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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보안인쇄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프린터 드라이버와 펌

웨어 사이에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포트를 랜덤하게 지정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

함으로써,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을 방지하여 기존의 보안 방법에 비해 개선된 보안 방법을

제공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기, 및 상기 단

말기로부터 상기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을 방지하여 기존의 보안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보안 인쇄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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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보안 인쇄 데이터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인쇄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프로토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타입을 도시하는 표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프레임의 기본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포트 요청 프로토콜 프레임(제1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암호 코드 요청 프로토콜 프레임(제2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암호 코드 전송 프로토콜 프레임(제3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포트 전송 프로토콜 프레임(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의 생성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포트의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5는 도 14의 S100 단계를 구체화한 도면이다.

도 16은 도 15의 S200 단계를 구체화한 도면이다.

도 17은 도 15의 S210 단계를 구체화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 단말기

301, 311 : 암호 처리부

302, 312 : 제어부

303, 313 :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304 : 데이터 전송부

310 : 네트워크 단말기

314 : 데이터 수신부

315 : ID/암호 저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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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랜덤 포트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프린터 드라이버와 펌웨어 사이에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포트를

랜덤하게 지정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을 방지하여 기존

의 보안 방법에 비해 개선된 보안방법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보안 인쇄 시스템의 구성도로, 단말기(100) 및 네트워크 프린터(1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단말기

(100)는 데이터 가공부(101), 제어부(102), 및 송수신부(103)를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110)는 인증처리부/ID

암호 저장부(111), 제어부(112), 송수신부(113), 및 인쇄부(11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1을 참조하면, 송수신부(103)는 인증 내용을 포함한 도 2와 같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프린터(110)로 전송한다.

데이터 가공부(101)는 프린터 데이터와 인증 내용을 가공하여 전송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제어부(102)는 단말기(100)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문서를 데이터 가공부(101)에서 가공하여 송수신부(103)로 전

달하도록 한다.

한편, 네트워크 프린터(110)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를 기술하면, 송수신부(113)는 상기 단말기(100)로부터 인증 내용을 포

함한 전송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인증 처리부/ID 암호 저장부(111)는 상기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받은 전송 데이터로부터 인증 내용을 추출하여 저장된

ID 및 암호와 비교하여 인증 결과를 제어부로 전달한다.

제어부(112)는 인증 처리부/ID 암호 저장부(111)로부터 인증 결과를 전달받고, 인쇄 여부를 판단하여 인쇄부(114)로 인쇄

할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전송 데이터를 폐기한다.

인쇄부(114)는 상기 제어부(1120)로부터 인쇄할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진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한다.

도 2는 종래의 보안 인쇄 데이터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목적 IP(Destination P) 등을 포함하는 IP 헤더부와 프린터 데

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프린터 데이터는 사용자 ID 및 암호를 프린터 언어(Printer Job language, PJL)

로 가공하여 헤더부에 첨가하고, 본문에 인쇄 데이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프린터(110)는 도 2에 도시된 프린터 데이터의 헤더부로부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추출하고, 네트워크 프린터

(110)내의 인증 처리부/ID 암호 저장부(111)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호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종래 기술에 의하면,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에 의해 사용자 ID 및 암호가 도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프린터 드라이버와 펌웨어 사이

에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포트를 랜덤하게 지정하여 프린터 사용 시점에서만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을 방지하여 기존의 보안 방법에 비해 개선된

보안방법을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템은 인

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네

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기 및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T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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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기;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

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말기는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을 위하여 사용자 ID와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는 암호 처리부; 상기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형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

크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암호 처리부에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

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

하여금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에 따라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가 형성되면, 상기 데이터 전송부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저장하는 ID/암호 저장부; 저장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으

로부터 추출된 암호 코드를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하는 암호 처리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암호 처리부로 전달하고, 상기 암호 처리부

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네트워크 포트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이터 전송부; 상기 전송받은 데

이터를 인쇄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하기 위한 인쇄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수신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추출하여 상

기 암호 처리부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포트를 상기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부

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의하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개시되는데,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는 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사용자 ID와 암호를 저장하는 ID/암호 저장부; 저장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

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와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

부터 추출된 암호 코드를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하는 암호 처리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암호 처리부로 전달하고, 상기 암호 처리부

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네트워크 포트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이터 전송부; 상기 전송받은 데

이터를 인쇄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하기 위한 인쇄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수신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추출하여 상

기 암호 처리부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포트를 상기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부

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의하면, 보안 인쇄 방법이 개시되는데, 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

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할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한 단말기 및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보안 인쇄 방법으로서, (a)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프린

터에 네트워크 포트를 요청하고,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단계; (b) 생성된 상기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

쇄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 단계는 (a1)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 인증 단계; 및 (a2) 암호 코드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 인증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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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a1) 단계는 (a11) 사용자 ID를 포함하는 제1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제

1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 (a12)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와 상기 전송된 제1 프로토콜 프레임에 포

함된 사용자 ID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자 일치 여부 판단 단계; 및 (a13) 상기 사용자가 일

치하는 경우 제1 암호 코드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2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2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2) 단계는 (a21) 인증을 위하여 상기 제1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제3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

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제3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 및 (a22)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한 제2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암호 코드는 상기 사용자 ID를 MD5 방식으로 처리한 128 비트 코드와 상기 암호를 MD5 알고리

즘으로 처리한 128비트 코드를 XOR 시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a22) 단계는 (a221) 상기 제3 프로토콜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제1 암호 코드를 추출하는 단계;

(a222)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제2 암호코드와 상기 제1 암호 코드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암호 코드 일치 여부 판단 단계; (a223) 상기 제1 암호 코드와 상기 제2 암호 코드가 일치하는 경

우 상기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한 제3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 암호 코드는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 비트 코

드와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암호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비트 코드를 XOR 시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는 프린터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프린터 데이터는 헤더부에 상기 제3 암

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 암호 코드는 상기 제1 암호화 코드 또는 상기 제2 암호화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상기 네트워

크 포트를 암호화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및 시스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

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

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로 표기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소자 등과 같

은 많은 특정사항들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사

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 인쇄 시스템의 구성도로, 단말기(300), 네트워크 프린터(310)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며, 단말기(300)는 암호 처리부(301), 제어부(302), 인증 프로토콜 제어부(303), 및 데이터 전송부(304)를 포함하고, 네

트워크 프린터(310)는 암호 처리부(311), 제어부(312),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13), 데이터 수신부(314), ID/암호 저장부

(315), 인쇄부(316)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경로(302)는 단말기(300)와 네트워크 프린터(310)간에 항상 접속되어 있으

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인증 프로토콜 프레임들을 교환하기 위한 영구 통로(Permanent Path)를, 그리고 경로(304)는 사

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인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의미하며, 경로(304)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폐쇄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단말기(300)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암호 처리부(301)는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제어부(302) 지시에 따라

도 11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ID와 암호를 128비트 코드로 변환한다.

제어부(302)는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암호 처리부(301)에서 사용자 ID 및 암호를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고,

생성된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03)로 하여금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도록 하

며, 사용자 인증에 따라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가 형성되면, 데이터 전송부(304)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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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03)는 네트워크 프린터(310)의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13)와 통신하여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를 생성한다.

데이터 전송부(304)는 사용자 인증에 따라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를 통해 실제 인쇄할 데

이터를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한다.

다음에, 네트워크 단말기(310)의 구성요소를 기술하면, 암호 처리부(311)는 암호 처리부(311)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

호를 독출하여 도 11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암호 코드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암호 코드는 인증을 위해 사용

된다. 즉, 단말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된 암호 코드와 비교되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제어부(312)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13)에서 수신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추출하여 암호 처리부(311)

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부터 단말기(300)로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13)는 단말기(300)의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03)와 통신하여 인쇄할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임

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를 생성한다.

데이터 수신부(314)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330)를 통하여 단말기(300)로부터 실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ID/암호 저장부(315)는 사용자 ID 및 암호를 저장한다.

인쇄부(316)는 제어부(314)의 지시에 따라 수신된 데이터를 이진 형식의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프린터 엔진(미도시)에

서 인쇄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프로토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단말기(300)에서 인쇄할 데이터가 발생하

며, 우선 도 4와 같은 인증 절차를 거친다.

또한,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로토콜 타입을 도시하는 표이며, 도 6은 프로토콜 프레임의 기본 포맷을, 도 7

은 네트워크 포트 요청 프로토콜 프레임(제1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 8은 암호 코드 요청 프로토콜 프레임(제2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9는 암호 코드 전송 프로토콜 프레임(제3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10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포트 전송 프로토콜 프레임(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전제로, 사용자 인증을 위해 교환되는 프로토콜 프레임의 기본 포맷은 도 6과 같으며, 프로토콜 타입, 사용자 ID,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 및 페이로드(Payload)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페이로드(Payload)는 실제 전송되어야 할 데

이터를 의미한다.

도 4 내지 도 10을 참조하면,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03)는 네트워크 프린터(310)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

트를 요청한다(400).

이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되는 프로토콜 프레임의 포맷은 도 7과 같으며, 전송 포트 요청을 의미하는 ID

0X101와 사용자 ID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제어부(304)는 도 5의 표를 참조하여, 프로토콜 타입 및 사용자 ID를 채우고,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303)를 통하여 네

트워크 프린터(310)로 상기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한다.

네트워크 프린터(310)는 도 7과 같은 프로토콜 프레임을 수신하면, 제1 인증 단계로 암호 처리부(311)는 ID/암호 저장부

(315)에 사용자 ID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약, 사용자 ID가 있다면, 도 8과 같은 암호 코드를 요청하는 프로토콜 프

레임을 단말기(300)로 전송한다(401). 도 8에 도시된 프로토콜 타입은 도 5에 도시된 표를 참조하여 암호 코드 요청 ID인

0X102와 Ack 타입인 0X1000을 논리합(OR)시켜 생성한다. 만약 사용자 ID가 상기 ID/암호 저장부(315)에 없다면, 네트

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 포트를 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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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300)가 도 8의 암호 코드 요청 프로토콜 프레임을 수신하면, 암호 처리부(301)는 제어부(302)의 지시에 따라 사용

자 ID 및 암호를 도 11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상기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가 채워진 프로토콜 프레임이 도 9

에 도시되어 있다. 도 9에 도시된 프로토콜 타입은 도 5에 도시된 표를 참조하여 암호 코드 응답인 0X104와 Ack 타입인

0X1000을 논리합(OR)시켜 생성하며, 사용자 ID 및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를 채워 전송한다.

네트워크 프린터(310)가 도 9의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달받으면, 암호 처리부(311)는 제어부(312)의 지시에 따라 ID/암호

저장부(315)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호로부터 도 11과 같은 방식으로 128비트 암호 코드를 생성한다. 생성된 128비트

암호 코드는 단말기(300)로부터 전달된 128비트 암호 코드와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사용자 인증 결과 2개의 암호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로토콜 세션을 닫으며, 초기화된다. 그러나, 2개의 암호 코드가

일치하여 사용자 인증이 성공되면, 랜덤하게 포트(UDP 포트 또는 TCP 포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

하여 도 10과 같은 프로토콜 프레임을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단말기(300)는 도 10과 같은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달받으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포트를 복호화하고, 복호

화된 네트워크 포트로 도 13과 같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의 생성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으

로, 사용자 인증을 위한 128비트 암호 코드는 사용자 ID 및 암호를 각각 메시지 축약 5 (MD 5 : Message Digest 5) 방식

으로 처리하여 128비트 코드를 생성한 후, 양자를 배타적 논리합(XOR)시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포트의 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네트워크 포트인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암호화 데이터(Encrypt Data)로 암호화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복호화함을 의미하며, 여기서 암호키

로 도 11에서 구해진 암호화된 128비트 암호 코드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포맷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목적

IP(Destination IP), 소스 IP(Source IP), TCP 또는 UDP, 목적 포트(Destination Port), 소스 포트(Source Port)와 같은

헤더와 프린터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프린터 데이터는 그 헤더부에 사용자 ID 나 암호를 암호화하여 프린터 언어

(Printer Job language)로 기술하며, 본문에는 실제 인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프린터 데이터의 헤더부에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도 11과 같은 방식을 암호화된 128비트의 암호 코드가 쓰여진다.

도 1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인증 단계(S100), 및 데이터 전송 단계(S110)를 포

함하여 이루어진다. 도 14를 참조하면, 인증 단계(S100)에서는 단말기(300)와 네트워크 프린터(310)에 사용자 인증을 위

해 프로토콜 프레임을 교환하는 단계이며, 데이터 전송 단계(S110)는 S100 단계에서 사용자 인증이 성공된 경우에 형성

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를 통하여 도 13에 도시된 전송 데이터를 단말기(300)로부터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

하고 인쇄용지에 인쇄하는 단계이다.

도 15는 도 14의 S100 단계를 구체화한 도면으로, 제1 인증단계(S200), 및 제2 인증 단계(S2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1 인증 단계(S200)에서는 사용자 ID를 통한 제1 인증을 시도한다. 도 16에 구체화된 도면이 개시되어 있으며, 도 16은

제1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300), 사용자 일치 여부 판단 단계(S310), 및 제2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320)를

포함하고 있다.

도 16을 참조하여 제1 인증 단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300)에서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사용자 ID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영구 통

로(Permanent path, PP)(320)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한다.

사용자 일치 여부 판단 단계(S310)에서는 ID/암호 저장부(315)를 검색하고, 도 7에 도시된 프로토콜 프레임에 포함된 사

용자 ID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제1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제2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320)에서는, S310 단계에서의 사용자 인증이 성공하는 경우에 도 8과 같은 암호 코드를

요청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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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인증 단계(S210)는 사용자 ID 및 암호를 이용한 제2 인증을 시도한다. 도 17에 구체화된 도면이 개시되어 있으며, 도

17은 제3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400), 제1 암호 코드 추출 및 비교 단계(S410), 및 제4 프로토콜 전송 단계(S420)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3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S400)에서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프로토콜 프레임을 영구 통로(Permanent path,

PP)(320)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310)로 전송한다.

제1 암호 코드 추출 및 비교 단계(S410)에서는 전송된 제3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제1 암호 코드, 즉 암호화된 128비트

코드를 추출한다. 그리고, ID/암호 저장부(315)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호를 도 11과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128비

트 코드를 생성한다. 상기 2개의 코드들을 비교함으로써 제2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제4 프로토콜 전송 단계(S420)에서는 S410 단계에서의 제2 인증이 성공한 경우에 도 12와 같이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

하고, 이를 암호화된 128비트 코드와 같이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은 단말기(300)는 상기 암호화된 네트워크 포트를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8비트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하여 복호화(Decryption)하고, 상기 네트워크 포트로, 도 13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를 수신한 네트워크 프린터(310)는 인쇄부(316)에서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된 후, 프린터 엔진을 통하여

인쇄 용지에 인쇄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프린터 드라이버와 펌웨어 사이에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포트를 랜덤하게 지정하여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일방향성 암호화 크래킹 기법(Brute-Force

Attack)을 방지하여 기존의 보안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기 및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말기; 및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 결과 형성된 임시 데이터 통로

(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을 위하여 사용자 ID와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는 암호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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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형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데이

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암호 처리부에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 하여금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에 따라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가 형성되면, 상기 데이터 전

송부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

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저장하는 ID/암호 저장부;

저장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와 상기 단말기

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 암호 코드를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네트워

크 포트를 암호화하는 암호 처리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암호 처리부로 전달하고, 상기 암호 처리부

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네트워크 포트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이터 수

신부;

상기 전송받은 데이터를 인쇄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하기 위한 인쇄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수신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추출하여 상기 암호 처리부에서 사용자 인

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포트를 상기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부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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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사용자 ID와 암호를 저장하는 ID/암호 저장부;

저장된 상기 사용자 ID 및 암호를 소정의 방식으로 암호화한 암호 코드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암호 코드와 상기 단말기

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 암호 코드를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네트워

크 포트를 암호화하는 암호 처리부;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받아 암호 처리부로 전달하고, 상기 암호 처리부

로부터 상기 암호화된 네트워크 포트를 전달받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

상기 사용자 인증 결과 생성되는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데이터 수

신부;

상기 전송받은 데이터를 인쇄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인쇄하기 위한 인쇄부; 및

상기 각 부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린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에서 수신한 프로토콜 프레임으로부터 암호 코드를 추출하여 상기 암호 처리부에서 사용자 인

증을 수행하도록 하며, 상기 사용자 인증이 된 경우에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형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포트를 상기 암호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인증 프로토콜 처리부로부터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린터.

청구항 8.

인증 프로토콜(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하여 생성한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할 프린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단말기 및 네트워크 프린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보안 인쇄

방법으로서,

(a)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프린터에 네트워크 포트를 요청하고,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단계; 및

(b) 생성된 상기 임시 데이터 통로(TDP: Temporary Data Path)를 통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할 데이터를 전

송하는 데이터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 인증 단계; 및

(a2) 암호 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 인증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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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a1) 단계는

(a11) 사용자 ID를 포함하는 제1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제1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

(a12)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와 상기 전송된 제1 프로토콜 프레임에 포함된 사용자 ID를 비교하여 사

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용자 일치 여부 판단 단계; 및

(a13) 상기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제1 암호 코드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2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2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a2) 단계는

(a21) 인증을 위하여 상기 제1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제3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로 전송하는 제3 프로

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 및

(a22)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한 제2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암호 코드는

상기 사용자 ID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 비트 코드와 상기 암호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비트 코드를

XOR 시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a22) 단계는

(a221) 상기 제3 프로토콜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제1 암호 코드를 추출하는 단계;

(a222)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 및 암호를 이용하여 생성한 제2 암호코드와 상기 제1 암호 코드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암호 코드 일치 여부 판단 단계; 및

(a223) 상기 제1 암호 코드와 상기 제2 암호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한 제3 암호 코드를 포함

하는 제4 프로토콜 프레임을 상기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암호 코드는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사용자 ID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 비트 코드와 상기 네트워크 프린터에 저장된

암호를 MD5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128비트 코드를 XOR 시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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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는

프린터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프린터 데이터는 헤더부에 상기 제3 암호 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

안 인쇄 방법.

청구항 16.

제8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암호 코드는

상기 제1 암호화 코드 또는 상기 제2 암호화 코드를 암호키로 사용하여 상기 네트워크 포트를 암호화하여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보안 인쇄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38245

- 12 -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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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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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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