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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암호화 시스템을 구비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57) 요약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3), 데이터를 호스트와 송수신하는 인터페이스 섹

션(7), 및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3)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비휘발성 메모리(3)으로부터 데이터를 송신하는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을 포함한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공개 키 및 개인 키 쌍(pair)을 생성하는 집적 회로(13)를 더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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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외부로 상기 키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전송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호스트는 상기 호스트가 수신하는 데이터가 옳은 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상기 휴대용 데

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호스트가 옳은 데이터를 수신하였는 지를 검증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들 간에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섹션;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고,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마스터 컨트롤 유닛; 및

적어도 하나의 키(key)를 생성하는 집적 회로 수단을 포함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서,

상기 장치는, 호스트로부터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이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커맨드(command)를 받자마

자,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을 이용하여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고, 상기

집적 회로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키를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을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장치는 또한,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상기 호스트에 의해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상

기 생성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고 이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호스

트로부터 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키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되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생성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생성된 상기 디지

털 서명을 검증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3.

제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은, 해시 결과를 생성하도록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해싱하며, 상기 생성된 키를 이용하여 상기 해시 결과

를 암호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4.

제1 항 내지 제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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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키는 공개 키 및 개인 키 쌍(pair)의 어느 한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의 검증은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 수단에 의해 생성된 상기 키는 공개 키 및 개인 키 중의 하나이고,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요

청된 데이터 및 상기 개인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집적 회로 수단은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공개 키를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외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데이터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이용자 데이터 및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생물측정학

적 센서로부터 얻어진 생물측정학적 데이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8.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9.

제1 항에 있어서,

생물측정학적 센서를 이용하여 수신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와 사전에 저장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비교함에 의한 상기

이용자의 신원에 대한 생물측정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의 접근을

허락하는 생물측정학적 센서 및 검증 엔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0.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를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기 전에 압축하기 위해, 상기 데이

터내의 중복성(redundancy)을 이용하는 압축 알고리즘 및 상기 데이터를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전송 장치로부터 전송하기

전에 상기 데이터를 재생하는 복원(decompression) 엔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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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은 USB 커넥터 및 USB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통합된 USB 플러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은 호스트와의 무선 통신을 위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1 항에 있어서,

하우징을 갖되, 상기 하우징은 포인터로서 이용하도록 좁은 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5.

제1 항에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카메라; 및

오디오 데이터를 캡쳐(capture)하는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되,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은 상기 이미지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청구항 16.

제1 항의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및

호스트 컴퓨터를 포함하되,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을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 커맨드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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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키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되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생성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서

명을 검증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호스트는 상기 개인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18.

제16 항에 있어서,

상기 집적 회로 수단은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하나로서 상기 생성된 키를 생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 및 상기 개인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집적 회로 수단은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공개 키를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외부로 전송하되,

상기 호스트는, 상기 호스트가 수신한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

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19.

호스트들 간에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저장된 상기 이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상기 호스트로부터의 지시

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얻는 단계;

상기 요청된 데이터 및 상기 생성된 키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및 상기 호스트 중의 하나에서 상기 생성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서

명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서명을 각각 다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및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각각 다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및 호스트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상기 호스트에 의해 정확하게 수신되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 상기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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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키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되

며, 상기 생성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생성된 상기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도록 상기 휴

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가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0 항 또는 제2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은, 해시 결과를 얻도록 상기 수신된 데이터를 해싱하고, 상기 생성된 키를 이용하여 상기 해시 결과를 암

호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키는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쌍(pair) 중의 개인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

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서명의 검증은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키는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하나로서 생성되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요청된 데이터 및 상기 개인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공개 키를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외부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12655

- 6 -



상기 호스트가 수신한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가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 항 또는 제26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데이터는,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이용자 데이터 및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생물측정

학적 센서로부터 얻어진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

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데이터는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상기 호스트로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19 항에 있어서,

사전에 저장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와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를 이용하여 수신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비교함에 의해

상기 이용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상기 검증이 있자마자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의 접근을 허

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19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상기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장치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데

이터 내의 중복성을 이용하고, 상기 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데이터가 요청되자 마자, 상기 데이터를 재생하고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휘발성 고체 상태 메모리를 갖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암호화 능력을 갖

는, 그러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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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비휘발성 고체 상태 메모리 유닛을 구비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영역에 많은 발전이 있

었다. 이 분야의 독창적(seminal) 특허출원인 "PCT/SG2000/000029(발명의 제목: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Portable

Data Storage Device))"는 인테그럴(integral) 수(male) USB 플러그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소켓으로 바로 꽂을 수 있는 메

모리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상기 장치의 크기는 예를 들어, 완전히 주먹으로 감쌀 수 있어서 휴대가능한 정도의 크기이다.

상기 장치는, 자기 디스크 또는 CD-RW 디스크처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며, 상기 데이

터를 다른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scheme)에 관한 많은 개선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PCT/SG2002/000047은, 지문 센서와 같은 기

본적(integral) 생물측정학적(biometric) 센서에 의해 신분이 인증된 이용자에게만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 내의 데이터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기술하고 있다.

PCT/SG2002/000086은,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엔진을 포함할 수 있어서, 상기 장치의

유효 데이터 저장 능력(즉, 상기 장치가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이용자 데이터의 양)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의 명목상의(nominal) 용량보다 커진 것을 기술하고 있다.

싱가폴 특허출원 200400358-8호는, 비디오를 플레이하기 위한 비디오 재생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디오 이미지

를 기술하는 데이터 저장에 적합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시한다.

PCT/SG2001/000136은 데이터를 수신하고 계속적으로 재생(regenerate)하기 위해 호스트와 무선(wireless) 통신(예를

들어, 라디오)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시한다. 따라서, 상기 장치는 상기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간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PCT/SG2003/000152는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가 포인터(pointer)

를 구비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데이터 입력 장치로서 동작시키도록 개선시킨 시스템을 개시한다.

PCT/SG2003/000033은 인터넷 또는 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

성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시한다.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상기 장치 내에 사전에 저장되고 상기 이용자

와 관련된 공개 키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참조문헌 모두의 내용이 본 명세서에 전체로서 통합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많은 문헌들이 편리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개시하였으나, 보안에 관한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장치와

호스트 간에 전송되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고 변경하는 장비(equipment)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손에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가 넘어가는 경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나오는 데이터는 호스트에 도달하기 전에 변경

될 염려가 있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은 새롭고 유용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호스트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섹션, 및 상

기 비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비휘발성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마스터 컨트롤 유닛(master

control unit)을 포함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이다. 호스트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는 커맨드(command)를 받자마자,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메모리 내에 저장된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상기 인터페이스 섹션을 이용하여 상기 호스트

로 보낸다. 상기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키(key)를 생성하는 집적 회로 수단(integrated circuit means)을 더 포함하고, 상

기 장치는 상기 키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첫 실시예로서, 상기 생성된 키는 암호화된 형식으로 전송된다. 상기 생성된 키는, 상기 집적 회로 수단에 의해

생성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는 상기 암호화된 생성 키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는 부가적으로 상기 비밀 키를 저장하

도록 구성되며, 상기 암호화된 생성 키를 해독하는데 상기 비밀 키를 이용한다. 다음으로, 상기 호스트는 상기 생성된 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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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디지털 서명을 생성시키는데 이용한다. 상기 디지털 서명은 상기 디지털 서명이 상기 데이터를 이용

하여 생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로 전송된다. 따라서, 상기 장치는 상기 호스트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

의 흠없음(integrity)을 증명할 수 있다.

상기 비밀 키로의 접근없이 개인 키를 재생시킬 수 없고, 상기 개인 키로의 접근없이 상기 디지털 서명을 발생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3자도, 예를 들어,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나오는 신호 또는 상기 휴대용 저장 장치로

전송되는 신호를 제어하는 식으로 상기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없다. 상기 데이터가 전송되는 때마다의 상기 개인 키가 다

르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데이터의 첫 전송과 함께 상기 호스트로부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 전송된 상기 디지

털 서명이 한 번만 유효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될 수 없으며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 계속해서 전송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데이터 및 상기 개인 키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의 생성은 해시(hash)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를 먼저 해싱(hashing)하고 상기 생성된 키를 이용해 상기 해시 결과를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식으로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로부터 전송될 수 있다. 편리하게는, 상기 데

이터는 상기 생성된 키나 상기 비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며, 선택적으로(또는, 부가적으로) 상기 데이터는 어떤 독립적

인 방식으로 암호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생성된 키는 공개 키(public key)와 개인 키 쌍(pair) 중의 개인 키다. 상기 디지털 서명의 검증은 선택적

으로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 번째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두 키(key)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장치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 및 개인 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며,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공개

키를 상기 장치로부터 전송한다. 상기 장치가 상기 서명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상기 호스트가 수

신하였음을 검증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는 상기 공개 키를 이용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메모리로부터 추출된 상기 요청된 데이터는, 상기 장치의 생물측정학적 센서로부터 얻은 생물측정학적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로 보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명세서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기재된 데이터 저장 장치들의 특성들을 통합할 수 있다.

특히, 상기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이용자의 신분에 대한 생물측정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상기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의 접속을 허용하는 생물 측정학적 센서 및 검증 엔진(가능하게는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의 일

부)을 포함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로부터 얻은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는 상기 장치로부터 전송되어 나온

데이터(바람직하게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에 지

문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압축하기 위해 상기 장치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 내의 중복

(redundancy)을 활용하는 압축 알고리즘 및 상기 장치로부터 전송되기 전에 상기 데이터를 재생하기 위한 복원

(decompression) 엔진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장치의 인터페이스 섹션은 예를 들어, 그 자체가 하나의 물리적 유닛으로 형성된 상기 저장 장치에 통합된 USB

플러그 또는 무선 데이터 연결을 이용한 USB 연결(connection)일 수 있다.

상기 장치의 하우징은 포인터로서의 용도를 가지도록 좁은 끝을 가지는 형태와 같은, 여러 물리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카메라나 오디오 사운드를 캡쳐(capture)하는 마이크로 폰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미지나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호스트에 전송되기 전에 상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데이터 저장 장치 및 호스트에 의해 함께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또는 (예를 들어, 호스트와 호환되는) 데이터 저

장 장치로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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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장치는 통상적으로 하우징 내

의 필수(integral) 유닛으로 형성된다. 상기 장치는 마스터 컨트롤 유닛(1), 비휘발성 메모리 유닛(3)(통상적으로, 하나 이

상의 플래쉬 메모리 유닛을 구비한 플래쉬 메모리) 및 지문 센서와 같은 생물측정학적 센서(5)를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개인 컴퓨터 또는 다른 컴퓨팅 시스템과 같은 외부 호스트와 통신하기 위한 데이터 송수신 섹션(7)을 더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송수신 섹션(7)은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하나의 형태로, USB 플러그와 같은 USB 커넥터(9) 및 상기

USB 커넥터(9)와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 사이의 USB 인터페이스 장치(11)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인터페

이스 장치(11) 및 커넥터(9)는 USB 2.0 표준 또는 장래에 개발될 수 있는 더 빠른 표준에 따라 동작한다. 예를 들어, 상기

USB 커넥터(9)는 상기 호스트의 암(female) 소켓으로 직접 삽입하도록(즉, 케이블 없이) 도 1의 상기 저장 장치의 나머지

부분과 통합적으로 형성된 수(male) USB 플러그일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기 커넥터(9)는 파이어와이어

(Firewire) 플러그와 같은 소켓으로의 삽입을 위한 다른 형태의 수 커넥터일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섹션(7)은 상기 호스트로의 무선 데이터 송수신(예를 들어, 상기 호스트와 상기 저장 장치간의 물리적 접촉

없는)을 위한 섹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플러그(9)는 안테나로 대체되며,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11)는 데이

터의 무선 송수신을 위해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치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두 유닛은 WLAN 또는 블루투스

(Bluetooth)와 같은 무선 표준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동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도,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섹션(7)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받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데이터 패

킷은 커맨드(commands) 및 데이터(가능하게는 아래에 기술되는 바와 같이 암호화된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커맨드에 따라,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메모리(3)에 상기 데이터를 저장시킨다. 상기 데이터가 저장되는

상기 메모리 내의 위치는 커맨드에 따라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

에 의해 수신된 커맨드에 따르면, 상기 유닛(1)은 상기 메모리(3)로 하여금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마스터 컨

트롤 유닛(1)으로 전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은 상기 데이터(바람직하게는, 아래 기술되는 바와

같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패킷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기 섹션(7)을 통

해 상기 장치의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메모리(3)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32 메가 바이트 또는 적어도 64 메가 바이트의 데이터 저장 용량을 가지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28 메가 바이트, 적어도 256 메가 바이트, 적어도 512 메가 바이트 또는 적어도 1 기가 바이트와 같

이 큰 데이터 저장 용량을 갖는다.

보통,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은 (보통 초기화동안) 상기 장치의 롬(ROM) 메모리(도시되지 않음)로부터 또는 상기 비휘

발성 메모리(3)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래머블 집적 회로이다.

PCT/SG2002/000047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5)는 상기 장치의 이용자인 개인으로부터 생물측

정학적 데이터(예를 들어, 지문)를 수신하고, 상기 개인을 식별한다.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메모리(3)에 저장

되어 있는 데이터와 같은, 상기 장치 내에 위치한 사전에 저장된 데이터와 상기 생물측정학적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동작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개인 키(여기서, K로 정의됨) 및 공개 키(여기서, Z로 정의됨)의 한 쌍의 비대칭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집적 회로 수단(13)을 더 포함한다. 상기 집적 회로 수단(13)은 하나의 집적 회

로("스마트 카드")이거나 본 발명의 일부의 실시예로서 하나의 집적 회로로서 함께 동작하는 많은 수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집적 회로들일 수 있다. 상기 집적 회로 수단은 상기 과정을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의 지시(instructions)에 수행하며,

생성된 키들을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으로 전송한다.

상기 집적 회로(13)는 알려진 "스마트 카드"일 수 있다. 즉, 상기 집적 회로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보안 분야에서 알려진 설

계에 따를 수 있다. 상기 카드들의 상기 다양한 보안 특성들은 상기 집적 회로(13)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집적

회로(13)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집적 회로내에 저장된 비밀 키에 접근하거나 상기 키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등으로 상기

집적 회로를 손상하는 어떠한 시도가 있는 경우 상기 집적 회로가 동작하지 않도록(및 상기 집적 회로가 동작하지 않음으

로써 상기 데이터 저장 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변경 방지(tamper-proof)식으로 구현된다.

통상, 상기 집적 회로(13)는 상기 키 쌍이 랜덤(random) 숫자 생성기의 다른 랜덤 출력에 따라 생성되는 때마다 다르도록

랜덤 숫자 생성 유닛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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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는 여기서 "i"로 정의되고, 사전에 정해진 "비밀 키"를 더 저장한다. 이는 예를 들어 상기 메모리(3)에 저장될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집적 회로(13)에 저장될 수 있다. 좌우간에, 상기 키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장치를 동작하지 않도록

함이 없이 상기 장치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힘들도록 저장된다.

이제부터, 상기 장치의 네 가지 모드의 동작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인 장치들 중의 특정 장치들은 이러

한 모든 동작 모드들을 수행할 수 있는 데 반해, 다른 장치들은 한 가지만 수행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간단함을 위해 상기의 동작 모드들은,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7)을 이용하여 사용자 신분을 검증하는 상기 개념없이 기술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 기술된 프로세스들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 데이터가 상기 장치로부터 요청된 이

후) 상기 장치가 상기 프로세스들의 다른 스텝을 수행하기 전에,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7)가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입

력받고, 상기 장치에 사전에 저장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와 함께 상기 데이터를 인증하는 스텝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상기 호스트에 의해 수신한 데이터의 장치에 의한 검증

이 모드의 동작에서, 상기 장치는 상기 비밀 키로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장치는 상기 호스트가

상기 데이터를 제대로 수신하였음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비밀 키는 상기 호스트의 내부에 또는 상기 호스트만의

고유의 리소스에 둘 수 있다.

상기 절차의 스텝들은 다음과 같고,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첫 스텝으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모리(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요청된 데이터", A로 정의함)의 수신을 요청하는 신

호를 상기 장치로 보낸다(스텝 1). 그에 대한 대응으로,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집적 회로(13)가 공개 키Z 및

개인 키K를 생성하도록 지시한다(스텝 2).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비밀 키i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 키K를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개인 키K를 상기 호

스트로 전송한다(스텝 3). 상기 장치는 상기 호스트에 의해 요청된 상기 데이터를 전송한다(스텝 4). 상기 요청된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상기 호스트에 전송되기 전에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에 의해 예를 들어 상기 공개 키Z를 이용하여 부호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기 부호화는 상기 개인 키 K를 이용하거나 예를 들어 비밀 키 i를 이용한 대칭 암호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방식으로서,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두 번째 셋트를 생성하고, 상기 호스

트가 복호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i를 이용하여) 부호화된 상기 두 번째 셋트의 개인 키를 전송하고, 상기 호스트가 상

기 두 번째 셋트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해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셋트의 공개 키를 이용하여 부호화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비밀 키 i는 상기 장치 밖으로 전송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스텝 5로서, 상기 호스트는 이미 알고 있는 상기 비밀 키 i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 키 K를 복호화한다. 상기 공개 키Z를 이용

하여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암호화된 경우에, 상기 호스트는 K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스텝 6에서, 상기 호스트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상기 해독된 개인 키 K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 셋트를 이용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사항은 A'로 정의된 해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요청된 데이터의 해시된 버전을 생성하는 서브스

텝(스텝 6.1) 및 디지털 서명으로서 상기 해시 결과를 부호화하기 위해 상기 개인 키 K를 이용하는 서브스텝 (스텝 6.2)에

의해 수행된다.

스텝 7로서, 상기 디지털 서명은 상기 호스트에 의해 상기 장치로 보내진다.

스텝 8로서, 상기 장치(보통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 A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검증한

다. 상기 검증의 한 방법으로, 상기 장치가 A를 해시하여 A'를 생성하고(스텝 8.1), B'로 불리는 결과를 생성하도록 상기

공개 키 Z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해독하고(스텝 8.2), A'가 B'와 동일함을 검증한다(스텝 8.3). (상기 디지털 서명

을 검증하는 다른 방법으로, 상기 장치가 고유 버전의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도록 상기 요청된 데이터 A 및 상기 개인 키K

를 이용하고, 상기 호스트로부터 수신한 상기 디지털 서명이 상기 고유 버전의 디지털 서명과 같음을 검증한다.) 이 방법에

서는, 상기 공개 키 Z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상기 개인 키 K가, 공개 키/개인 키의 쌍중의 일부가 아니라 대칭 부호화에

이용되는 키인 경우에도 본 발명이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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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가 되지 않으면, 상기 호스트는 제대로 상기 데이터 또는 상기 개인 키를 수신하지 못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호스트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적어도 사전에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전송 실

패 절차를 수행한다.

도 2의 스텝들 중 일부의 순서는 전체 동작을 의미심장하게 변경함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텝 8.1은 상기 요청된 데이터가 상기 장치로 들어오자 마자 선택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상기 해시 결과 A'

는 상기 메모리(3)에 저장될 수 있다. 이는 상기 해싱 동작이 상기 동작이 요청될 때마다 수행되기 보다 한 번만 수행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기 장치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호스트에 의한 검증

이 동작 모드에서는, 상기 장치는 호스트(반드시 상기 비밀 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개체는 아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를 제대로 수신하였음을 검증할 수 있다.

상기 모드에서의 스텝들은 다음과 같으며,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첫 번째 스텝으로,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모리(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요청된 데이터", A로 정의됨)를 요청하는 신호

를 상기 장치로 보낸다. 그 대응으로,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집적 회로(13)에게 공개 키Z 및 개인 키K를 생성

할 것을 지시한다(스텝 2).

스텝 3으로서, 상기 장치(보통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상기 요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상

기 디지털 서명 생성은, 상기 요청된 데이터 A를 해시하여 A'를 생성하는 서브스텝(스텝 3.1)과 상기 개인 키K로 A'를 암

호화하는 서브스텝(스텝 3.2)에 의해 수행된다. 이후,상기 호스트는 상기 데이터,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공개 키 Z를 상

기 호스트로 전송한다(스텝 4).

상기 호스트는 상기 요청된 데이터 A가 상기 디지털 서명과 일치함을 검증하기 위해 상기 공개 키 및 상기 요청된 데이터

A를 이용한다(스텝 5). 예를 들어, 상기 검증은 해시 결과 B'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요청된 데이터 A를 이용하거나 결과 C'

를 생성하기 위해 공개 키Z를 이용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을 해독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B'가 C'와 같다면, 이는 상기 데

이터가 제대로 수신되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매우 힘든 계산 업무인, A가 상기 디지털 서명과 여전히 일치되도록 유

지하면서(또는, 사전에 설정된 다른 특성들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상기 A를 변경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해커는 상기 호스

트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동작될 파일인 경우, 상기 호스트가 수신한 파일이 상기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지 않는다면 상기 호스트는 상기 변경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시 값을 갖는 A의 대부분의 변경

들은 다른 방식으로 특성을 변경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의도했던 문맥내에서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해킹이 보다 어렵도록, 선택적으로 상기 공개 키 및 상기 파일 A는 별도로, 예를 들어, 최소한 사전에 정해진 간격에 의해

서로 차이가 나는 시각에 전송될 수 있다.

3. 상기 장치의 상기 두 번째 모드 동작의 개선된 버전

상기 장치의 두 번째 모드 동작의 변화는, 상기 호스트가 공개 키 I 및 개인 키 Z를 생성하는 부가적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

으로, 스텝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상기 장치는 공개 키 X 및 개인 키 Y를 생성한다.

2) 상기 호스트는 공개 키 I 및 개인 키 Z를 생성한다.

3) 상기 장치는 상기 공개 키 X를 호스트로 보낸다.

4) 상기 호스트는 상기 공개 키 I를 장치로 보낸다.

5) 상기 장치는 상기 메시지 A를 A'로 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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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장치는 상기 개인 키 Y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도록 암호화한다.

7) 상기 장치는 상기 공개 키 I와 함께 상기 디지털 서명 및 상기 데이터 A 를 다시 암호화하고,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 A 및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상기 호스트로 보낸다.

상기 호스트가 상기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아래의 스텝들이 수행된다.

1) 상기 호스트는 A 및 상기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개인 키 Z로 상기 디지털 서명을 해독할 것이다.(상기 호스트만

이 개인 키 Z를 갖기 때문에, 오직 상기 호스트만이 상기 해독을 수행할 수 있다.)

2) 상기 호스트는 상기 메시지로 상기 데이터를 해시할 것이다.

3) 상기 호스트는 상기 공개 키 X와 상기 디지털 서명을 해독할 것이다. 해독된 결과와 해시된 데이터가 매치된다면, 이는

상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커들이 상기 원래(original) 메시지 A에 접속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해커들은 상기 메시지를 해킹할 수 없다. 또

한, 이러한 구조는 상기 키 X 및 Y의 생성이 생략된 구조에 비교해서 부가적 레벨의 보안을 제공한다.

4. 생물측정학적 디지털 서명

상기 장치의 두 번째 모드의 동작의 다른 가능한 개선(refinement)으로, 상기 데이터 A는 반드시 상기 메모리(3)로부터 얻

어질 필요가 없는 데이터로 보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생물측정학적 센서(7)에 의해 수신된 생물측정학적 데이터

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장치에 의해 전송된 상기 생물측정학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신하였음을 상기 호스

트가 검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데이터 또한 상기 호스트로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으며, 상기 호스트는 상기 호스트가

접근하는 생물측정학적 데이터와 일치함을 검증할 수 있다.

이는, 전송된 상기 메시지가 상기 장치가 보낸 것이라는 것과 상기 메시지를 보낸 개인이 상기 호스트가 함께 동작할 것으

로 기대한 개인이라는 것을 모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히 편리하다.

지금부터는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에 나타낼 수 있으나, 상기 장치 내에 개인 키 및 공유 키의 생성을 적용하지 않는 두 선

택적 동작 모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호스트의 아이덴티티(identity)의 검증

이 경우, 상기 장치에는 권한있는 자(authority)(예를 들어, 상기 장치의 제조자)과 관련된 공개 키가 사전에 저장된다. 상

기 공개 키는 상기 권한있는 자와 관련된 공개 키 및 개인 키 쌍의 일부이나, 상기 장치는 상기 개인 키를 모른다. 상기 장치

를 호스트에 연결하자 마자, 상기 장치는 상기 호스트로부터 상기 권한있는 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 셋트

를 수신한다.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셋트가 상기 권한있는 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음(이는 종래 기술을 이용

하여 수행가능)을 검증하기 위해 상기 권한있는 자의 공개 키를 이용한다. 상기 과정이 한 번만 수행되면, 상기 장치는 상

기 호스트의 컨트롤에 따라 동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장치는 상기 메모리(1)의 어드민(admin) 영역을 포함할 수 있

으며, 검증된 아이덴티티를 갖는 호스트로부터 지시를 수신하자마자 상기 어드민 영역의 변경(modify)만을 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신원(identity) 검증

이 경우에, 상기 장치에는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 키가 사전에 저장된다. 상기 개인 키는 상기 사용자와 관련된 공개 키 및

개인 키의 쌍 중의 일부이다. 상기 장치를 호스트에 연결하자 마자, 상기 장치는 상기 이용자의 상기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 셋트를 상기 호스트로 전송한다. 상기 호스트는 상기 이용자의 공개 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상기

데이터 셋트가 상기 이용자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생성되었음(이는 종래 기술에 의해 수행가능)을 검증하기 위해 상기 이

용자의 공개 키를 이용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과정이 일단 수행되면, 상기 호스트는 상기 장치의 컨트롤에 따라 동작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상기 호스트가 재정 트랜잭션과 같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컴퓨터일 수 있으며, 상기 호스트는

상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신원이 검증된 장치의 컨트롤에 의한 트랜잭션 만을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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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단 하나의 실시예만이 기술되었음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개인 키 및 공유 키는 상기 방법의 스텝들을 통해 도 2 및 도 3에서 함께 생성되므로, 원칙적으로 상기 집

적 회로(13)는 사전에 개인 키 및 공유 키 쌍을 생성할 수 있으며,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은 필요할 때까지 예를 들어

상기 메모리(3)에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상기 마스터 컨트롤 유닛(1)이 도 2 또는 도 3의 스텝들의 순서의 일부로서 상기

개인 키 및 공유 키 쌍을 생성하기 보다, 상기 메모리로부터 상기 개인 키 및 공유 쌍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특징들이 다음의 도면들을 참고로 하여 설명만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인 장치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도 1의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첫 번째 방법의 단계들을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도 1의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두 번째 방법의 단계들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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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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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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