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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정 영역에서의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가 카메라 기능이나 메모리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휴대하는 경우에, 영

역 제한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로 크리덴셜(Credential)과 정책(Policy)을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디바이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 및 정보 누설을 방지하도록 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

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나 PDA와 같은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기능의 사용에 따른 정보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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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디바이스(Device)가 디바이스 감시 영역(Zone for device inspection)에 존재하는 지를 검출하도

록 구역 제한 통신 채널(Location-limited communication channel)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해 크리덴셜(Credential)과 보안 정책(Policy)을 제공하고, 상기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디바

이스의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 여부를 보고받는 서버; 및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시 보안 알람을 트리거하는 알람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디바이스 자원의 사용을 위한 상기 보안 정책과, 상기 디바이스에 대해 생성하는 상기 크리덴셜, 상기 경계 영역에 진입한

상기 디바이스의 참조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로드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서버 프로세서; 및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입출력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상기 디바이스 감시 영역의 감시 상태를 상기 서버로 보고하는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 및

상기 구역 제한 통신 채널 이외의 다른 통신 채널을 지원하는 다른 통신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

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통신 채널은, 무선 링크, 유선 링크, 광 링크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는, 이동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나 PDA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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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크리덴셜은 키(Key)나 랜덤 챌린지(Random Challeng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

청구항 7.

경계 영역 내에 위치한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저장하고, 상기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

상기 제어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제어하는 디바이스 프로세서; 및

상기 감시 시스템과 통신을 수행하는 입출력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메모리는,

상기 경계 영역에 진입한 상기 디바이스의 참조상태(Reference State), 및 상기 경계 영역을 벗어난 상기 디바이스의 이행

상태(Current State)를 추가로 저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 프로세서는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시 상기 입출력 시스템을 통해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은,

상기 디바이스 내의 정보를 산출하는 소스 자원(Source Resource)과,

상기 소스 자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소모하는 싱크 자원(Sink Resource);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자원과 상기 싱크 자원은, 하드웨어 자원(Hardware Resource)과 소프트웨어 자원(Software Resource)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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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a) 디바이스가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수신하고, 상기 보안 정책

을 소스 자원에 적용한 참조상태를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경계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에 따라 상기 소스 자원의 사

용을 제어하고, 디바이스 상태의 내용 변환을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

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액크(Acknowledge)를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액크를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액크의 산출은, 상기 크리덴셜의 처리와 정보 부가, 및 SHA-1 또는 MD5를 포함하는 암호 해쉬 기능을 통하여 산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액크를 전송한 이후, 상기 감시 시스템의 로컬 액크와 상기 액크가 매칭된 경우에 생성된 상기 보안 정책을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보안 정책이 모두 적용된 상기 소스 자원을 이용하는 참조상태를 상기 감시 시스

템으로 보고하고,

상기 감시 시스템은 상기 참조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보안 정책에 따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상기 소스 자원으로부터 정보의 변환을 지정하고, 변환

된 정보는 암호화, 치환, 정보 삭제를 포함하는 싱크 자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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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a)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보안 정책을 소스 자원에 적용한 참조상태를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디바이스 상태를 보고받는 단계; 및

(d) 보고된 상기 디바이스 상태에 따라 특정 기능을 제한하거나 상기 소스 자원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경계 영역 내의 감시 영역에 있는 상기 디바이스의 존재를 검출하고, 상기 크리덴셜과 상기 보안 정

책을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통하여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산출한 액크(Acknowledge)를 수신하고,

상기 액크를 수신하면,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로컬 액크(Local Acknowledge)를 산출하며, 수신된 상기 액크와 상기

로컬 액크가 매칭될 때 상기 보안 정책을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2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상기 참조상태가 이전상태

로 전환되고,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이전상태를 보고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크리덴셜을 수신하고, 상기 크리덴셜과 기 저장된 크리덴셜을 매치시켜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 알람 시스템을 통해 보안 알람을 트리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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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특정 영역에서의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가 카메라 기능이나 메모리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휴대하는 경우에, 영역 제한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로

크리덴셜(Credential)과 정책(Policy)을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디바이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 및 정보 누설을 방지하도록 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이동 전화기, PDA 등과 같은 이동 장치는 모든 사회에 공통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성이

나 이미지, 영상, 또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미디어를 전달하여 다른 사람과 통신하기 위해 이러한 이동 장치를 이용하게 된

다. 이동 장치를 통한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부가 가치를 생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그 기능을 제한해야 하는 몇 개의 장소가 있다. 첫째, 정부나 군기구, 상업적 기

관 등에서 문서나 프로토타입 등의 예민한 자산을 가지고 일하는 중에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보보안 제한

구역이 있다. 둘째, 공중 목욕탕에서 누드 상태의 사람을 촬영하는 등의 이동 장치의 어떤 특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Violate), 콘서트 홀에서 쇼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현재의 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들

에게 폐를 끼치는 윤리적 제한 구역이 있다. 셋째, 이동 장치로부터 방사된 전자계가 비행기 등에서 센서 기구에 의해 간섭

을 일으키는 방사물 제한 구역이 있다.

한편, 몇몇의 기술은 경계 지역에서 장치의 어떤 기능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캐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비기

술적(Non-technical)인 것과 제한 기술(Technical limitations)이 구분된다. 전자의 비기술적인 경우는 행정상으로나 법

률상 또는 윤리 규정상 등 보통의 형식과 다르게 사용하며, 사용자들은 비기술적 제한과 쉽게 타협할 수 있다. 후자의 제한

기술의 경우, 제한 기술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예컨대, 장치의 인터페이스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

해 카메라나 유선 인터페이스 등의 장치 인터페이스에 증거 탬퍼 테이프를 봉함한다. 또한, 무선 신호의 전파 방해로써 인

공 장애 발생으로 장치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카메라나 센서 등의 서바이벌 시스템(Suvival System)을 통해 사용자가

보안 정책에 어떻게 동의하는지 감시한다. 또한, 제한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능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장치 캐리어

의 요청에 의해 장치 사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한 기술은 좀처럼 신뢰할만한 차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이동 장치를 배제하

는 것과, 이동 장치의 사용자들을 검색하는 것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이동 장치를 제

거하는 행위는 추가적으로 물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날마다 집으로 전화한다든지, 사업 미팅을 조

정하거나, 개인 통신 등의 정당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이동 장치를 필요로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이동 장치의 몇가지 기능들을 임시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발명은,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가 카메라 기능이나

메모리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휴대하는 경우에, 영역 제한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로 크리덴셜과 정책을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디바이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 및 정보 누설을 방지하도록 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디

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감시 시스템은,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디바이스가 디바이

스 감시 영역에 존재하는 지를 검출하도록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상기 디바이스에 대해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제공하고, 상기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디바이스의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 여부를 보고

받는 서버; 및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시 보안 알람을 트리거하는 알람 시스템;을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상기 디바이스 감시 영역의 감시 상태를 상기 서버로 보고하는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

및 상기 구역 제한 통신 채널 이외의 다른 통신 채널을 지원하는 다른 통신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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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바이스는, 이동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나 PDA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 크리덴셜은 키나 랜덤 챌

린지를 포함하며, 상기 다른 통신 채널은, 무선 링크, 유선 링크, 광 링크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버는, 디바이스 자원의 사용을 위한 상기 보안 정책과, 상기 디바이스에 대해 생성하는 상기 크리덴셜, 상기 경계

영역에 진입한 디바이스의 참조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 상기 시스템 메모리에 로드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

하는 서버 프로세서; 및 데이터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입출력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른 디바이스는, 경계 영역 내에 위치한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저장하

고, 상기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 메모리; 상기 제어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제어하

는 디바이스 프로세서; 및 상기 감시 시스템과 통신을 수행하는 입출력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스템 메모리는, 상기 경계 영역에 진입한 상기 디바이스의 참조상태, 및 상기 경계 영역을 벗어난 상기 디바이스의

이행상태를 추가로 저장하고, 상기 디바이스 프로세서는 상기 보안 정책의 위반시 상기 입출력 시스템을 통해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디바이스의 자원은, 상기 디바이스 내의 정보를 산출하는 소스 자원과, 상기 소스 자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소모하는

싱크 자원;을 포함하고, 상기 소스 자원과 상기 싱크 자원은,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은, (a) 디바이스가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감시 시스

템으로부터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수신하고, 상기 보안 정책을 소스 자원에 적용한 참조상태를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전

송하는 단계; 및 (b)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경계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에 따라 상기

소스 자원의 사용을 제어하고, 디바이스 상태의 내용 변환을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액크(Acknowledge)를 산출하고, 산출한 상기 액크를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크의 산출은, 상기 크리덴셜의 처리와 정보 부가, 및 SHA-1 또는 MD5를 포함하는 암호 해쉬 기능을 통하여 산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액크를 전송한 이후, 상기 감시 시스템의 로컬 액크와 상기 액크가 매칭된 경우에 생성된 상기 보안 정책을 상기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보안 정책이 모두 적용된 상기 소스 자원을 이용하는 참조상태를 상기 감시 시스

템으로 보고하고, 상기 감시 시스템은 상기 참조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보안 정책에 따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상기 소스 자원으로부터 정보의 변환을 지정하고, 변환

된 정보는 암호화, 치환, 정보 삭제를 포함하는 싱크 자원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은, (a) 경계 영역에 진입하는 디바이스에 대해 크리덴셜과 보

안 정책을 제공하는 단계; (b) 상기 보안 정책을 소스 자원에 적용한 참조상태를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참조상태의 내용 변환을 보고받는 단계; 및 (d) 보고된 상기 디바이스의 상태에 따라 특정 기능

을 제한하거나 상기 소스 자원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 단계는, 상기 경계 영역 내의 감시 영역에 있는 상기 디바이스의 존재를 검출하고, 상기 크리덴셜과 상기 보안 정

책을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통하여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산출한 액크(Acknowledge)를 수신하고, 상기 액크를 수신

하면, 상기 크리덴셜을 이용하여 로컬 액크(Local Acknowledge)를 산출하며, 수신된 상기 액크와 상기 로컬 액크가 매칭

될 때 상기 보안 정책을 상기 디바이스로 전송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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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가 상기 보안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상기 참조상태가 이전상태

로 전환되고,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이전상태를 보고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c) 단계에서, 상기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크리덴셜을 수신하고, 상기 크리덴셜과 기 저장된 크리덴셜을 매치시켜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 알람 시스템을 통해 보안 알람을 트리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시스템은, 감시 시스템(Monitoring system; 110)과, 디바이스(Device; 120)를 포함

한 구성을 갖는다.

여기서, 감시 시스템(110)은 경계 영역(101) 내에 위치해 있으며, 디바이스(120)로 크리덴셜(Credential)과 보안 정책

(Policy)을 제공하여 디바이스(120)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일부 기능 제한 해제시에는 디바이스(120)로부터 크리덴셜

과 보안 정책을 회수한다.

디바이스(120)는 보안이 요구되는 경계 영역(101) 내에 진입하면, 감시 시스템(110)과의 통신을 통해 일부 기능의 제한을

수행한다. 디바이스(120)는 예컨대, 이동 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이동 통신 단말기나 PDA 등을 포함한다.

경계 영역(101)에는 감시 시스템(110)에 의해 제어받는 적어도 하나의 입/출(entrance/exit)구가 있다.

감시 시스템(11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Server; 111), 알람 시스템(Alarm System; 112), 및 커뮤니케이션 시

스템(Communication System; 113)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서버(111)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310)와 시스템 메모리(320) 및 입출력 시스템(330)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

다. 서버(111)는 시스템 메모리(320)에 로드되고 프로세서(310)에 의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 시스템 메모리

(320)는 디바이스 자원의 사용을 위한 서버 정책(321)과, 디바이스를 위해 생성된 서버 크리덴셜(322), 경계 영역에 진입

한 디바이스의 참조 상태(Reference State; 323)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여기서, 서버 크리덴셜(322)은 키

(Key)나 랜덤 챌린지(Random Challenge) 등을 포함한다. 입출력 시스템(330)은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한다.

알람 시스템(112)은 보통의 상황과 다른 감시 상태를 감시 시스템(110)의 사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버(111)에 의해

사용된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113)은, 서버(111)와 디바이스(120) 간에 구역 제한 통신 채널(Location-limited communication

channel)을 통해 통신 처리를 지원하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201)과 다른 통신 서브시스

템(202)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여기서, 디바이스(120)가 이동 통신 단말기인 경우,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은 이동 통신망과 같은 메인 통신 링크(Main

communication link)로부터 분리되고, 짧은 전파 도달 거리를 넘어서는 데이터의 전송에 대해 특별한 보안 성질을 갖는다.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은 전시 가능한 아이디(Demonstrative Identification), 즉, 물리적 장치의 근접과 같은 물리적 상황에

근거한 아이디(Identification)를 지원한다. 최선의 지원 통신 기술은 그들의 전송에서 본래의 물리적 제한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은 공격자가 그 채널을 통한 전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정당한 참가자에 의해 검출되는

행위없이 전송하도록 진위성(Authenticity)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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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가능한 아이디와 진위성을 지원하는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은 예컨대, 연결 채널(Contact Channel), 적외선 채널

(Infrared Channel), 장치 통과 근접 시그널링(near-field signaling across the body) 채널, 음향 및 초음향(sound and

ultrasound) 채널, 광 이미지 변환(Optical image exchange) 채널, 지그비(Zigbee)와 불루투스(Bluetooth)와 같은 근거

리 무선(Short range wireless) 채널 등이다.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201)은 디바이스 감시 영역(Zone for device inspection; 130)의 감시 상태를 서버(111)로 보

고한다. 이때, 디바이스 감시 영역(130)에서는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이 효과적이다.

다른 통신 서브시스템(202)은 서버(111)와 디바이스(120) 간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무선 링크, 유선 링크, 광 링크 등의

다른 통신 채널을 제공한다.

한편, 디바이스(1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세서(410)와 시스템 메모리(420), 입출력 시스템(430) 등을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디바이스(120)는 시스템 메모리(420)에 로드(load)되고 프로세서(410)에 의해 수행되는 제어 소프트웨어(421)를 실행한

다. 또한, 프로세서(410)는 시스템 메모리(420)로부터 다른 소프트웨어도 읽어와 병렬로 실행할 수 있다.

디바이스(120)의 시스템 메모리(420)는 디바이스 자원의 사용을 위한 보안 정책(423)과, 디바이스를 위한 디바이스 크리

덴셜(422), 경계 영역에 진입한 디바이스의 참조 상태(424), 및 경계 영역을 벗어난 디바이스의 이동 상태(Current State;

425)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420)는 디바이스 자원에 디바이스 정책(423)을 시행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421)를 포함한다.

입출력 시스템(430)은 디바이스(120)와 서버(111) 간의 통신을 지원하고,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431)과 다른 통신

서브시스템(432)을 포함한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원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소스 자원(Source Resource; 510)과 싱크 자원(Sink Resource; 520)

으로 분리된다. 디바이스 자원(510, 520)은 하드웨어 자원(Hardware Resource; 511)과 소프트웨어 자원(Software

Resource; 512)을 포함한다.

소스 자원(510)은 디바이스 내의 정보를 산출한다. 예컨대, 카메라 소프트웨어는 이미지들을 산출하고, 통신 소프트웨어

는 디바이스로부터 외부로 정보를 보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입력 정보를 산출한다.

싱크 자원(520)은 소스 자원(520)으로부터의 정보를 소모한다. 예컨대, 외부의 디바이스 본체는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디바이스 내의 저장 매체는 정보를 저장한다.

이어,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디바이스 기능 제한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발명은 디바이스 기능의 비인증 사용을 검출하기 위해 디바이스(120)가 3 개의 단계(Phase)로 나뉘어 운용된다.

첫번째 단계는 디바이스가 경계 영역에 들어가는 상태이고, 두번째 단계는 디바이스가 경계 영역 내에 위치한 상태이며,

세번째 단계는 디바이스가 경계 영역 내 감시 영역에 존재하는 상태이다.

첫번째 단계에서, 디바이스(120)는 디바이스 검출 영역(130)에 진입한다. 이때, 디바이스의 감시 기능은 인에이블 상태이

다(S601).

감시 시스템(110)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113)은 디바이스 감시 영역(130)에서 디바이스(120)의 존재를 검출하고, 이런

사실을 서버(111)로 보고한다. 서버(111)는 서버 크리덴셜(322)을 생성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그 서버

크리덴셜(322)을 구역 제한 통신 채널을 통하여 디바이스(120)로 전송한다(S602). 예컨대, 전송되는 크리덴셜은 구역 제

한 통신 채널을 비롯하여, 적외선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크리덴셜, 모니터나 TV 등의 광출력 장치 상으로 표시되는 이미

지, 변조된 사운드 또는 울트라사운드, 근거리 무선 링크 등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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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바이스(120)는 서버(111)로부터 전송된 서버 크리덴셜(322)을 수신한다(S603). 다음으로 디바이스(120)는 서버

크리덴셜(322)을 이용하여 액크(Acknowledge)를 산출하고, 산출한 액크를 서버(111)로 전송한다(S604). 액크의 산출은

크리덴셜의 처리와 정보 부가, 및 SHA-1 또는 MD5와 같은 암호 해쉬 기능의 산출을 포함한다. 디바이스(120)는 액크를

서버(111)로 전송한다. 단계 S604에서 시작된 디바이스(120)와 서버(111) 간의 모든 통신은 구역 제한 통신 채널 또는 다

른 통신 채널들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서버(111)는 로컬 액크(Local Acknowledge)를 산출하기 위해, 단계 S602에서 생성한 서버 크리덴셜(322)을 이용하고,

그 로컬 액크를 디바이스(120)로부터 수신된 액크와 매칭(matching)시킨다(S605).

이때, 로컬 액크와 수신된 액크를 매칭한 결과 매치되지 않는다면, 서버(111)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디바이스를 위한

서버 크리덴셜(322)을 삭제하고, 알람 시스템(112)을 통해 보안 알람을 트리거한다(S606). 보안 알람은 디바이스(120)가

서버(111)로부터 올바른 서버 크리덴셜(422)을 수신하지 못함을 표시한다.

그러나, 로컬 액크와 수신된 액크가 매치된다면, 서버(111)는 디바이스(120)에 대한 디바이스 정책(423)을 선택하고, 선

택한 디바이스 정책(423)을 디바이스(120)로 전송한다(S607). 단계 S607을 수행한 서버(111)와 디바이스(120)는 통신

채널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 정보 변환 보안을 위해 크리덴셜을 이용한다.

디바이스(120)는 서버(111)로부터 디바이스 정책(423)을 수신하고, 그 디바이스 정책(423)을 제어 소프트웨어(421)를 통

해 소스 자원(510)에 적용한다(S608).

디바이스 정책(423)을 적용하는 것은, 제어 소프트웨어(421)가 스테이트(530)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120)의

참조상태(424)를 산출하는 것이고, 산출된 참조상태(424)를 서버(111)에게 전송한다(S609).

디바이스(120)의 참조상태(424)는 디바이스 정책(423)이 모두 적용된 소스 자원(510)을 이용하는 디바이스(120)의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예컨대, 그런 상태의 산출은 디바이스 집적 검사 기술을 이용한 메모리 검사 코드를 산출하는 것이다.

서버(111)는 디바이스(120)로부터 참조상태(424)를 수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참조상태(424)를 등록한다(S610).

그리고, 디바이스(120)와 서버(111)는 두번째 단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태의 서버(111)는 경계 영역(101)에 존재하는 디바이스(120)를 기다리고(S611), 디바이스(120) 내의 디바이스

프로세서(410)는 제어 소프트웨어(421)를 통해 소스 자원(510)의 사용을 제어한다(S612). 제어 소프트웨어(421)는 소스

자원(510)의 이용을 검출하고, 스테이트(530)의 내용 변환에 대해 그것을 보고한다. 스테이트(530)는 제어 소프트웨어

(421)의 반응을 소스 자원(510) 이용의 사실에 반영한다. 그러면, 디바이스(120)의 모든 비인증 사용자들은 스테이트

(530) 변환에 의해 기록된다.

부가적으로, 제어 소프트웨어(421)의 변형(variant)은 그것을 싱크 자원(520)으로 보내기 전에, 소스 자원(510)으로부터

정보를 변환할 수 있다. 정보의 특별한 변환은 디바이스 정책(423)에 의해 정의되고, 예시된 바와 같이 디바이스 정책

(423)에 따라 소스 자원(510)으로부터 정보의 변환을 지정(specify)한다.

이때, 싱크 자원(520)은 변형된 정보로 제공된다. 그런 변형을 포함하는 예를 들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암호화, 치환, 정보

삭제(소스 자원(520)으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스 자원(510)에서 고정 자원

(520)으로 제어 소프트웨어(421)에 의해 정보가 변형되고, 디바이스(120)가 경계 영역 내에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싱크

자원(520)에 의해 방지된다.

디바이스(120)가 경계 영역(101)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디바이스(120)와 서버(111)는 두번째 단계에 머무른다. 만약,

디바이스(120)가 경계 영역(101)에서 디바이스 감시 영역(130)에 들어간다면, 서버(111)와 디바이스(120)는 세번째 단계

에 이른다.

세번째 단계에서, 디바이스(120)는 디바이스 크레덴셜(422)을 서버(111)로 보낸다(S613). 서버(111)는 디바이스(120)로

부터 디바이스 크레덴셜(422)을 수신하고, 단계 S602 에서 저장한 서버 크레덴셜(322)을 검색하며, 디바이스 크레덴셜

(422)을 저장된 서버 크레덴셜(322)과 매치시킨다(S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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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크레덴셜이 매치되지 않는다면, 서버(111)는 알람 시스템(112)에 의해 보안 알람을 트리거한다(S615). 보안 알

람은 디바이스(120)가 서버(111)에게 실패 크레덴셜을 제공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두 크레덴셜이 매치되면, 서버

(111)는 디바이스(120)로부터 디바이스 이행상태(425)를 기다린다.

디바이스(120)는 스테이트(530)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이행상태(425)를 산출하고, 산출한 디바이스 이행상태

(425)를 서버(111)로 전송한다(S616). 디바이스(120)는 단계 S609와 같이 디바이스 이행상태(425)를 산출하기 위해 간

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디바이스(120)가 디바이스 정책(423)을 위반한다면, 제어 소프트웨어(421)는 스테이트

(530)를 전환한다. 그러면, 디바이스 이행상태(425)의 산출 결과는 디바이스(120)가 디바이스 정책(423)을 위반하지 않

은 때에 산출된 초기의 참조상태(424)와 다르게 된다.

서버(111)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S610 단계에서 저장한 디바이스(120)의 참조상태(323)를 검색하고, 디바이스 이행상태

(425)를 참조상태(323)와 매치시킨다. 만약, 두 상태가 매치되지 않으면, 서버(111)는 보안시스템(112)에 의해 보안 알람

을 트리거한다(S618). 보안 알람은 디바이스(120)가 디바이스 정책(423)의 위반과 함께 비인증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표

시한다.

그러나, 두 상태가 매치되면, 서버(111)는 제어워드를 디바이스(120)로 전송한다(S619). 디바이스(120)는 서버(111)로부

터 제어워드를 수신한다. 그리고, 디바이스(120)는 제어 소프트웨어(421)를 통해 디바이스 자원(510)의 사용 제어를 중지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가 카메라 기능이나 메모리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휴대하는

경우에, 영역 제한 채널을 통해 디바이스로 크리덴셜과 보안 정책을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디바이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

함으로써,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 및 정보 누설을 방지하도록 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 및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

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

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서 이동 통신 단말기나 PDA와 같은 디바이스의 불법 사용을 방

지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기능의 사용에 따른 정보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바이스 기능 제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감시 시스템의 서버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4는 디바이스의 내부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5는 디바이스의 소스 자원과 싱크 자원을 나타낸 도면, 그리고

도 6은 디바이스 기능 제한 방법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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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경계 영역 110 : 감시 시스템

111 : 서버 112 : 알람 시스템

113 :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120 : 디바이스

130 : 디바이스 감시 영역 201 : 구역 제한 통신 서브시스템

202 : 다른 통신 서브시스템 310 : 서버 프로세서

320 : 서버 시스템 메모리 321 : 서버 정책

322 : 서버 크리덴셜 323 : 서버 참조상태

330 : 서버 입출력 시스템 410 : 디바이스 프로세서

420 : 디바이스 시스템 메모리 421 : 제어 소프트웨어

422 : 디바이스 크리덴셜 423 : 디바이스 정책

424 : 디바이스 참조상태 425 : 디바이스 이행상태

510 : 소스 자원 511 : 하드웨어 자원

512 : 소프트웨어 자원 520 : 싱크 자원

530 :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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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