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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페이스상에서 콘텐츠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 인증 채널(SAC)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장치들 간의 인증을 요구

한다. 본 발명은, 제 1 장치(예를 들면, PC)가 자신을 도전/응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 2 장치(예를 들면, 주변 장치)에

인증시키고, 제 2 장치가 자신을 제로 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증시키는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바람직하게, 상기

제로 지식 프로토콜의 비밀은 스크램블(scarmble)되고 키-블록으로 암호화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안정 인증 채널, 제로 지식 프로토콜, 도전/응답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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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디지털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들의 데이터 정보를 위한 보편적인 캐리어들이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정보는,

예를 들면, 광 컴팩트 디스크들(CD들)에 널리 이용 가능하고, 또한 최근에 DVD는 배급 공유로 얻어지고 있다. 상기 CD 및

DVD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미지들, 및 오디오의 디지털 기록을 위한 일반 표준을 이용한다. 기록 가능한 디스크들, 고

체 메모리 등과 같은 부수적인 미디어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배급 시장에서 상당한 이득들을 얻고 있다.

아날로그 포맷에 비해 상당히 우세한 품질의 디지털 포맷은 비 인증된 복제 및 저작권침해에 실질적으로 더 쉽게 노출되

고, 또한, 디지털 포맷은 쉽고 고속으로 복제된다. 압축, 비 압축, 암호화, 또는 비 암호화되는지 간에, 디지털 데이터 스트

림의 복제는 데이터 품질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복제는 다-세대 복제(multi-generation

copying)에 관해 본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한편, 매 순차적인 복제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 손실을 갖는 아날로그 데이

터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및 대량 복제에 관해 제한적이다.

또한, 근래에는 디지털 포맷의 인기가 도래하여 복제 보호 및 DRM 시스템들과 방법이 압도되었다. 이들 시스템들과 방법

들은 암호화, 워터마킹 및 올바른 설명들(right descriptions)(예를 들면, 데이터 액세스 및 복제를 위한 규칙들)과 같은 기

술들을 사용한다.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은, 수신 장치가 컴플리언트 장치로서 인증되고, 상기 콘텐츠의 사용

자가 그 콘텐츠를 다른 장치로 전송(이동 및/또는 복제)할 권리를 갖는 경우에만, 컨텐츠가 장치들 사이에서 전송되도록하

는 것이다. 콘텐츠의 전송이 허용되면, 콘텐츠의 전송은 전형적으로, CD-ROM 드라이브와 개인용 컴퓨터(호스트) 간의 버

스와 같은 운반 채널로부터 유용한 포맷으로 컨테츠가 불법 포착될 수 없음을 보장하도록 암호화된 방법으로 수행될 것이

다.

장치 인증과 암호화된 콘텐츠 전송을 수행하는 기술은 가용하고, 안전 인증 채널(SAC)이라 한다. 다수의 경우들에서,

SAC는 공개 키 암호법에 기초한 인증 및 키 교환(AK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정된다. 국제표준 ISO/IEC 11770-3 및

ISO/IEC 9796-2와 같은 표준들, RSA와 같은 공개 키 알고리즘들 및 SHA-1과 같은 해쉬(Harsh) 알고리즘들이 종종 사

용된다.

공개 키 암호법은 상당한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호스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 그러나, CD-ROM 드라이브, 휴대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전화기와 같은 주변 장치인 경우에는, 리소스들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장치는 수용 가능 속도로 공개 키 시스템의 개인 키 연산들을 수행하도록 전용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한편,

공개 키 연산들은 전용 하드웨어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공개 키 암호시스템의 개인 키 연산들은 일반적으로 형태 gx mod N

의 계산들이며, 여기서, x, g, 및 N은 일반적으로 1,024 비트수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개 키 연산들은 동일한 형태이지

만, 여기서 x는 작은 값, 일반적으로, 3 또는 216+1로 제한된다. 이는 개인 키 연산들 보다 공개 키 연산들을 더 고속으로

실행시킨다.

호스트 및 장치 간의 SAC는 체인의 일부이며, 체인을 통해 발행자들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한다. 그러나, 시

스템 안전 분석은 전체 전달 체인을 고려해야 한다. 도 1은 이 명세서에서 고려되는 예시적인 전달 체인을 도시한다. 좌에

서 우로, 상기 전달 체인은 발행자(101), (일반적으로 사전-가공된) 광 디스크(102), 광 디스크 재생기(103), 호스트(104),

광 디스크 레코더(105), 및 제2 디스크(106)로 구성된다. 이 전달 체인은 발행된 디스크의 복제가 특정 환경하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인접한 참여자들 간의 통신 채널들(실선 화살표들로 표시됨)은 단방향 또는 양방향일 수 있다. 점선

화살표들은 콘텐츠가 전달되기 전에 인접한 참여자들이 서로 인증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발행자(101) 및 재생기(102)는

단방향 방송 암호를 사용한다. 레코더(105)도 마찬가지이다. 재생기(103), 호스트(104) 및 레코더(105)는 양방향 SAC를

사용한다.

상기 전체 전달 체인을 통해, 콘텐츠는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 인증받은 참여자들은 콘텐츠와 함께 해독 키를 수신한

다. 참여자는, 발행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참여자가 그 참여자를 인증할 수 있다면 인증된다. 상기 신뢰된 참여자는 암호화

된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상기 체인내 그 전임자(predecessor)를 인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호스트와 레코더

이외에도 재생기와 호스트는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SAC를 사용한다. SAC를 구축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인증

한다.

일반적으로, 유니버셜 비밀에 기초하지 않는 3가지 형태의 인증 프로토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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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방향 통신 채널들에 의해서만 지원되는 사파이어(Sapphire) SAC 구축 프로토콜과 같은 도전/응답 인증,

2. 양방향 채널들에서만 또한 지원되는 피아트-샤미르, 귈로우-퀴스쿼터, 및 쉬노르에 의한 프로토콜들과 같은 제로 지식

프로토콜들, 및

3. 단방향 및 양방향 채널들에 동작하는 방송 암호화이다.

방송 암호화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으로 인증은 콘텐츠 해독 키의 전송과 근접하게 연결된다. 이를 위해, 각 참여자는 고유

의 암호 키들의 세트를 갖는다. 여기서, 이들 키들은 비밀 키들이라 한다. 개별 비밀 키들은 다수의 참여자들의 세트들에

포함될 수 있다. 발행자는 콘텐츠 해독 키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 메시지는, 모든 참여자들의 서브 세트만이 콘

텐츠 키를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밀 키들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콘텐츠 키를 해독할 수 있는 참여자들은 암시적으

로 인증된다. 서브 세트에 없어 콘텐츠 키를 해독할 수 없는 참여자들은 인증 취소된다.

예를 들면, 발행자로부터 재생기로의 단방향 채널인 경우, 암호 키들의 계층적 트리(tree)에 기초한 방송 암호화 기술을 사

용할 수 있다. 방송 메시지는 EKB라 한다. EKB에 포함된 해독 키는 루트 키라 한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D.M.Wallner, E.J.Harder, 및 R.C.Agee에 의한 1999년 6월, Request For Comments 2627, "멀티캐스트용 키 관리:이

슈들과 아키텍쳐들"

·C.K.Wong, M.Gouda 및 S.Lam에 의한 1998년 Proceedings SIG-COMM, ACM Press, 뉴욕, 68-79 페이지, "키 그래

프들을 사용한 안전 그룹 통신들"을 참조한다.

지금, 이들 3가지 형태의 인증 및 그들의 장점들/단점들이 설명될 것이다.

공개 키 프로토콜

다음의 표기는 이 문서에 적용될 것이다.

·Px => X에 속하는 공개 키

·Sx => X에 속하는 개인 키

·C = E[K,M] => 암호문 C는 키 K로 메시지 M을 암호화한 결과이다.

·M' = D[K,C] => 평문 M'은 키 K로 C를 해독한 결과이다.

·CertA = Sign[SB, A] => 인증서 CertA는 개인 키 SB로 메시지 A를 서명한 결과이다.

도전/응답(Challenge/Response) 기반 공개 키 프로토콜

도전/응답 공개 키 프로토콜에서, 사용자 A(장치일 수 있음)는 사용자 B(또한 장치일 수 있음)에 자신을 인증시키기 원한

다. 이를 위해, A는 라이센싱 기관(LA;Licensing Authority)로부터 다음을 수신한다.

·공개-개인 키 쌍{PA, SA}(물론, 상기 LA는 또한 계산들이 완료된 유한 필드를 정의하는 모듈러스(modulus)를 선택한다.

간략하게, 이 매개변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 상기 공개 키 PA는 실제로 투플(tuple){PA, N}이다)

·인증서 CertA = Sign[SLA, A∥PA], 여기서, SLA는 LA의 개인 키이다.

모든 사용자들(A 및 B)은 라이센싱 기관(PLA)의 공개 키를 수신한다.

프로토콜은 도 2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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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자신의 식별자(여기서, 일련번호 A), 공개 키 PA, 및 LA로부터 그의 인증서를)를 B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B에게

인식시킨다.

2. B는 LA의 공개 키(PLA)를 사용하여, 인증서로부터 A의 공개 키 및 신원을 검증한다. 필요하다면, B는, A 및 PA가 취소

되지 않는지, 즉, 그들은 우량목록(whitelist)에 나타나는지 또는 불량목록(black-list)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검사한다. 그

렇다면, B는 랜덤 번호(r)를 생성, 이를 A로 보낸다.

3. A는 자신의 개인 키 SA로 r을 서명(암호화)함으로써 인증서(Certr)화하여 응답하고, 그 결과를 B로 리턴한다.

4. A의 공개 키 PA를 사용하여, B는 인증서의 콘텐츠가 단계 2에서 전송한 번호 r과 동일한지 검증한다. 그렇다면, A는 상

기 공개 키 PA에 속하는 비밀 키를 가짐, 즉 그가 A임을 입증한다.

단계 1은 단계 3까지 연기될 수 있으므로, 2 패스들(two passes)만이 요구된다. 상호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토콜은

단계들을 역으로 수행하는 엔티티들로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들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 단계

(1)에서 A는 자신의 식별자를 B에 제공하고, 이후, 단계(1)에서 B는 자신의 식별자를 A에 제공하며, 다른 단계들에 대해

서도 유사하게 상호 교환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의 변형 예는 B가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랜덤 번호(r)을 보내는 것이다. 이 후, A는 상기 수신된 번호(r)을

해독하고 이를 B로 리턴함으로써 자신의 비밀 키에 대한 지식을 증명(demonstrates)한다.

인증 이후에, 공용 키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방식들로 완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는 비밀 랜덤 번호(s)를 선택

하고 이를 PB로 암호화하고, 이를 B로 전달한다. B는 이를 SB에의해 S로 해독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들은 공용 키로서 s

를 사용할 수 있다.

적어도 상기 프로토콜은 양 당사자들로부터 하나의 개인 키 연산을 요구하고, 아마도 정확한 버스-키 구축 프로토콜에 따

라 둘 이상을 요구함이 명확하다.

제로 지식(귈로우-퀴스쿼터(Guillou-Quisquater)) 기반 공개 키 프로토콜

귈로우-퀴스쿼터(GQ) 기반 공개 키 프로토콜에서, 사용자 A는 자신을 B에게 인증시키기 원한다. 이를 위해, A는 라이센

싱 기관(LA)로부터 다음을 수신한다.

·공개-개인 키 쌍{JA, sA}(LA는 또한 공개 지수(public exponent;γ) 및 모듈러스 N을 선택하며, 모듈러스는 계산들이 완

료된 유한 필드를 정의한다. 간략하게, 이 매개변수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을 생략함)

·인증서 CertA = Sign[SLA, A∥ JA], 여기서, SLA는 LA의 개인 키이다. 모든 사용자들(A 및 B)은,

·상기 라이센싱 기관의 공개 키 PLA

·γ, 공개 지수 및 비밀 매개변수. γ는 일반적으로 216 또는 220임.

를 수신한다.

상기 프로토콜은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A는 랜덤 번호(r,r<N임)를 생성하고, T = rγ mod N를 계산한다. A는 자신의 식별자(여기서, 일련번호(A)임), 공개 키

(JA), LA로부터의 인증서 및 T를 제공함으로써 B에게 자신을 식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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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는 상기 LA의 공개 키PLA를 사용하여 상기 인증서로부터 A의 공개 키 및 신원을 검증한다. 필요하다면, B는 A 및 JA

가 취소되지 않는지, 즉, 그들이 우량 목록에 나타나거나, 대안으로 불량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검사한다. 그렇다면, B

는 {1, ..., γ-1}로부터 랜덤 번호(d)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A로 보낸다.

3. A는 D = r·(sA)d mod N을 구성함으로써 응답하고, 그 결과를 B로 리턴한다.

4. A의 공개 키 JA를 사용하여, B는, (JA)d·(D)γ == T mod N 인가를 검증한다. 그렇다면, A는 확률 1:γ로 sA를 알고 있음

을, 즉, A일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한다.

상호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프로토콜은 역으로 단계들을 수행하는 엔티티들로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단계들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선 단계(1)에서 그의 식별자를 제공하는 A를 B로 교환하고, 이후, 단계(1)에서 그의

식별자를 제공하는 B를 A로 교환하고, 다른 단계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상호 교환될 수 있다. 이 프로토콜의 변형 예들은

(페이즈(Feige-)) 피아트-샤미르(Fiat-Shamir) 및 쉬노(Schnorr) 제로-지식 프로토콜들이다.

상기 프로토콜은, 값비싼 지수들이 공개 키 연산에 비해 항상 비교적 작은 파워(수백 대신 3 내지 5 디지트들)를 포함하므

로 도전-응답 암호법 보다 훨씬 저렴하다. 개인 키 연산과는 달리, 이 프로토콜에 기초한 키는 공유될 수 없으므로, 결국 A

및 B는 비밀을 공유하지 못한다.

귈로우-퀴스쿼터 프로토콜은 미국특허공보 제5,140,634호(위임 문서번호 PHQ 087030)에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방송 기반 프로토콜들

방송 기반 프로토콜에서, 사용자 A는 그 자신을 다른 사용자 B에게 인증시키기 원한다. 결국, 상기 LA는 사용자 A에게

·A에 고유한 장치 키들{KA1,...,KAn}의 세트를 제공하고,

사용자 B에게는

·B에 고유한 장치 키들{KB1,...,KBn}의 다른 세트를 제공한다.

상기 LA는 사용자들 둘 다에게 이른바 "MKB"(CPRM/CPPM), "EKB"(Sapphire), "RKB"(BD-RE CPS), "KMB"(xCP)로서

다양한 외관들 하에서 공지된 키 블록을 분배한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이를 EKB로 참조할 것이다. 상기 EKB는, 예를 들

면, 광 디스크 상에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분배된다. 취소되지 않았던 장치들은 이 키-블록으로부터 루트-키를 추출할 수 있

는 방식으로 해석되며, 모든 이들 장치들에 대해 동일할 것이다. 취소된 장치들은 그들의 (취소된) 장치 키들을 사용하여

넌센스(nonsense)만을 얻을 것이다.

상기 프로토콜의 설명을 위해, 도 4를 참조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1. A 및 B 모두는 그들의 각 장치 키들로 상기 EKB에서 인코딩된 비밀 Kroot를 계산한다. 그들이 취소되지 않으면, Kroot

를 얻을 것이다. B는 랜덤 번호(r)를 생성하고 A로 보낸다.

2. A는 상기 EKB로부터 추출된 비밀로 상기 수신된 번호를 암호화하고 그 결과 s를 B로 리턴한다.

3. B는 s를 해독하고 그 결과가 r인지를 검증한다.

상호 인증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프로토콜은 역으로된 단계들을 수행하는 엔티티들로 반복될 수 있다. 상기 단계들은, 또

한, 상기 단계들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 단계(1)에서 A는 자신의 식별자를 B에 제공하고, 이후, 단계(1)

에서 B는 자신의 식별자를 A에 제공하며, 다른 단계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상호 교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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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가 누구를 클레임 하는지 이외에도 A가 Kroot를 아는지, 즉, A가 상기 LA에 의해 취소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하지 않

는다는 것을 주목한다.

방송 암호 기반 인증은 경제적인 대칭 암호법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고 고속이다. 그러나, B가 PC-호스트 소프

트웨어인 경우, 상기 프로토콜은 공격을 받기 쉽다. 이전의 섹션과는 대조적으로, A의 보전(integrity)을 검사하기 위해, 상

기 PC-소프트웨어는 또한 Kroot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종종 해킹되고, Kroot가 상기 소프트웨어로

부터 추출될 수 있고 웹-사이트상에 발행되어 해커가 성공적으로 인증을 설정하게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공격시 장

치 키들이 인증(published)되지 않으므로 취소하기 힘들다.

일부 장치들이 해킹되고 그들의 장치 키들이 검색된 후, 해커들은 그들 자신의 (보다 새로운) EKB들을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일단 취소된 장치들을 정상적인(non-revoked) 장치들로 돌릴(turning)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EKB들은

종종 상기 LA의 개인 키로 서명되며, 따라서 탬퍼링이 즉각 검출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공개 키 인증(값비싼 비용), EKB(호스트에서 Kroot의 누설), 및 제로 지식(비 공유 비밀)의 단점들을 피

하는 안전 인증된 채널을 구축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제 1 장치(바람직하게, 주변장치)는 공개 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 2 장치(바람직하게는 호스트 컴퓨

터)를 인증한다. 그러나, 상기 제2 장치는 귈로우-퀴스쿼터와 같은 제로-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장치를 인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예시적인 전달 체인을 도시한 도.

도 2는 도전/응답 기반 공개 키 프로토콜의 개략도.

도 3은 제로 지식(귈로우-퀴스쿼터(Guillou-Quisquater)) 기반 공개 키 프로토콜의 개략도.

도 4는 방송 기반 프로토콜들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의 개략도.

도 6은 제로 지식 데이터 구조와 조합하여 제1 옵션, EKB 포맷을 도시한 도.

도 7은 제 2 옵션에 따라 강화된 EKB의 포맷을 도시한 도.

실시예

도 5는 호스트 컴퓨터(H)와 주변 장치(P) 간의 인증을 도시한 예시적인 방식으로로써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개략

적으로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장점은, 상기 호스트 컴퓨터가 비밀 키들의 세트로 액세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

신에,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상기 주변 장치가 귈로우-퀴스쿼터 제로-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EKB(Kroot의 지식)

를 디코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실제로,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EKB에서 Kroot로 암호화되어 저장된 GQ-개인 키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Kroot의 지식을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상기 주변 장치가 상기 프로토콜을 따라 수행해야하는 동작

들이 사파이어 공개 키 프로토콜의 공개 키 연산들과 거의 동일한 계산 파워를 요구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은 5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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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 단계에서,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EKB(EKBdevice) 이외에도 랜덤 번호(s)를 보낸다. 상기 주변 장

치는, 예를 들면, 광 디스크로부터 EKBdevice를 얻고 상기 EKB를 디코드할 수 있는지를 클레임한다.

2. 제2 단계에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상기 주변 장치에 그의 인증서 Certhost, s의 서명된 복제, 및 (선택적으로) EKB

(EKBhost)를 보낸다. 상기 인증서는 호스트의 공개 키를 포함한다. 호스트 컴퓨터는 s의 서명된 복제를 생성하기 위해그의

개인 키를 사용한다. 호스트 컴퓨터가, 주변 장치가 EKBdevice 보다 더 최근에 이슈된 EKB를 디코드할 수 있는 것을 요구

하면 EKBhost를 포함할 수 있다. 수신 시, 주변 장치는, 상기 호스트의 인증서가 수용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이것은, 인증

서가 신뢰된 허가자에 의해 서명되었는지를 주변장치가 검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인증서가 취소되지 않았는지(즉, 인증서 취소 리스트 상에 나타나지 않음), 또는 대안으로 상기 인증서가 분명하게 인증되

었는지(즉, 인증서 허가 리스트 상에 나타남)를 검증한다. 상기 인증서가 수용될 수 없다면,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프로토

콜을 중단(absort)시킨다. 다른 경우에, 상기 호스트 컴퓨터가 인증된다.

3. 제3 단계에서, 주변 장치는 범위(1,...,N-1)에서 랜덤 번호(r)를 생성하고 상기 호스트 컴퓨터에 값 T=rγ mod n를 보낸

다. 여기서, γ는 지수이고 N은 EKBdevice 또는 EKBhost 중 어느 하나(가장 최근에 이슈된 것)에 포함된 공개 귈로우-퀴스

쿼터 "공개 키"의 모듈러스이다.

4. 제4 단계에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범위(0,...,γ-1)에서 랜덤 번호(d)를 생성하고, 이것을 드라이브에 보낸다.

5. 제5 단계에서,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EKB의 보존을 검증하고, 그의 장치 키들로 Kroot를 계산하고, Kroot를 사용하여

순전한(plain)-텍스트 s를 얻기 위해 (또한 상기 EKB에서) 암호화된 s를 해독할 수 있다. 이 후, 번호 D=r·sd mod N를 계

산하고 버스 키 Kbus를 생성하고, 상기 호스트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D∥Kbus를 상기 호스트 컴퓨터로 보낸다.

여기서, s는 상기 EKB에 포함된 귈로우-퀴스쿼터 "개인 키"이다. s는 루트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EKB를 디코드할 수

있는 주변 장치만이 s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버스 키를 수용하기 전에, 상기 호스트 컴퓨터는, Jd·Dγ mod

N=T를 검증한다. 여기서, J는 상기 EKB에 포함된 귈로우-퀴스쿼터 "공개 키"의 일부이다. 상기 검증이 실패하면, 상기 호

스트 컴퓨터는 상기 프로토콜을 중단시킨다.

상기 프로토콜의 특성은 상기 호스트 컴퓨터가 고유하게 식별되지만 주변 장치는 고유하게 식별되지 않는다. 즉, 상기 호

스트 컴퓨터는, 인증된 주변 장치와 통신하는 것만을 알고, 어느 주변 장치가 그들과 통신하는지는 모른다.

선택적으로, 상기 프로토콜의 효율은 P.Tulys 및 B.Murray에 의한 영국특허출원번호 제0228760.5(위임 문서번호

PHNL021343)의 교시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증가될 수 있다.

제안된 프로토콜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상기 EKB 포맷이 수정되어야 하거나, 부수적인 데이터 구조가 정의되어야 한

다. 도 6은 제로-지식 데이터 구조와 조합하여 제1 옵션, EKB 포맷을 도시한다. 기본적으로, 상기 제로-지식 데이터 구조

는 EKB 검증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며, 관련된 EKB에의 링크를 생성한다. 이 필드는 상기 EKB에서 인증 데이터 필드의 기

능성을 대체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다른 2개의 필드들은 귈로우-퀴스쿼터 "공개" 및 "개인 키들"을 포함한다. 상기 "개인

키"는 상기 EKB의 루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도 7은 제2 옵션에 따라 강화된 EKB의 포맷을 도시한다. 여기서, "공개 키"는 키 체크 데이터 필드에 부가되며, 상기 루트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상기 "개인 키"는 인증 데이터 필드에 부가되며, 상기 TTP에 의해 서명된다.

물론, 상기 장치들은 개인용 컴퓨터들 및 CD-ROM 드라이브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장치를 인증 및/또는 자신을

다른 장치에 인증시키는데 요구되는 임의의 장치는 본 발명으로부터 유리할 수 있다. 콘텐츠는 임의의 매체 또는 임의의

운반 채널을 통해 분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는 플래쉬 매체 또는 USB 캐이블 상에 분배될 수 있다.

상기 SAC를 거쳐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장치는 전송 또는 수신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는 복제가 행해질 수 없음을 가리키는 워터마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전송 또는 수

신은 SAC가 성공적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차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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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치들은 보다 강력한 복제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인증된 도메인의 일부일 수 있다. 또한, 인증된 도메인

들에서, 상기 SAC들은 도메인의 멤버들 간의 안전한 콘텐츠 전송을 구축하는데 공통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국제특허

출원 WO 03/0472204(위임 문서번호 PHNL010880) 및 국제특허출원 WO 03/098931(위임 문서번호 PHNL020455)를

참조한다.

상술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제한하기 보다는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본 기술의 숙련된 기술자는 첨부된 청구항들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 다수의 대안적인 실시예들을 설계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본 발명은 바람직하게 각각의 장치들에서 동작

하고 본 발명에 따라 프로토콜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결국, 디바이스들은 프로세러와 소

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직하게 암호 키들을 저장하기 위한 안전 하드웨어가

사용된다. 스마트 카드에는 이러한 프로세서 및 메모리가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사용하는 장치를 인에이블하

기 위해 스마트 카드가 장치로 삽입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은 또한 특정 회로, 또는 전용회로 및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사

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청구항들에서, 괄호 사이에 놓인 임의의 참조번호들은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않된다. 단어 "포함하는"

는 청구항에 나열된 것들 이외에 소자들 또는 단계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발명은 몇몇 독특한 소자들을 포함하

는 하드웨어와, 적절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몇몇 수단을 나열한 시스템 청구범위에서, 이들 수단들 중 몇몇은 하나 그리고 하드웨어의 동일한 항목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특정 측정들이 상호 다른 종속항들에 인용된 사실은 이들 측정들의 조합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없음을 가리키지 않

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치 A 및 장치 B인 2개 장치들간에 안전 인증 채널(secure authenticated channel)을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장치 A는 자신을 도전/응답(challenge/response) 공개 키 암호법을 사용하여 장치 B에 인증시키고, 장치 B는 자신을 제

로-지식 프로토콜(zero-knowledge protocol)을 사용하여 장치 A에 인증시키는,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지식 프로토콜은 귈로우-퀴스쿼터(Guillou-Quisquater) 제로-지식 프로토콜인,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지식 프로토콜은 피아트-샤미르(Fiat-Schamir) 제로-지식 프로토콜인,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지식 프로토콜은 쉬노르(Schnorr) 제로-지식 프로토콜인,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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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장치 B는 자신을 제로-지식 프로토콜 및 방송-암호 시스템의 조합을 사용하여 장치 A에 인증시키며, 상기 제로-지식 프

로토콜에 사용되는 비밀(secret)은 방송 암호 키-블록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도록 스

크램블(scramble)되는,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지식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비밀은 방송 암호 시스템 키-블록의 루트-키 Kroot에 의해 암호화되는, 안전 인증 채

널 구축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인증을 허용하기 위해 루트 키 Kroot,1을 갖는 하나의 키 블록 및 콘텐츠 암호를 위해 루트 키 Kroot,2를 갖는 다른 키 블록

이 있는,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로-지식 쌍{J,s}은 매 키-블록에 대해 상이한,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장치 B는 바스 키(bas key)를 생성하고, 상기 바스 키를 장치 A에 전송하는,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10.

제 5 항에 종속하는 제 9 항에 있어서,

장치 B가 상기 비밀을 디-스크램블(de-scramble)할 수 있다고 장치 A가 검증할 수 있다면, 장치 A는 상기 바스 키를 수

용하는, 안전 인증 채널 구축 방법.

청구항 11.

제 1 장치 A 및 제 2 장치 B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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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장치 A는 자신을 도전/응답 공개 키 암호법을 사용하여 상기 제 2 장치 B에 인증시키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 2

장치 B는 자신을 제로-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장치 A에 인증시키도록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12.

도전/응답 공개 키 암호법을 사용하여 제 2 장치 B에 자신을 인증하도록 구성되고, 제로-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제 2 장치 B를 인증하도록 구성되는 제 1 장치 A.

청구항 13.

제로-지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 1 장치 A에 자신을 인증하도록 구성되고, 도전/응답 공개 키 암호법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장치 A를 인증하도록 구성되는 제 2 장치 B.

청구항 14.

프로그램가능한 장치가 제 12 항의 제 1 장치 및/또는 제 13 항의 제 2 장치로서 동작하게 하는 코드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

로그램 제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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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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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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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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