요

도 1은 컴퓨터(90)를 도시하는 고레벨 블록도이다. 컴퓨터(90)는 컴퓨터(90) 상에 실행 중인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이

미지들(100)에 대해 진정성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90)는 펜티엄®프로세서, 펜티엄®프로 프로세서, 8051 프로세서, MPS®프로세서, 파워 PC®프로세서, 또는

ALPHA®프로세서와 같은 임의의 종래 일반적인 목적의 단일 또는 멀티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부가하여,

컴퓨터(90)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또는 그래픽 프로세서와 같은 임의의 종래 특별한 목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90)는 오퍼레이팅 시스템(95)과 메모리(108)를 포함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떠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벤더

(operating system vendor)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고, UNIX, LINUX, Disk Operating System(DOS), OS/2,

Windows 3.X, Windows 95, Windows 98과, Windows NT를 포함할 수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Windows 95에 관한

본 발명의 실시예가 아래에 설명된다.

컴퓨터(90)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컴퓨터(90)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 소스(107)와 통신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시적인 실행 가능한 이미지 제공자들은 서버 I(10), 인터넷(114), 데이터베이스(118), 네트워

크(122), 하드웨어 장치(126), 및/또는 제거 가능한 저장 장치(130)를 포함한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는 스스로 또는 다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과 함께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규

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객체이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은, 예컨대,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권리들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개인용 재무 유틸리티(personal finance utility), 그래픽 툴, 인터넷 브라우

저, 컴퓨터 게임, 통신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authorization program), 전자 지갑(electronic wallet), 멀티미디어 재생

기(multi-media renderer) 또는 계약 관리자(contract manager)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는 다

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과 동적으로 접속 가능하다. 예컨대, Windows 95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실행 가능한 이미지는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이다.

인터넷(114)은 공중 인터넷(public internet), 개인 인터넷, 보안 인터넷, 개인 네트워크, 공중 네트워크, 부가가치 네트워

크(value-added network), 인트라넷(intranet) 등과 같은 네트워크 변형들을 포함한다.

네트워크(122)는, 예컨대, 다음의 네트워크들, 인트라넷, 로컬 영역 네트워크들(LAN), 또는 광역 네트워크들(WAN)을 포

함하는 컴퓨터들의 전기적으로 접속된 그룹의 어떤 타입을 포함할 수 있다. 부가하여, 네트워크에의 접속성은, 예컨대, 원

격 모뎀, 이더넷(Ethernet)(IEEE 802.3), 토큰 링(Token Ring)(IEEE 802.5), 파이버 분산형 데이터링크 인터페이스

(Fiber Distributed Datalink Interface; FDDI) 또는 비동기 전송 모드(ATM)일 수 있다. 컴퓨팅 장치들이 데스크탑, 서버,

휴대용, 핸드헬드(hand-held), 셋탑(set-top), 또는 임의의 다른 원하는 타입의 구성일 수 있음을 주목한다. 하드웨어 장

치(126)는 논리 칩, ROM, RAM, 스마트 카드(smart card), 또는 중앙 처리 유닛일 수 있다. 제거 가능한 매체 저장 장치

(130)는 플로피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하드디스크, 테이프 드라이브, ROM, 또는 다른 영구적인 저장 매체일 수 있다.

도 2는 확인기(validator; 204)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

(100)와 통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프로그램 로더(program loader; 208)와 통합된다. 프로그

램 로더(208)의 한 기능은 저장 장치(105)(도 1)로부터 메모리(108)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복사하고,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실행 전에 코드 및 데이터 포인터들을 적절한 어드레스에 바인딩하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설명은 확인기(204)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및 프로그램 로더(208)로부터 별개인 분리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한

다.

확인기(204)는 아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선택된 조건들 하에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증명한다. 당업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확인기(204) 및 프로그램 로더(208)는 다양한 서브루틴들,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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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procedures), 명령문들(statements), 및 전형적으로 단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별적으로 컴파일되고 링크되는

매크로들(macros)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설명은 이들 아이템들의 기능성(functionality)을 설명하는 데 편의상 이

용된다.

확인기(204) 및 프로그램 로더(도 1)는 C, C++, BASIC, Pascal, Java, 및 FORTRAN과 같은 임의의 프로그램 언어로 기

록될 수 있다. C, C++, BASIC, Pascal, Java, 및 FORTRAN은 많은 상업용 컴파일러들 및 인터프리터들(interpreters)이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산업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다.

도 2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200)에 접속된 후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을 도시한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200)이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관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객체들의 동일한 타입들을 포함할 수 있음은 주목된다. 확인기

(204)의 한 기능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이 메모리(108)에 로딩된 후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및 실행 가능한 이미지

(200)과 같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요컨대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메모리(180)에 로딩되기 전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분석하고, 실행 가

능한 이미지(100)에 관하여 기준 디지털 서명(reference digital signature)을 발생시킨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로

딩된 후에,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변질(tamper)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도록 진정성 디지털 서명

(authenticity digital signature)을 발생시킨다. 부가하여,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와의 바인딩(binding)

이 다른(another) 실행 가능한 이미지에 부적절하게 다시 관련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이미지 100과 실행

가능한 이미지 200 사이의 바인딩을 시험한다.

도 3은 동적으로 링크된 라이브러리(DLL)로서 수립되고, 저장 장치(105)(도 1) 상에 저장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한 실시예의 내부 구조를 더 상세하게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는 헤더 섹션(300), 코드 섹션(304), 데이터 섹션(308), 임포트 테이블(import table), 재배치 테

이블(relocation table; 312), 및 익스포트 테이블(export table)을 포함하는 다수의 섹션들을 포함한다. 또한, 실행 가능

한 이미지(100)가 아래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다수의 포인터들을 포함하는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인터

는 메모리(108)(도 1)에 관하여 절대적으로 또는 다른 위치(location)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메모리(108) 내의 위치를 지정

하는 기준(reference)이다.

헤더 섹션(300)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내에 있는 테이블들 및/또는 다른 섹션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코드

섹션(304)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위한 컴파일된 기계 코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코드 섹션(304)은 컴퓨터(90)(도

1)를 위한 기계 명령들(machine instructions)을 포함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드 섹션(304)은 실행 가능한 이미

지(100) 외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내의 다른 섹션들을 참조하는 명령들을 포함한다. 블록(320)에 의해 도

시된 바와 같이, 코드 섹션(304)은 글로벌 변수(global variable) "i"에 "2"를 할당하는 명령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행 가

능한 이미지(100)가 아직 메모리(108)(도 1)에 로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 장치(105)(도 1) 상에 저장된 변수 "i"의 실

제 어드레스(actual address)는 메모리(108)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더욱이, 코드 섹션(304)은 함수 f00()을 호출하는 명령

을 포함한다. 프로시져 foo()에 대한 호출은 임포트 테이블(312) 내의 위치를 참조하는 임포트 포인터를 포함한다.

데이터 섹션(308)은 코드 섹션(304)에서 확인된 임의의 글로벌 변수의 콘텐츠를 저장하는데 이용된다. 임포트 테이블

(312)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다른 실행 가능한 이미지에 접속함에 있어 프로그램 로더(208)(도 2)를 보조하기 위

한 다양한 아이템의 정보를 포함한다. 임포트 테이블(312)은, 다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에 의해 유지되는 프로시져들 각

각에 대한 명칭과 같은 식별자,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명칭, 및 외부적으로 유지되는 프로시져들의 어드레스를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외부 포인터들을 포함한다. 저장 장치(105)(도 1) 상에 저장되는 임포트 테이블(312)은 프로시져 foo()의 메

모리 어드레스를 아직 참조하지 않는다.

재배치 테이블(relocation table; 316)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로딩 시 "픽스업(fixing-up)"될 필요가 있는 코드 섹

션(304)의 부분들 각각의 위치를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 픽스업은 임의의 미정의 포인터들(unresolved

pointers)이 적절한 데이터 및/또는 코드 위치들을 참조하도록 메모리에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수정하는 프로세스

를 가리킨다. 포인터가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해 픽스업된 후, 그것은 선택된 어드레스에 "바인딩 되었다"고 한다.

익스포트 테이블(320)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의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프로시져들 각각을 나타낸다. 실행 가

능한 이미지(100)가 로딩 및/또는 링킹 프로세스(linking process)를 보조하는 다른 테이블 또는 디버그 정보(debug

information)와 같은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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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204)(도 2)는 저장 장치(105) 상에 저장될 때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관한 기준 디지털 서명을 결정한다. 기준

서명을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는 도 6과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프

로그램 로더(208)(도 2)에 의한 픽스업을 필요로 하는 임의의 포인터들을 배제한 전체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관한 기

준 디지털 서명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한 픽스업을 필요로 하는

임의의 어드레스들을 배제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임포트 테이블(312) 및/또는 코드 섹션(304)과 같은 선택된 섹션

들에 관한 기준 디지털 서명을 결정한다.

도 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200)에 관하여 픽스업된 후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변수 "i"에 대한 데이터 포인터는 재배치 테이블(316) 내에 포함된 픽스업 정보에 따라 데이터 섹션

(308) 내의 어드레스에 바인딩된다. 또한, 임포트 테이블(312)에서의 외부 포인터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200)에 바인딩된

다. 제 2 실행 가능한 이미지(200)의 익스포트 테이블 내의 참조된 어드레스에서의 익스포트 포인터(export pointer)는 실

행 가능한 이미지(200) 내에 존재하는 프로시져 foo()의 실제 위치에 바인딩된다.

픽스업된 후에, 확인기(204)(도 2)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관하여 다양한 진정성 조사들을 실행한다. 이들 진정성

조사들의 각각은 도 5 및 도 6과 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기술된다. 요약하면, 확인기(204)는 다음 기술된 기능들을 실행한

다.

첫째로, 확인기(204)는 기준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키는 데 이용된 것과 동일한 어드레스에 관한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결

정한다. 진정성 디지털 서명이 기준 디지털 서명과 상이하면, 확인기(204)(도 2)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변질되었다

고 가정한다.

둘째로, 확인기(204)는 임포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어드레스들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임포트 테이블

(312)의 바인딩들 각각을 시험한다. 임포트 테이블이 부적절하게 수정되면, 선택된 함수에 대한 호출은 실행 가능한 이미

지(100)의 제공자에 의해 의도된 루틴 이외의 신뢰되지 않은 루틴(untrusted routine)에 재 라우팅(rerouted)될 수 있다.

그런 신뢰되지 않은 루틴은 오류(false) 또는 다른 해로운 데이터(injurious data)를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우연히 또

는 고의로 리턴할 수 있다.

도 5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스테이트 600에서, 확인기

(204)(도 2)는 실행 가능한 모듈(100)(도 1)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요청은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해 발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은 오퍼레이팅 시스템(95)(도 1)에 의해 발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은 확인기(204)에서의 루틴에 의해 발생된다.

스테이트 604로 계속하면, 확인기(204)(도 2)는 픽스업을 필요로 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내의 포인터들 각각을 식

별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서 선택된 섹션들만의 진정성이 결정되면, 확인기(204)는 실

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선택된 섹션들 내에 포함된 포인터들만을 식별한다. 예컨대, 확인기(204)는 코드 섹션(304)(도

3) 또는 임포트 테이블(312)(도 3) 내에 포함된 포인터들만을 식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이들 포인터들(도 3) 각각을 식별하도록 재배치 테이블(316)을 파싱(parse)한

다. 도 3에 관하여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배치 테이블(316)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기초에 대해 상대적인 어드

레스의 위치를 나타낸다. 재배치 테이블(316)을 조사함으로써, 확인기(204)는 코드 섹션(304)의 어느 부분들이 로딩 동안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스테이트 608로 계속하면, 확인기(204)(도 2)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도 1)에 관한 기준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킨다.

본 명세서에 이용된 디지털 서명은 데이터의 선택된 세트의 콘텐츠를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도 포함하

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디지털 서명은 서명되는 데이터의 선택된 세트의 완전한 카피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서명은 데이터의 선택된 세트에 적용된 해싱 함수(hashing function)의 결과들을 또한 포함할 수 있

다. 또한,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 증명(digital certificate)일 수 있다. 임의의 다수의 표준 해싱 함수들 중 하나가 기준 디지

털 서명을 발생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테이트(state) 60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604)는 프로그램 로더(208)(도 2)에 의한 픽스

업을 필요로 하는 임의의 어드레스들을 배제한 전체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콘텐츠에 기초한 기준 디지털 서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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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한 픽스업을 필요로 하는 임의의 어드레스들

을 배제한 임포트 테이블(312) 및/또는 코드 섹션(304)과 같은 선택된 섹션들의 콘텐트에 기초하여, 기준 디지털 서명을

결정한다.

스테이트 612로 진행하면, 확인기(204)(도 2)는 나중의 검색을 위해 기준 디지털 서명을 저장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서, 확인기(204)는 저장 장치에 기준 디지털 서명을 저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자원 테이블(도

시 안됨)과 같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선택된 섹션에 기준 디지털 서명을 저장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준 디지털 서명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추가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준 디지털 서명은 데이터베이

스, 웹 서버에, 또는 네트워크(122)(도 1) 상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기준 디지털 서명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컴퓨터(90)에 제공되기 전에 생성된다. 이 실시예에서, 기준 디지털 서명은 상술된 방식들 어느것에 의해서

도 발생될 수 있다.

다음 스테이트 614에서, 확인기(204)(도 2)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메모리(108)(도 2)에 프로그램 로더(208)에 의

해 로딩된 후 또는 그 전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진정성 서명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확인기(204)는 스테이트

608 동안 확인기(204)에 의해 적용되었던 해싱 함수를 다시 적용한다.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가 요청되

는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선택된 조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타이머의 종료,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진정성 자체

테스트, 컴퓨터(90)(도 1)의 휴지 시간(idle time)과 같은 경우 등에,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결정 스테이트 618로 계속하면, 확인기(204)(도 2)는 기준 디지털 서명(스테이트 608에서 발생된)이 진정성 디지털 서명

(스테이트 614에서 발생된)과 매칭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디지털 서명이 진정성 디지털 서명과 매칭하지 않으면,

확인기(204)는 스테이트 622로 진행하여 보안 경보(security alert)를 시작한다. 스테이트 622에서, 확인기(204)는 복수

의 기능들, 예컨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언로딩(unload), 저장 장치(105)(도 1)로부터 메모리(108)(도 1)로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새로운 카피의 로딩, 네트워크(122)로부터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새로운 버전의 로딩, 저장

장치(105)로부터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삭제, 컴퓨터(90)(도 1)에 존재하는 사용자에 대한 경고의 디스플레이, 네트

워크(122)를 통한 원격 컴퓨터(도시 안됨)로의 에러 메시지의 송신, 또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의해 실행된 하나 이

상의 액션들의 비실행(undo) 등과 같은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

결정 스테이트 618을 다시 참조하면, 확인기(204)(도 2)가 기준 디지털 서명이 진정성 디지털 서명과 매칭하는 것으로 결

정하는 경우, 확인기(204)는 종료 스테이트 624로 진행한다. 실시예에 따라서, 확인기(204)(도 2)는 선택된 조건들의 발

생 시,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재결정하도록 스테이트 614로 리턴할 수 있다.

도 6은, 도 2에 도시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 중 하나의 진정성을 조사하는 동안, 도 2의 확인기(204)에 의해 실행되는 다

른 프로세스를 도시하는 흐름도이다. 도 6에 의해 실행된 프로세스는, 도 5에 의해 실행된 프로세스와 구별되고, 도 5에 의

해 실행된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또는 관련하여 실행될 수 있다. 특히, 도 6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에서의 포인터들 각각이

적당한 위치에 바인딩됨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도시한다. 다음 텍스트는 코드 섹션(304)에서의 임포트 포인터들 및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임포트 테이블(312)에서의 익스포트 포인터들에 관한 진정성 조사 프로세스를 기술한다. 그러

나, 유사한 프로세스가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 내의 다른 타입의 포인터들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트 700을 시작하면, 확인기(204)(도 2)는 요청자로부터 실행 가능한 모듈(100)(도 1)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요

청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요청자는 프로그램 로더(208)(도 2)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95)(도 1)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자는 컴퓨터(90)(도 1) 상에 실행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도시 안됨)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요청자는 확인기(204) 내의 루틴이다. 또한, 요청은 하나 이상의

선택된 조건들의 발생하는 경우 요청자들 중 하나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상기 선택된 조건들은 예컨대, 타이머의 종료,

컴퓨터(90)(도 1)에 관한 휴지 시간의 검출, 및/또는 은행거래와 같은 중요한 동작의 실행 전 등을 포함한다.

스테이트 704로 계속하면, 확인기(204)(도 2)는 코드 섹션(304) 내의 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을 식별한다. 본 발명의 한 실

시예에서, 확인기(204)는 이들 임포트 포인터들(도 3) 각각을 식별하도록 재배치 테이블(316)을 파싱한다.

다음에, 스테이트 708에서, 확인기(204)(도 2)는, 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이 임포트 테이블(312) 내의 위치에 바인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코드 섹션(320)내의 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을 조사한다. 이 스테이트에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서, 확인기(204)는 임포트 테이블(312)의 헤더(300)를 판독하여 시작 및 종료 어드레스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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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이 임포트 테이블(312)(도 3) 내의 위치에 바인딩되지 않으면, 확인기(204)(도 2)는 스테이트 714로

진행하고, 확인기(204)는 보안 경보를 개시한다. 스테이트 714에서, 확인기(204)는 복수의 기능들, 예컨대 실행 가능한 이

미지(100)의 언로딩, 저장 장치(105)(도 1)로부터 메모리(108)(도 1)로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새로운 카피의 로

딩, 저장 장치(105)로부터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의 삭제, 컴퓨터(90)(도 1)에 존재하는 사용자에 대한 경고의 디스플레

이, 네트워크(122)를 통해 원격 컴퓨터(도시 안됨)에 에러 메시지의 송신, 또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100)에 의해 실행된 하

나 이상의 액션들의 비실행 등과 같은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 프로세스 흐름은 종료 스테이트 715로 이동하고 종료한

다.

결정 스테이트 712를 다시 참조하면, 확인기(204)(도 2)가 코드 섹션(304) 내의 임포트 포인터들 각각이 임포트 테이블

(312)(도 3)에 바인딩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확인기(204)는 스테이트 716으로 진행한다. 스테이트 716에서, 확인기

(204)는 임포트 테이블(312) 내의 외부 포인터들 각각을 식별한다.

스테이트 720으로 진행하면, 확인기(204)(도 2)는 임포트 테이블(312)(도 2) 내의 외부 포인터들의 바인딩 위치들을 결정

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확인기(204)에 의해 유지되는 외부 포인터 테이블(도시 안됨)에 바인딩 위

치들을 저장한다.

결정 스테이트 722로 계속하면, 확인기(204)는 외부 포인터들의 바인딩 위치들이 임포트 테이블(312)(도 2)에 의해 식별

되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 중 하나 이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포트 테이블(312)에 의해

식별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은 총괄적으로 익스포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exporting executable images)이라고 불린

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확인기(204)는 메모리(108)(도 1) 내에 익스포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오

퍼레이팅 시스템(95)(도 1)을 호출한다. 예컨대, Windows 95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명칭이 주어진 실행 가능한 이미지

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리턴하는 "GetModuleHandle()"로 명명된 프로시져 호출을 제공한다. 베이스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확인기(204)는 익스포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다른 섹션들뿐만 아니라 헤더의 위치들을 식별할 수 있다.

스테이트 722를 다시 참조하면, 확인기(204)가 외부 포인터들 각각이 익스포트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에 바인딩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확인기(204)는 위에 더 상세하게 기술된 스테이트 714로 진행한다. 그러나, 확인기(204)가 외부 포인터

들 각각이 익스포트 실행 가능 이미지들에 바인딩된 것으로 결정하면, 확인기(204)는 종료 스테이트 715로 진행하고 종료

한다.

유리하게, 본 발명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진정성의 정적, 동적 및 런타임 증명을 가능하게 하고,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소스 또는 객체 코드에 대한 변화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실행 가능한 이미지가 진정한 것이고 그것이 로딩된 후

에 변질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기준 디지털 서명이 결정된 후에, 확인기(204)는 데이터 객체가 수정되지 않음을 보증하

기 위해 진정성 디지털 서명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확인기(204)는 실행 가능한 이미지에서의 포인터들 각

각이 정확한 위치에 바인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코드 섹션(304) 내의 데이터 포인터에 관하여, 확인기(204)는 데이터 포인터가 데이터 섹션(308) 내의 위치를 참

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치 테이블(316)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임포트 테이블(312) 내의 외부 포인터

에 관하여, 확인기(204)는 외부 포인터는 그 명칭이 임포트 테이블(312)에 포함되어 있는 신뢰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참

조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명칭이 프로그램 로더(208)(도 2)에 의해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기(204)는 신뢰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의 명칭이 기준 및 진정성 디지털 서명들의 이용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음을 또한 보

증할 수 있다.

비록 상술된 설명이 다양한 실시예들에 추가된 것처럼 본 발명의 새로운 특징들을 도시하고, 기술하고, 지적하였을지라도,

예시된 장치 또는 프로세스의 형태 및 상세들에서 다양한 생략들, 대용들, 및 변화들이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은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앞의 상세한 설명이 아니라 첨부된 청구항들

에 의해 지시된다. 청구항들과 동등한 의미 및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변화들은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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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스들로부터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수신하는데 적응되는 본 발명의 컴퓨터를 도시하는 블록

도.

도 2는 도 1의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의 진정성을 결정할 수 있는 확인기

(validator)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3은 도 2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 중 하나의 내부 구조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4는 로딩 프로세스 후에 링크되는 도 2의 2개의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 중 하나의 진정성 조사 동안 도 2의 확인기에 의해 실행된 프로세스를 도시하

는 흐름도.

도 6은 도 2에 도시된 실행 가능한 이미지들 중 하나의 진정성 조사 동안 도 2의 확인기에 의해 실행된 다른 프로세스를 도

시하는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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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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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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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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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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