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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 또는 다른 장치는 인터넷과 같은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속한다. 상기 장치에 가상

사설 통신망(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이후에, 상기 가상 사설 통신망(VPN)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여 VPN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는 공개/사설키 쌍을 생성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등록을 요구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인증서 및 공개/사설키 쌍이 제공된다. 장치는 또한 서버로부터 디지털 인증서를 수신

하고, 사용자에게 인증서에 대한 핑거프린트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서버 인증서를 검증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VPN을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인증서 등록을 요구하며, 신규 내용이 이용가능한 경우 VPN 

클라이언트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갱신하는 자동 내용 갱신(ACU) 클라이언트를 포함한다. 보안 서비스 관리자(SS

M) 서버는 웹 서버,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게이트웨이 및 내부 인증 기관(CA)을 포함하거나 통신한다. VPN 폴

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은 VPN 프로파일 및/또는 폴리시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SSM 서버와 통신한다. 기업 인트

라넷에 있을 수 있는 SSM 서버는 추가로 하나 이상의 외부 CA들과 통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다수의 실시예들에 따라 이동 장치가 원격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예시적인 네트워

크 환경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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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이동 장치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자동 내용 갱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데이터의 저장을 나

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서버 및 다른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의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회사 네트워크의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ACU 메시지 처리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 내지 도 35는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장치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의 예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이동 장치, 18...VPN 방화벽,

20...SSM 서버, 22...등록 게이트웨이,

24...VPN 게이트웨이, 26...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28...인증 기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로의 안전한 액세스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통신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 또는 다른 장치를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은 동시에 출원된 대리인 문서 번호 제004770.00134호를 갖는 발명의 명칭이 '안전한 액세스 구현 방법(Met

hod of implementing secure access)'인 미국 특허 출원과 관련되고, 그 내용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써 통합된다.

직원, 고객 및 무수한 다른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종종, 액세스되는 컴퓨터

는 종종 인터넷을 통해 또는 다른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트라넷, 근거리 통신망(LAN) 또는 원

격으로 액세스되는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와 같은 사내 통신 네트워크에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에 존

재하는 정보는 기밀이고 따라서 상기 컴퓨터로의 접속은 안전해야 한다.

가상 사설 통신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은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를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컴퓨터 사용자를 돕도록 구현되었다. VPN은 직원, 고객 및 액세스 권한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사내(

또는 다른 실체) 컴퓨터와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허용하는 안전한 사내 통신 네트워크로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VPN은 항상 전세계의 사이트로부터 사내 컴퓨터로의 안전한 통신을 허용할 수 있다.

현재의 VPN 및 VPN 구현 방법은 보통 작은 구성으로 용이하게 구현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팅 능력을 갖는 셀룰러 전화 및 다른 이동 장치, 일반적인 컴퓨터, VPN 배치 및 유지를 위한 현재의 방법 및 시스

템은 문제가 생겼다. 상기 문제는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걸쳐, 아마도 전세계에 걸쳐 퍼져 있고, 1주일에 7일 24시

간 커버리지를 요구하는 경우 특히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종래에 각 사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키 기

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데이터를 생성했고, 상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VPN 폴리시에 포

함했다. 이것은 VPN 사용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매우 지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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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사용자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 안전한 통신을 전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스케일러블(scalable) 시스

템, 장치 및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VPN 클라이언트 보안 폴리시, 프로파일 및 인증서를 다수의 인증된 원격 액세스 

사용자들에게 용이하게 전개하는 시스템,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원격 사용자 가 이동 핸드헬드 장치를 통

해 사내(또는 다른 실체) 컴퓨터를 액세스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다수의 이동 장치가 사용되고 있고 적은 장치가 

쉽게 분실되기 때문에, 전개의 용이함은 중요하다. 더욱이, 이동 핸드헬드 장치는 종종 PC 또는 랩탑 컴퓨터에 비해 

제한된 능력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와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통신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 또는 다른 장치를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용자들로의 안전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한다. 본 발

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장치로의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과

정이 시작된다. 상기 과정의 시작에 응답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수행된다. 상기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

지 않은 경우, 상기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제2 과정이 시작된다. 상

기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에 응답하여, 구성 정보가 수신된다. 수신된 구성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로컬 애플리케이션

이 구성되고, 상기 구성에 기초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의 생성이 계속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들 및 추가 태양들은 이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함으로써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요약 및 이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은 첨부한 도면들과 관련하여 읽는 경우 더 잘 이해된다.

첨부한 도면들은 예로서 포함된 것이고, 본 발명의 청구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수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이하 설명에 있어서, 실시예의 일부를 형성하는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한다. 본 발명이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예로서 도면들에 도시된다.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실시예들이

이용될 수 있고 구조적 기능적 수정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제 도면을 참조하면, 동일한 참조 번호는 동일한 부분을 나타낸다. 도 1은 백본(backbone)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1

4)를 통해 분배되는 몇몇 가상 사설 통신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

시예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14)는 인터넷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VPN-A는 장치들(A1, A2 및 A3)간의 안

전한 통신을 나타내는 터널(긴 점선으로 표시)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유사하게, VPN-B는 장치들(B1, B2 및 B3)간

의 안전한 터널(짧은 점선으로 표시)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VPN 네트워크(A 및 B)는 다수의 위치를 갖는 회사 또는 

조직에 위치한다. 도 1에 도시된 VPN 구조는 회사 또는 조직의 직원 또는 구성원(또는 다른 인증된 사람)이 인터넷 

또는 다른 백본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한 터널에 의해 회사 또는 조직의 VPN에 접속한 후에 회사 또는 조

직의 근거리 통신망(LAN)을 액세스하도록 허용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안전한 소켓 계층(SSL; Secur

e Sockets Layer)과 같은 터널링 기법에 의해 접속이 보장된다. 하지만, 본 발명은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특정 

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동 장치(10)는 이동 네트워크(12)를 통해 인터넷(14)과 통신할 수 있고, 그 다음 상이한 

장치들(B1-B3)과 통신할 수 있다. 장치들(B1-B3)은 동일한 인트라넷의 부분이거나, 다수의 인트라넷 또는 다른 근

거리 통신망(LAN) 또는 광역 통신망(WAN)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가상 사설 통신망(VPN)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시스템의 

클라이언트가 구현될 수 있는 이동 장치의 일 예는 시리즈 60 또는 심비안 오에스(SYMBIAN OS)(즉, SYMBIAN OS

는 영국 런던의 심비안 회사에서 입수가능한 운영 체계이다)이고, 이동 장치는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의 예들은 노키아 7650 및 3650 전화기 및 9210 커뮤니케이터(핀란드, 에스푸의 노키아 코포레

이션에서 입수 가능)를 포함한다. 이동 장치들(10)은 무선 네트워크(12) 및 인터넷(14)을 통해 VPN 방화벽(firewall)

(18) 및 VPN 게이트웨이(gateway)(24)에 통신한다. 방화벽(18)이 인트라넷(36)으로의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이동 

장치들(10) 및 컴퓨터(11)는 VPN 터널 접속(19)을 설정할 수 있다.

우선, 보안 서비스 관리자(SSM; security service manager) 서버(20)와의 통신을 위해 이동 VPN 클라이언트 소프

트웨어(VPN 클라이언트)가 이동 장치(10)에 설치된다. VPN 클라이언트는 이동 장치(10)내의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72) 중의 하나로서 도 3에 도시되고 이하 더 상세하게 설명된다. 사용자는 적외선, 블루투스, 또는 WLAN 접속을 통

해, 브로드캐스팅 또는 멀티캐스팅(예를 들어, DVB-T 또는 그 변 형)을 통해, 전자우편을 통해, 또는 CD-ROM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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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동가능한 매체를 통해 보통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VPN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VPN 클라이

언트는 이동 장치(10)에 용이하게 설치하기 위해 예를 들어 SYMBIAN OS 운영 체계 SIS 파일로서 전달된다.

웹 서버(90; 도 5에 도시)를 통해 SSM 서버(20)는 이동 장치(10)와 같은 원격 소스로부터 수신되는 요구를 필터링하

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비한다. 인증된 사용자만이 SSM 서버(20)를 액세스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은 원격 장치 사

용자가 웹 서버(90)의 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의해 제공되는 HTML 형식에 입력하는 사용자이름/패스워드 조

합에 기초한다. 성공적인 인증은 SSM 서버(20)가 인증된 사용자를 위한 세션을 생성하게 한다. 웹 서버(90)에 저장된

페이지에 대한 URL에 세션 ID를 부호화함으로써 다음의 페이지 요구들간의 세션이 식별된다. 상세하게는, 다음의 웹

페이지들로의 각 링크는 SSM 서버(20)가 페이지 요구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세션 ID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웹 서버

(90)의 JSP 페이지 및 서블릿(Servlets)은 웹 페이지에 URL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웹 서버(90)에 의해 제공되는 웹 

페이지의 링크를 사용하여 SSM 서버(20)로부터 로그아웃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항상 로그아웃하는 것을 기

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 세션은 짧은 타임아웃 값을 갖는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웹 서버(90)의 모든 페이지들

은 SSL 접속을 통해서만 액세스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및 세션 ID는 암호화된 접속을 통해서만 전

송된다.

이동 전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예시적인 VPN 클라이언트 설치

사용자 브라우저로부터의 요구를 포함하여, 이동 장치(10)로부터의 모든 요구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을 통해 SSM 서버(20)로 전송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인터넷(14)에서 이동 장치들(10)로부터의 HTT

P 접속(19)은 VPN 게이트웨이(24) 및/또는 방화벽/프록시 서버(18)를 통과하고, SSM 서버(20)는 인터넷(14)에 직

접 접속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스크린, 키패드 및/또는 다른 입력 및 출력 장치를 포함하는 이동 장치(10)는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

는 동안 사용자에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다운로드한 이후에, 디스플레이는 VPN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SIS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도 8). 상기 파일을 여는 경우, 사용자가 설치 과정을 시작하도록 '예'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촉구(prompt)한다(도 9). '아니오'를 선택하는 경우, 설치가 취소된다. 예를 선택하는 경우, 

옵션 메뉴에 몇몇 선택들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설치', '인증서 보기', 또는 '설치될 제품에 대한 상세'(도 10). '설치'

를 선택한 후에, 장치에서 실행중인 모든 활동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할 것인지를 사용자에게 문의한다(도 11). 이

것은 안전을 위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종료한 후에, 실

제적인 설치가 시작된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과정은 사용자에게 장치를 다시 오프했다가 온할 것인지를 묻는

다(도 12). 이것은 장치가 다시 턴온되는 경우 모든 낮은 레벨 성분들이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보장한다. 설치한 이후

에, 이동 VPN 클라이언트 아이콘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나타난다(도 13).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애플

리케이션 메뉴의 어느 곳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폴더로 이동할 수 있다.

설치 과정은 자동 내용 갱신(ACU; Automatic Content Update) 서비스를 채용한다. 상기 ACU 서비스는 이동 장치(

10) 및 SSM 서버(20)간의 프로토콜을 포함하고, 상기 프로토콜은 장치(10)가 SSM 서버(20)의 내용과 동기화된 국

부적 내용 저장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ACU 서비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ACU 클라이언트)

는 이동 VPN 클라이언트의 부분이고, VPN 클라이언트의 다른 성분들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된다. ACU 클라이언트 

설정 단계는 2개의 프로토콜 트랜잭션을 포함한다. 제1 트랜잭션은 ACU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를 이동 클라이언트

에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고, 제2 트랜잭션은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등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클라이언트 인

증서는 ACU 요구를 서명(sign)하고 요구에 대한 응답을 인증하기 위해 다음의 ACU 통신에서 사용된다.

SSM 서버(20)는 데이터베이스(98; 도 5)를 포함하고, 추가 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클라

이언트로 하여금 SSM 서버(20)로부터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를 페치(fetch)하도록 허용한다. 인증서 등록 데이터베

이스는 클라이언트가 SSM 서버(20)에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내용 메타데이터(metadata)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언트가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페치하도록 허용한다. 내용 데이터베이스는 클

라이언트가 SSM 서버(20)로부터 실제 내용을 페치하도록 허용한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클라이언트가 페치할 수

있는 몇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이어트 구성 패키지만을 포함하지만, 내용 데이터

베이스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내의 내용은 또한 하나 이상의 속성들로 할당된다. 상기

속성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하여 ACU 요구의 검색 필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증서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실체 이름 및 PKCS #10(또는 다른 인증서 요구 구문(syntax))을 사용하여 준비된 인증서 요구와 같은 속성들을 지원

하고, 내용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ID 및 유형과 같은 속성들을 지원한다.

들어오는 ACU 요구 메시지들로부터의 상이한 레벨의 보안 인증이 상이한 데이터베이스로의 액세스에 요구된다. 적

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3가지 레벨의 보안이 있다. Req1(최하), Req2(중간) 및 Req3(최상). 구성 데이터베이

스는 모든 보안 레벨(Req1, Req2 및 Req3)을 받아들이지만, 내용 데이터베이스는 최상의 보안 레벨(Req3)을 요구한

다. 표 1은 일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20)의 보안 레벨 요건, 내용 속성 및 내용 유형을 요약한다. 예를 들어, 인증

서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X.509v3 인증서(예를 들어 'application/pkix-cert')를 저장하고 리턴한다. 해당 기술에 공

지된 바와 같이, X.509는 디지털 인증서를 위한 국제 통신 연합 권고 표준을 나타낸다. 인증서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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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요구에서의 검색 필터는 3가지 속성들인 실체 이름, 요구 유형 및 PKCS#10 인증서 요구를 포함할 수 있

다. 인증서 등록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레벨(Req2 또는 Req3)을 갖는 요구를 필요로 한다.

[표 1]

데이터베이스

지원되는 

요구

보안 레벨

지원되는 내용 속성

(검색 필터내에서)
저장되고 리턴되는 내용 유형

구성

데이터베이스

Req1

Req2

Req3

ACUServerAddr

(ACU 서버의 어드레스)

클라이언트 구성

(예를 들어,

'application/x-acu-client-config')

인증서

등록

데이터베이스

Req2

Req3

실체 이름(EntityName)

(서버에서 올바른 등록 서비스를 찾는데 사용

될 수 있는 정보의 추가 부분)

요구 유형(RequestType)

- '신규' 신규 요구인 경우

- '폴(poll)' 반복되는 요구인 경우, 즉 펜딩 상

태이후에 인증서 폴

- '갱신(renewal)' 인증서 갱신 요구인 경우

- '갱신 폴(renewalpoll)' 반복되는 갱신 요구

인 경우

PKCS#10

(DER-부호화된 PKCS#10 인증서 요구의 Bas

e64-부호화)

DER-부호화된 인증서의 Base64-부

호화

(예를 들어,

'application/pkix-cert')

내용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Req3

TargetContentID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항목의 ID)

TargetContentType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항목의 유형)

TargetContentTimestamp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항목의 타임스탬프

)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

'application/x-acu-metadata')

내용

데이터베이스
Req3

ContentID

(내용 항목의 ID)

ContentType

(내용 항목의 유형)

ContentTimestamp

(내용 항목의 ID 타임스탬프)

요청된 내용의 유형

SSM 서버(20)로부터 제1 응답 패키지를 수신한 경우, 이동 장치(10)는 SSM 서버(20)와 신뢰 관계를 설정한다. 특히,

이동 장치(10)는 리턴된 SSM 서버 인증서를 확인하고 저장한다. 저장된 SSM 서버 인증서는 동일한 서버로부터 다음

의 ACU 응답을 자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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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치(10)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내용을 갱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안전한 통신을 위해 V

PN을 사용, 등과 같은) 다른 동작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동 장치(10) 및 서버(20)는 ACU 및 VPN 클라이언트 설정 단

계를 완료한다. 클라이언트 설정 동안 사용되는 타깃 데이터베이스는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ACU 클라이언트 설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보안 레벨 및 예시적인 타깃 데이터베이스가 표 2 및 도 7에 기술된다.

[표 2]

메시지 타깃 데이터베이스 보안 레벨

1 ./acu_config_db Req1

2 N/A Resp1

3 ./acu_cert_db Req2

4 N/A Resp2

메시지 1은 ACU 클라이언트에 의해 ACU 서버(예를 들어, SSM 서버(20))로부터 ACU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를 페

치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서버는 메시지 2를 사용하여 ACU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를 ACU 클라이언트에 리턴한다.

ACU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3을 사용하여 ACU 서버에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등록한다. 상기 서버는 메시지 4를 

사용하여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ACU 클라이언트에 리턴한다. 다음의 동작 단계 동안, ACU 클라이언트는 ACU 

서버로부터 내용 메타데이터 또는 실제 내용을 페치하거나, 인증서를 ACU 서버에 등록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표 2 또는 도 7에 미도시). 이것은 SSM 서버(20)로부터 VPN 폴리시(policy)를 페치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응답

하여, 상기 서버는 내용 메타데이터, 실제 내용 또는 인증서를 ACU 클라이언트에 리턴한다. 이것은 VPN 폴리시를 A

CU 클라이언트에 리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SSM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만료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경우, 이동 장치(10)는 신규 클라이언트 설정 단계를

시작하고 적합한 초기화 단계를 수행한다. 이동 장치(10)가 성공적인 인증 상태를 수신하지만, 또한 이동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곧 만료될 것이라는 지시를 수신하는 경우, 이동 장치(10)는 요구를 인증하기 위하여 만료 임박 인증서를 사

용하여 신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일단 신규 인증서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신규 인증서는 구 인증서

를 대체한다.

이동 장치(10)로부터 SSM 서버(20)로의 메시지는 세션 ID(예를 들어, 번호) 및 메시지 ID(예를 들어, 번호), SSM 서

버(20) 및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들)를 정의하는 부분을 구비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부분은 옵션으로 또한 

인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의 본체 부분은 이 메시지에 사용되고 응답 패키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AC

U 프로토콜의 버전(예를 들어, 'SyncML/1.0')을 식별한다. 상기 본체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검색하기를 

원하는 내용의 속성을 포함하는 문의를 더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문의는 SSM 서버(20)의 절대 URI(예를 들어, 'http:/

/<acu-server-name>/acu')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문의 값은 HTTP 레벨에 사용되는 수신지 균일 

자원 식별자(URI)와 동일하다. 이동 장치(10)로부터의 메시지는 이동 장치(10)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절대 URI 또는 

국 제 이동국 장치 아이덴티티(IME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 균일 자원 번호(URN; unifo

rm resource number)(예를 들어, 'http://<client-name>:<port>' 또는 'IMEI:493005100592800')를 더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인증 및 아이덴티티 정보의 포함은 요구 메시지의 보안 레벨에 의존한다. 이동 장치(10)로부터의 메시지

는 또한 메시지가 패키지의 최종 메시지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ACU 패키지는 항상 

단일 메시지에 포함되고, 따라서 '최종 요소' 설명은 장치(10)로부터의 모든 ACU 메시지들에 존재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20)로부터의 ACU 응답 메시지의 본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CU 프로토콜

에 사용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버전(예를 들어 '1.0')의 식별자; SSM 서버(20

) 또는 다른 수신자에 의한 상태 정보 요소의 처리 결과에 대해 특정 요소를 전송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통보하는데 사

용되는 상태 정보 요소(예를 들어, 통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나타내는 에러 코드); ACU 프로토콜의 버전(예를 들

어 'SyncML/1.0'); 클라이언트가 대응하는 요구에서 서버로부터 검색하기를 원하는 내용의 속성; 및 (있는 경우) 대

응하는 요구 패키지의 추가 검색 요소들의 상태/결과 요소 쌍에 대한 정보. 결과 요소들은 대응하는 문의가 몇몇 내용

을 리턴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대응하는 ACU 메타데이터의 ID 요소 값과 동일한 

내용 항목의 ID가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ACU 검색 필터의 ContentID 내용 속성의 값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동 장치(10)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이동 장치에 설치되는 ACU 클라이언트를 채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내용 갱신 요구에서 내용 ID를 지정하는 경우, ACU 에이전트(74; 도 3)는 인터넷 프로토콜 보

안(IPSec; Internet Protocol Security) 관리자(60)를 호출하여 갱신 과정이 수행될 서버의 아이덴티티를 획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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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사용자에게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를 제공하도록 촉구한다. ACU 에이전트(74)가 서버 아이덴티티(이 예

에서 SSM 서버(20))를 갖는 경우, ACU 에이전트(74)는 원하는 내용 유형의 리스트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에 문의함

으로써 갱신 과정을 계속한다. ACU 에이전트(74)는 추가로 원하는 내용에 대해 메타데이터(예를 들어, ID, 유형 및 

타임스탬프)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에 문의한다. 식별된 서버(여기서, SSM 서버(20))와의 통신이 적합하게 초기화된 

후에, ACU 에이전트(74)는 ACU 요구 메시지를 SSM 서버(20)에 생성한다. 상기 메시지는 SSM 서버(20)가 애플리

케이션의 사용 및/또는 갱신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되었다는 내용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페치한

다. ACU 요구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갱신되기를 원하는 모든 내용 유형을 나열하는 검색 필터를 포함한다. A

CU 에이전트(74)는 이때 SSM 서버(20)에 의해 리턴되는 메타데이터를 갱신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메타데이터

와 비교한다. 차이가 있는 경우, ACU 데이터 저장부(66; 도 3)에 있는 서버 내용 갱신 구성 매개변수(예를 들어, 'For

ceUpdates')를 세팅한다. 그 다음, ACU 에이전트(74)는 SSM 서버(20)로부터 모든 신규 및 변경된 내용(있는 경우)

을 페치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ACU 메시지가 처리되는 방법을 나타내는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이동 전화의 VPN 폴리시(Policy) 설치 UI

하나 이상의 VPN 폴리시는 SSM 서버(20)로부터 이동 장치(10)에 의해 검색되는 일 유형의 내용이다. VPN 폴리시

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서 회사 인트라넷(도 2)의 전자우편(32), 데이터베이스(34) 및 다른 기능을 액세스하도록 

SSM 서버(20)로의 안전한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동 장치(10)와 같은 VPN 클라이언트(예를 들어, 'mVPNClient

')를 갖는 이동 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폴리시는 인증서 및 사설키와 

같은 최종 사용자 아이덴티티 데이터를 포함한다. 인증서, 사설키 및 다른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갖지 않는 VPN 폴리

시는 '프로파일(profile)'로 지칭된다. 다수의 최종 사용자들은 동일한 프로파일을 포함할 수 있고, 개별적인 폴리시를

생성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VPN 폴리시 및 프로파일은 SSM 서버(20)에서 관리되고, 상기 SSM 서버(20)는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26), 데이터베이스(98) 및 인증 기관(28)을 포함하고/하거나 통신한다.

단일 VPN 폴리시는 다수의 사용자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26)에 의해 생

성되고 SSM 서버(20)의 데이터베이스(98)에 전송되는 폴리시는 몇몇 VPN 게이트웨이 정의를 포함할 수 있고, 각 정

의는 인증서 인증을 이용하지만 상이한 인증 기관에 의존한다. 따라서, 단일 폴리시는 활성화가 준비되기 전에 다수의

인증서 등록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폴리시가 다수의 관련된 사용자 인증서를 구비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폴리시에 대해 주어진 크기의 단일 공개/사설키 쌍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단일 폴 리시와 관련되고 

동일한 키 크기를 사용하는 모든 인증서는 동일한 공개/사설키 쌍을 나타낸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VPN 폴리시를 구성하는 파일은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포함되고

, 폴리시 정보 파일(46)(폴리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 폴리시 파일(50)(IPSec 및 인터넷 키 교환(Internet K

ey Exchange), 또는 IKE 규칙을 포함), 하나 이상의 인증서 파일(48) 및 하나 이상의 사설키 파일(52)를 포함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IPSec 폴리시 저장부(40)는 VPN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공개/사설키 쌍(42), 인증서

(48), 및 인증서 요구 및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관련된 것(44)(후술)을 저장한다. IPSec 폴리시 저장부(40)는 AC

U 에이전트(74)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신규 내용 속성을 지원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이동 장치(10)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72)은 ACU 에이전트(74)를 통해 ACU 클라이언트를 액세스한다. 일 실

시예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는 IPSec 관리자(60)를 통해 ACU 에이전트(74)를 액세스한다.

내용 갱신 및 인증서 등록 과정의 다수의 단계에서, ACU 클라이언트(74)는 갱신, 등록 또는 다른 처리를 시작한 클라

이언트 애플리케이션(예를 들어, VPN 클라이언트)과 통신한다.

ACU 데이터 저장부(66)는 VPN 클라이언트 정보(68)와 같은, ACU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ACU 데이터 저장부(66)는 또한 SSM 서버(20)와 같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를 대신

하여 ACU 에이전트(74)가 통신하는 서버에 대한 정보(70)를 포함한다. 서버로부터 페치된 실제 내용 및 내용 메타데

이터는 갱신 또는 다른 ACU 서비스를 요구한 각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저장된다. VPN 클라이언트의 경

우, 내용 및 내용 메타데이터는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저장된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장치(10)

는 전화 및 달력 애플리케이션 뿐 아니라 CPU(76), 송수신기(64)와 같은 이동 네트워크(12)로의 인터페이스를 포함

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동 장치(10)는 또한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입력 장치(예를 들어, 키보드), 출력 장치(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및 다른 공지된 구성요소를 구비할 것이다.

도 4는 ACU 데이터 저장부(66)에 저장된 것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ACUService 레코드(78)는 하나 이상의 ACU 

서비스 인스턴스(instance)에 대한 정보('ID')를 포함한다. ClientApp 레코드(80)는 특정 ACU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하나 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ACU 서비스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서버 어카운트(ServerAccount) 레코드(82)는 특정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서버 어카운

트(예를 들어, SSM 서버(22)에 대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에서의 정보는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에서 및/또는 클라이언트 초기화 과정의 결과로서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서버(예를 들어, SSM 서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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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획득된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하나보다 많은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를 구비할 수 있다. 공개/사설키 쌍은 Ke

yPair 파일(84)에 저장된다. 상이한 레코드 및 파일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서

버 어카운트 레코드(82)의 IAPRef 필드는 장 치(10)의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AP; Internet Access Point) 구성 엔

트리를 나타낸다. 이 필드는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에 명시된 서버(SSM 서버(20)와 같은)와 통신하는 경우 사용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명시한다. 다른 사용을 위한 다른 이용가능한 IAP들이 상기 장치의 다른 곳에서 구성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내용 갱신 및 IPSec 관리자(60)로의 인증서 등록 과정 동안에 ACU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각 

애플리케이션과 ACU 에이전트(74)가 통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IPSec 관리자(60)는 이동 장치(10)의 운영 체

계 소프트웨어 일부이다(SYMBIAN OS 운영 체계와 같은). IPSec 관리자(60)는 인증서 및 사설키를 포함하는 IPSec 

폴리시 저장부(40)를 관리한다. IPSec 관리자(60)는 또한 폴리시 저장부(42)에 저장된 사설키를 가지고 암호화 및 암

호해독을 수행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사설키는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고 저장되며, IPSec 관리자(60)는 사설키

를 암호해독하고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 및 폴리시 들여오기(import)를 관리한다. IPSec 관

리자(60) 및/또는 다른 운영 체계 구성요소를 통해,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로부터 VPN 클라이언트 및

폴리시 설치 패스워드를 요구하기 위한 다이얼로그를 구현한다.

IPSec 관리자(60)는 추가로 공개/사설키 쌍의 생성 및 저장, 인증서의 저장 및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및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증서 요구의 생성 및 저장을 지원한다. IPSec 관리자(60)는 폴리시 갱신 및 인증서 등록 과정

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능인 것으로 가정한다. 사용자가 명령으로 IPSec 관리자(60)에 폴리시 갱신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IPSec 관리자(60)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를 요구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는 2가지 주요한 유형의 VPN 인증을 지원한다: 인증서 인증(certificate authe

ntication) 및 레거시(legacy authentication) 인증. 인증서 인증은 사용자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

ucture) 데이터(예를 들어, 공개/사설키 쌍 및 대응하는 인증서)에 기초하지만, 레거시 인증은 사용자이름 및 패스워

드/패스코드에 기초한다.

인증서 등록 과정은 2가지 형태로 이용가능하다: 자동 및 수동. 사용자는 인증서 등록을 요구하는 폴리시를 활성화함

으로써 자동 인증서 등록 과정을 시작한다. 폴리시가 PKI 폴리시이고 모든 사용자 PKI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사용자

PKI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만료된 경우 폴리시는 인증서 등록을 요구한다. 사용자는 VPN 클라이언트 UI에서 인증서 

등록을 요구하는 폴리시를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메뉴로부터 특정 명령을 선택함으로써 수동 인증서 등록 과정을 시

작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파일은 VPN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26)을 사용하여 생성되고 게이트웨이로 및 클라

이언트로 VPN 구조(예를 들어, 망 접속 형태(network topology))를 기술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VPN 게이트웨이

(24)는 액세스 권한의 최종 검사를 수행하고, 폴리시의 클라이언트 버전은 올바른 게이트웨이로의 안전한 접속을 설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폴리시 관리 애플리케이션(26)은 폴리시를 갖는 인증서 및 사용자 사설키를 포함한다. VPN

프로파일이 인증서 및 사설키의 사용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VPN 클라이언트는 공개

-사설키 쌍 및 대응하는 인증서 요구를 생성하고 등록을 위해 인증 기관(CA)(28)에 요구를 전송할 것이다. 등록이 성

공적인 경우, CA(28)는 인증서를 되돌려 전송하고 VPN 클라이언트는 안전한 접속이 준비된다.

인증서 등록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SSM 서버(20)의 일 실시예는 인증서 등록 게이트웨이로서 동작한다. 이

러한 경우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는 CA(28) 대신에 SSM 서버(20)에 등록 요구를 전송하고, SSM 서버(20)만이 

CA(28)와 통신한다. 그 다음, SSM 서버(20)는 인증서 등록을 완전 자동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 및 인가를 수

행한다. SSM 서버(20)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98) 또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RADIUS; remote auth

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서버(30)에 사용자를 인증한다. 상기 RADIUS 서버(30)는 SECURID(매사추세츠, 

베드포드의 RSA 보안 회사에서 입수 가능)와 같은 패스워드 토큰(token)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20)는 내부 VPN 인증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VPN 인증서를 서

명(sign)하기 위해 제3자(CA)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것으로 PKI-기반 VPN 전개(deployment)에서 상당

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VPN 폴리시 및 프로파일은 처음 배치된 이후에 변경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SSM 서버(20)로부터

폴리시를 갱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는 SSM 서버(20)에 접속한 경우 ACU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갱신 폴리시를 자동으로 검사한다. 갱신 폴리시를 발견한 경우, VPN 클라이언트는 (ACU 클라이언트를 사

용하여) 자동으로 입력하고 변경한다. ACU 프로토콜은 일 실시예에 있어서 SyncML에 기초하고 SYMBIAN OS-기

반 VP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와 협력한다. 자동 갱신은 전자우편 통지 및 브라우저-기반 다운로드의 필요성을 최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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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시 갱신 과정 동안, 그리고 폴리시 동작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IPSec 관리자(60)는 폴리시 갱신

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를 세팅한다. 상기 세팅은 IPSec 관리자(60)의 초기화 파일(도 3에 미도

시)에 저장된다. 그 다음, IPSec 관리자(60)는 대응하는 ACU 에이전트 방법을 호출하고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전달함

으로써 활성화된 폴리시에 대한 폴리시 갱신 과정을 시작한다. 상기 매개변수들은 폴리시 ID(내용 ID와 같은) 및 IPS

ec ACU 플러그-인(plug-in)의 ID(예를 들어, IPSec ACU 플러그-인의 DLL의 UID3)를 포함한다. ACU 에이전트(7

4)는 지정된 플러그-인을 로드하고 ACU 에이전트(74) 및 IPSec 관리자(60)간의 인터페이스로서 플러그-인(도 3에

서 미도시)을 사용하여 갱신 과정이 수행되는 서버(예를 들어 SSM 서버(20))의 ID를 획득한다. 상기 플러그-인은 IP

Sec 관리자(60)를 호출함으로써 ACU 에이전트(74)로부터의 호출을 수행한다. 플러그-인이 서버 ID를 ACU 에이전

트(74)에 리턴하지 않는 경우, 갱신 과정이 종료된다. 또한 ACU 데이터 저장부(66)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레코

드가 지정된 서버 ID와 관련된 서버 어카운트(account)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과정은 종료된다. 플러그-

인이 유효한 서버 ID를 ACU 에이전트(74)에 리턴하는 경우, 폴리시 갱신 과정이 계속된다.

이동 클라이언트 UI에서의 프로비저닝

사용자는 UI를 통해 이동 장치(10)의 프로비저닝(provisioning)을 시작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아이콘 위의 선택 상자를 이동하고 선택 키를 누름). 일 실시예에 있어서, 장치에 설치된 폴리시가 없는 경우 어떠

한 데이터도 디스플레이되지 않는다(도 15).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장치(10)의 UI에서의 옵션(options) 메뉴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나열하고 뒤로(back) 명령은 사용자를 메인 애플리케이션 메뉴로 복귀시킨

다.

제1 폴리시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SSM 서버(20)에 접속한다. 옵션 메뉴로부터, 사용자는 폴리시 수신을 시작

하기 위하여 '서버로부터의 갱신'(도 16)을 선택한다. 이동 장치(10)는 SSM 서버(20)에 접속하고 접속은 VPN 클라

이언트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된다. 장치가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 사용자는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를 생성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동안, 각 문자가 별표(asterisk)(도 17)로 변하기 전에 잠깐 표시된다. 문자들을

입력한 후에 'OK'를 누르면 패스워드가 받아들여지고 과정이 계속된다. '취소(Cancel)'을 누르면 사용자는 클라이언

트 메인 화면으로 복귀된다. 다음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사용자는 SSM 서버(20)의 IP 어드레스 또는 URL을 입력한다

(도 18).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서버 어드레스는 회사 보안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OK'를 

입력한 후, 어드레스는 받아들여지고 과정이 계속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취소'는 사용자를 VPN 클라이언트 메인 화

면으로 복귀시킨다. 그 다음, 사용자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AP)를 선택하여 인터넷에 (또는 특정 다이얼-업 네트

워크에) 접속한다(도 19). 일 실시예에 있어서, 운영 체계는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 액세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검출하

는 경우 다이얼로그를 디스플레이한다. '선택(Select)'은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받아들이고, '취소'는 사용자를 VPN

클라이언트 메인 화면으로 복귀시킨다. 그 다음, 이동 장치(10)는 SSM 서버(20)에 접속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디

스플레이의 좌상 코너에 있는 상자내의 'G'는 GPRS 액세스가 이동 네트워크에서 활동중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한다(도

20). '취소'가 선택되는 경우 과정이 종료된다.

SSM 서버(20)에 대한 인증서 및 VPN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성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또는 무효한) 경우, 클라이언

트 초기화 과정은 SSM 서버(20)로부터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를 페치한다(도 20). ACU 데이터 저장부(66)에 SSM

서버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ACU 에이전트(74)는 응답 및 응답을 전송한 서버를 자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설정하기 위하여, ACU 에이전트(74)는 사용자에게 서버 아이덴티티 코드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일 실시예

에 있어서, 이동 장치(10)의 소프트웨어는 들어오는 인증서의 '핑거프린트(fingerprint)' 또는 16 바이트 식별 코드로

부터의 번호를 입력하도록 사용자에게 촉구하고, 사용자가 완전한 핑거프린트에 대해 검증하도록 나머지 번호를 디

스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핑거프린트 코드는 예를 들어 '12qwe34rtyqwe1234'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서버를 검증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불완전한 코드 또는 문자열, 예를 들어 '12qwexxrtyqwexx34'이 표시되고, 여기서, 'x'는 삭제

된 문자를 나타낸다. 서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처음 2개의 x에는 '34'를 입력하고, 마지막 2개의 x에는 '12'

를 입력해야 한다. 이동 장치(10)는 접속하는 동안 수신된 인증서의 핑거프린트를 계산하여 읽을 수 있는 문자열로 변

환한다. 상기 장치는 문자열로부터 하나 이상의 임의로 선택된 문자열을 삭제(예를 들어, 'x', '_' 등으로 변환)하고, 수

정된 문자열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 임의 문자 선택은 이동 장치의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

은 키패드를 갖는 이동전화인 경우, 숫자만이 임의로 삭제된다. 장치 능력은 예를 들어 장치의 IMEI 코드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다. 문자열에서 빠진 문자들의 수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핑거프린트 내의 임의로 삭제된 문자들의 위치는 

상이한 액세스 시도마다 상이하다. ACU 에이전트(74)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또는 문자를 수신된 SSM 서버 인증

서의 핑거프린트의 16바이트로부터 삭제된 문자와 비교한다. 코드가 핑거프린트와 일치하는 경우, 즉, 사용자가 입력

한 문자가 서버 핑거프린트로부터 삭제된 문자와 일치하는 경우, ACU 에이전트(74)는 SSM 서버(20)를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기 서버 인증서를 IPSec 관리자(60)를 호출함으로써 IPSec 폴리시 저장부(40)의 인증서 파일(

48)에 저장한다. 이때, SSM 서버(60)로의 접속이 계속되도록 허용된다.

다음 절차로의 다른 예가 도 21에 도시된다. SSM 서버(20)는 서버 인증서의 해시(hash)를 생성하고 상기 해시를 핑

거프린트로서 이동 장치(10)에 전송한다. 도 21의 예에서, 핑거프린트는 16 바이트의 16진수인 11:AF:93:B4:C8:B8

:BA:CE:81:64:00:DB:9F:D5:91:59이다. 폴리시 프로비저닝 이전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동 장치(10)의 사용자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핑거프린트가 찍힌 카드를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핑거프린트를 제공한다. 이동 장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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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핑거프린트(예를 들어, 인증서의 해시)를 계산하고 4개의 임의로 선택된 문자가 공백('_')으로 대체된 핑거프린트

를 디스플레이한다. 이때 사용자는 4개의 빠진 문자들을 입력한다. 그것에 의해 사용자가 인증서를 실제로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방지된다.

상기 절차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서버의 인증서를 검증하여 사용자가 부적당한 서버(원하는 서버인 것으로 가장하는 

서버와 같은)가 아닌 정당한 서버에 접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검증은 인증서의 이전에 공개된 핑거프

린트를 서버로부터 수신된 인증서로부터 계산된 핑거프린트와 비교함으로써 수행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SSM 서버(20)의 핑거프린트 코드는 다수의 실시예에서 사용자에게 오프 라인으로 (프로비저닝 이

전에) 제공된다. 서버의 관리자는 침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몇몇 방식으로 (예를 들어, 회사 소식지, 개인 전달, 

보통 우편 등) 인증서의 핑거프린트를 발행한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핑거프린트를 계산하여 공백(또

는 다른 문자)로 대체된 임의 문자를 갖는 핑거프린트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에게 빠진 문자들을 입력

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발행된 핑거프린트에 대해 표시된 불완전한 핑거프린트를 검증

해야 한다. 사용자가 유효한 문자를 입력한 경우, 상기 사용자는 핑거프린트가 올바른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빠진 문자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없이) 이동 장치(10)를

사내 네트워크(도 2의 인트라넷과 같은)에 접속할 때마다 SSM 서버(20)로부터 인증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VP

N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상술된 인증서 확인 과정을 모든 서버 액세스 시도에 추가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집, 호텔, 공항, 카페 등에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용자가 안전한 장치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중이고 방문하고 있는 위치에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에 이동 장

치(10)를 접속하기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인증서의 핑거프린트는 신뢰되는 매체를 통해 상기 

액세스 포인트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 호텔에서는, 핑거프린트가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핑거프린트는 또한 사용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질 수 있다. 핑거프린트는 케이스에 들어있거나 게시판

에 도달하기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이 용이하게 변경될 수 없는 신뢰되는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상술된 절차와 유사하게, 이동 장치(10)는 고속 액세스 포인트로의 접속의 부분으로서 사용자에게 핑거프린트의 문자

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상술된 바와 같이 인증서의 핑거프린트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와 같이 인증서 자체로부터 계산

된다.

장치(1)의 사용자가 SSM 서버(20)의 인증서를 검증한 후에, SSM 서버(20)는 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가 요청한 당사

자인지 및 어카운트가 상기 사용자에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사용자는 SSM 서버(20)로의 액세

스를 위해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촉구된다(도 22).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토큰(token) 또는 일회 패

스워드가 사용될 수 있다. SSM 서버(20) 및 장치(10)가 서 로를 인증한 후에, 장치(10)는 SSM 서버(20) 인증서를 저

장하고 이용가능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도 23). ACU 에이전트(74)는 SSM 서버(20)로부터 수신된 다른 클

라이언트 구성 정보와 함께 ACU 데이터 저장부(66; 도 3)의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 도 4)의 수신된 인증서로의 

참조를 저장한다. 사용자는 (예에서) ACU 인증서('ACUcert') 뿐 아니라 VPN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26)으로

부터의 신규 VPN 폴리시('generic*')를 포함하는 이용가능한 내용의 리스트를 입수한다(도 24). ACU 인증서는 장치

(10)를 SSM 서버(20)에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를 위한 장치 인증서이다. 장치(10)는 내용을 다운로드한다(도 2

5). 내용 다운로드가 완료된 경우, 장치(10)는 이용가능한 VPN 폴리시들을 나타낸다(도 26; 어떠한 인증서도 표시되

어 있지 않다). 사용자는 이제 VPN 게이트웨이에 접속함으로써 신규 폴리시(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장치(10)는 인증서 등록을 요구하는 폴리시를 수신했다. 다시 말하면, 폴리시는 아직 인증에 사용될 수 

있는 첨부된 인증서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클라이언트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한 경우, 클라이언트 초기화 

과정은 클라이언트 인증서 등록을 계속한다.

장치(10)의 VPN 클라이언트는 VPN 폴리시가 인증서 인증 폴리시인지 여부와 인증서가 폴리시에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폴리시가 유효한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인증서를 등록하기를 원하는지를 사

용자에게 문의한다(도 27). '예'를 선택하는 경우, 인증서 요구의 생성을 나타내는 UI가 사용자에게 표시된다(도 28). 

요구된 길이의 키 쌍이 이미 생성되지 않은 경우, 클라 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개/사설키 쌍의 생성부터 시작

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서버는 ACU 에이전트(74)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동일한 세트의 

키 쌍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 세트는 서버에 의해 요구되는 각 상이한 키 길이를 갖는 단일 키 쌍을 포함

한다. 키 쌍은 IPSec 관리자(60)로의 호출에 의해 생성된다. 생성된 키의 길이는 SSM 서버(20)로부터 페치된 클라이

언트 구성 정보에 포함되는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ACU 데이터 저장부(66)의 대응하는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

)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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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ACU 에이전트(74)는 사용자로부터 레거시 인증 정보(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요구할 수 있다(미도시). 

레거시 인증 정보는 SSM 서버(20)에 전송된 인증서 등록 요구를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더욱이, 상기 사용자 이름은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사용될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ACU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예를 들어, 다음 A

CU 통신에서 사용되는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ACU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하는데 사용되는 메시지 트랜잭션, 

또는 클라이언트 구성 패키지에 포함되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정보와 결합될 수 있다.

일단 사용자 이름이 요구된 경우, 키 쌍이 준비되고 리턴되는 키 쌍 식별자는 ACU 데이터 저장부(66)의 적합한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에 저장되며, ACU 에이전트(74)는 IPSec 관리자(60)를 호출함으로써 제공된 사용자 아이덴티

티 및 생성된 키 쌍에 대한 프라이버시 개선 우편(PEM; privacy enhanced mail) 부호화된 PKCS#10 인증서 요구를 

획득한다.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경우에 있어서, 인증서 요구의 챌린지(challenge) 패스워드 속성은 비어있다. IPSec 

관리자(60)는 요구되는 인증서 요구가 이미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캐시되어 있는지) 여

부를 검사한다.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IPSec 관리자(60)는 PKCS#10 모듈(도 3에 미도시)을 사용하여 상기 요

구를 생성한다.

인증서 요구를 생성한 후에, IPSec 관리자(60)는 상기 요구를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저장(캐시)한다. 요구 캐시

는 인증서 등록이 펜딩 상태로 한 번 이상 완료한 인증서 요구의 재생성을 피하는데 사용된다. ACU 에이전트(74)는 

PKCS#10 요구를 포함하는 ACU 요구 메시지를 구성한다. 그 다음, 장치(10)는 인증서 등록을 위해 SSM 서버(20)에

메시지를 전송한다. 사용자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하도록 촉구된다(도 29). ACU 에이전트(74)는 리턴되는 

등록 상태(성공, 실패, 펜딩)를 ACU 데이터 저장부(66)의 적합한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에 저장한다. 도 30은 장

치(10)에 의한 인증서의 수신을 나타내는 UI를 도시한다. 인증서 등록이 성공적인 경우, ACU 에이전트(74)는 IPSec 

관리자(60)를 호출함으로써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리턴되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저장한다. ACU 에이전트(74

)는 또한 ACU 데이터 저장부(66)의 적합한 서버 어카운트 레코드(82)에 저장된 인증서로의 참조를 저장한다. SSM 

서버(20)가 성공 또는 실패(즉, 펜딩 요구가 아닌)를 나타내는 인증서 등록 리턴 코드를 리턴하는 경우, ACU 에이전

트(74)는 IPSec 관리자(60)로부터 대응하는 인증서 요구를 삭제한다.

자동 인증서 등록 과정은 사용자가 IPSec UI를 통해 폴리시를 활성화하는 경우 시작된다. 폴리시 활성화 요구는 IPS

ec UI로부터 IPSec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그 다음 IPSec 관리자(60)로 전송된다. IPSec 관리

자(60)가 활성화될 폴리시가 인증서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IPSec 관리자(60)는 폴리시를 활성화하

지 않고 대응하는 리턴 코드를 IPSec API에 리턴한다. 인증서 등록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리턴 코드를 수신하는 경우,

IPSec API는 폴리시 활성화 과정을 중단하고 리턴 코드를 IPSec UI에 리턴한다. 인증서 등록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리턴 코드를 수신하는 경우, IPSec UI는 우선 사용자가 다음 등록 과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확인 다

이얼로그를 표시한다. 사용자가 등록을 받아들이는 경우, IPSec UI는 등록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표시되는 진행 다이

얼로그를 오픈함으로써 계속된다. 진행 다이얼로그는 또한 사용자에게 진행중인 등록 과정을 중단하도록 허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가 폴리시 활성화 과정(상기 확인 및 진행 다이얼로그 이전에)의 시작

시에 요구되고 인증서 등록 과정 동안에는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인증서 등록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진행 다이얼로그만이 IPSec UI

에 보여질 수 있지만, 갱신 과정 동안 사용자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이얼로그가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다른 애플리케

이션 위에 나타난다.

사용자가 IPSec UI에 등록을 다시 받아들인 후에, 명시된 폴리시에 대해 자동 인증서 등록을 수행하기 위하여 ACU 

에이전트(74)에 호출함으로써 등록 과정이 계속된다. 상기 호출은 매개변수로서 등록 과정에서 사용되는 플러그-인

의 ID(예를 들어, IPSec ACU Plug-in, 또는 ACU 에이전트(74)에 대한 IPSec 관리자(60)로의 인터페이스) 및 인증

서 등록이 수행될 폴리시의 ID를 포함한다. ACU 에이전트(74)의 관점에서 보면, 폴리시 ID는 클라이언트-특정 매개

변수이고, 예를 들어 장치(10)의 사용자는 많은 그룹에 속할 수 있지만(후술), 상기 사용자는 하나의 폴리시 ID를 갖

는다. 그 다음, ACU 에이전트(74)는 폴리시에 대해 등록 서버의 리스트를 리턴하기 위해 IPSec ACU 플러그-인을 

호출한다. IPSec ACU 플러그-인은 IPSec 관리자(60)를 호출함으로써 호출을 수행한다. 리턴되는 리스트에 있는 서

버 어드레스는 하나 이상의 인증서 요구가 전송될 서버(예를 들어, SSM 서버(20))를 나타낸다. 하지만, 단일 VPN 폴

리시는 다수의 인증서를 참조할 수 있고 각 인증서는 상이한 서버에 등록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ACU 에이전트(74)는 리턴되는 서버 주소를 한번에 하나씩 가지며, 각 서버와의 통신이 

적합하게 초기화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각 서버와의 통신이 적합하게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 ACU 에이전트(74)

는 사용자에게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될 IAP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예를 들어, 도 29). 이때, ACU 에이전트(74

)는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서버와의 통신이 적합하게 초기화된 경우, ACU 에이전트(74)

는 명시된 폴리시-서버 조합을 위해 인증서 요구를 리턴하도록 플러그-인을 호출한다. 서버(예를 들어, SSM 서버(20

))와 관련된 ACU 아이덴티티가 또한 상기 호출에 포함된다.

IPSec 관리자(60)가 어떤 폴리시를 위한 인증서 요구를 생성하고 리턴하는 요구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IPSec 관리

자(60)는 상기 요구를 처리한다. IPSec 관리자(60)에 의해 ACU 에이전트(74)에 리턴되는 리스트에 있는 각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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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PEM-부호화된 PKCS#10 인증서 요구 및 요구 식별자를 포함한다. 요구 식별자는 클 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정의되고 등록 응답으로 (대응하는 ACU 인터페이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되돌려 전송된다. VPN 클라이

언트의 경우에 있어서, 요구 식별자는 VPN 클라이언트가 어떤 등록 응답이 관련되는 호스트 및 폴리시를 찾는데 사

용할 수 있는 주체 아이덴티티 및 키 쌍 정보의 조합이다. ACU 에이전트(74)는 어떤 서버를 향하는 모든 인증서 요구

를 포함하는 ACU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요구 메시지를 전송한다.

응답이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ACU 에이전트(74)는 상기 응답을 분석하고 리턴되는 인증서 등록 응답을 한번에 

하나씩 IPSec ACU 플러그-인에 전달한다. 그 다음, 상기 플러그-인은 상기 응답을 IPSec 관리자(60)에 전달한다.

등록 응답은 폴리시 ID, 인증서 요구 ID 및 상태 코드를 포함하고, 인증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는 상태 코드

가 성공적인 등록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상태 코드가 실패를 나타내거나 등록 요구가 펜딩인 경우 인증서는

빠져있다.

IPSec 관리자(60)가 등록 응답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IPSec 관리자(60)는 (리턴되는 경우) 인증서를 IPSec 폴리시 

저장부(40)에 저장하고 등록 상태를 VPN 폴리시 파일(46)의 대응하는 등록 정보 필드에 저장한다. 상기 대응하는 등

록 정보 필드는 리턴되는 인증서 요구 식별자에 따라 발견된다.

등록 상태 코드가 성공 또는 실패를 나타내고 펜딩 요구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IPSec 관리자(60)는 IPSec 폴리시 저

장부(40)로부터 캐시된 인증서 요구를 삭제한다.

ACU 에이전트(74)가 어떤 폴리시에 대해 IPSec ACU 플러그-인에 의해 리턴되는 모든 인증서 요구를 처리하고 리

턴되는 인증서를 상기 플러그-인에 되돌려 전달하는 경우, 상기 ACU 에이전트(74)는 인증서 등록 과정을 시작한 IP

Sec API에 성공/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IPSec API는 상기 코드를 IPSec UI에 리턴한다.

IPSec UI가 인증서 등록 호출에 대한 응답으로서 에러 리턴 코드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IPSec UI는 등록이 실패했

고 폴리시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다이얼로그를 표시한다. IPSec UI가 성공 리턴 코드를 수신

하는 경우, 등록이 성공했고 폴리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다이얼로그를 표시한다. 이 

다이얼로그에서, 사용자는 폴리시를 활성화되게 하거나 활성화를 취소할 수 있다. 활성화가 계속되는 경우, VPN 클

라이언트 패스워드는 다시 요구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상기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가 등록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획득되었기 때문이다.

폴리시 활성화

폴리시가 다운로드된 후에, 사용자는 상기 폴리시를 활성화해야 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는 폴

리시를 선택(도 31)하고 옵션 메뉴에서 '활성화(Activate)'를 선택(도 32)함으로써 폴리시를 활성화한다. 폴리시 활성

화는 VPN 클라이언트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된다(도 33). 인증서 폴리시에 있어서, 이 패스워드는 또한 사설 키 기능

을 언로크(unlock)한다. 사용자는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AP)를 선

택한다(도 34). 사용자가 IAP를 선택한 경우, 상기 장치는 GPRS 접속이 '미리 정의된 일반(predefined generic)' 폴

리시에 대해 활성화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나타냄으로써 VPN 게이트웨이로의 접속을 시작한다. 채색된 도트(110)

는 초기화가 진행중임을 나타낸다(도 35). 접속을 성공적으로 설정한 경우, VPN 터널(tunnel)이 어떤 애플리케이션

에 의한 사용을 위해 준비가 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미리 정의된 일반(predefined generic)' 폴리시가 도트(110)

의 색을 예를 들어 초록색으로 변경함으로써 활동중이라는 것을 알린다. 사용자는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함으

로써 인트라넷의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사용자는 폴리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턴하여 옵션 메

뉴로부터 '비활성화(Deactivate)'를 선택함으로써 VPN 터널 접속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및 관리국을 포함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단일 플랫폼으로 

결합되거나 다수의 플랫폼으로 분할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SSM 서버(20)가 등록 게이트웨이(EGW)(22), 웹 

서버(90), 데이터베이스(98) 및 내부 CA(28)를 갖는 점선으로 된 상자내에 도시되고, 상기 구성요소들이 적어도 몇몇

실시예들에서 단일 장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상기 구성요소들 중 몇몇 또는 모두는 별

개의 장치들에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에 있어서, 다른 구성요소들(예를 들어, 전자우편 게이트웨이(32), RADIUS 서

버(30) 또는 VPN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이션(26))이 SSM 서버(20)를 갖는 장치와 동일한 장치에 있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98)는 사용자, 사용자 그룹, 클라이언트 폴리시, 다른 파일 및 그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내장

된 관련 데이터페이스이다. ACU 클라이언트 는 예를 들어, Acu_config_db<name>과 같은 논리 식별자를 갖는 데이

터베이스(98)내의 SSM 내용 객체를 참조하고, 예를 들어, Acu_cert_db<name>와 같은 논리 식별자를 사용하여 인증

서 등록을 수행하며, 상기 식별자들은 SSM 서버(20)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된다. SSM 서버(20)의 최종 사용자는 SS

M 서버(20)의 기능 또는 정보로의 액세스를 수신하기 전에 자신을 인증한다. 인증은 인증자(인증 제공자)의 사용에 

기초한다. 데이터베이스(98)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는 USERFQDN(사용자 + 적임 도메인 네임(user + fully 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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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ed domain name), 예를 들어, userid@domain)의 형태를 갖는다. 사용자로부터의 추가 정보는 성, 이름, 로그온 

이름, 패스워드, 전자우편 주소, 이동 전화 번호 또는 IMEI, 인증 서버, 사용자 그룹, 셀프-프로비전닝 규칙, 및 매칭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SSM 서버(20)는 사용자가 식별되었는지를 결정한다. 적어도 3개의 상이한 유형의 인증자(authenticator)가 있다. 제

1 유형의 인증자는 SSM 인증자이고, 여기서 사용자 id/패스워드 조합이 데이터베이스(98)에서 검사된다. 이러한 인

증서 유형을 갖는 단 하나의 인스턴트가 한번에 존재할 수 있다. 제2 유형의 인증자는 RADIUS 인증자이고, 여기서 

사용자 id/패스워드 조합은 RADIUS 서버(30)에 대해 검사된다. 패스워드는 보통의 패스워드이거나 토큰 카드(Secur

ID와 같은)를 가지고 생성된 일회 패스워드일 수 있다. 이러한 인증자 유형을 갖는 몇몇 인스턴스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제3 유형의 인증자는 인증서 인증자이고, 여기서 사용자는 유효한 인증서 및 서명을 제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성

은 신뢰되는 CA에 의해 서명되는 것을 요구 하고, 만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서명이 인증서와 함께 서명되는 경우

, 상기 사용자는 인증된 것으로 고려된다. rfc822Name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 필드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를 SSM 사용자 id에 매핑하는데 사용된다. 인증서 요구 필드에서 인증서 주체의 아이덴티티가 rfc822Name(즉, 'loc

al-part@domain' 형태를 갖는 전자우편 주소)으로서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 필드에 삽입된

다. 전자 우편 주소는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사용자 이름/ID 및 FQDN 요소에 명시된 적임 도메인 네임으로부터 구성

되고, 상기 값은 ACU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 필드에 저장되는 전자우편 주소에 도메인 부분으로

서 사용된다. 주체 DN의 공통 이름은 rfc822Name의 로컬 부분과 동일하다. 주체 DN 접미어가 VPN 게이트웨이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서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주체 DN 접미어는 대응하는 등록 서비스 구성 값을 오

버라이드(override)한다. 플래그는 VPN 게이트웨이를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서가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 필드의 rfc822Name으로서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가능한 값은 0=아니오 및 

1=예이다.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 대응하는 등록 서비스 구성 값을 오버라이드한다. 사용되는 적임 도메인 네임(FQ

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은 사용자 아이덴티티가 인증서의 주체 대체 이름 확장 필드의 rfc822Name으로

서 포함되는 경우 rfc822Name 값이다.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 값도 또한 대응하는 등록 서비스 구성값을 오버라

이드한다. 사설키의 대응하는 공개키가 VPN 게이트웨이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서에 포함되는 사설키의 예상 길

이가 또한 제공될 수 있다.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 값도 또한 대응하는 등록 서비스 구성값을 오버라이드한다.

각 인증자는 인증자의 유형에 의존하는 속성의 변하는 번호 및 이름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모든 

인증자 구현은 공통 자바(Java) 인터페이스, 인증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인증 요구를 인증자와 관련시키는 것은 제공되는 자격 증명(credential) (사용자 id/패스워드 또는 인증서/서명), 사용

자로의 인증자 매핑, 및 한 세트의 셀프-프로비저닝 규칙에 기초한다. 인증 요구를 한 사용자가 SSM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갖는 경우, 상기 레코드에 명시된 인증자는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레코드가 인증자를 명시하

지 못하는 경우, 인증은 실패한다.

인증 요구를 한 사용자가 SSM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인증은 한 세트의 셀프-프로비저닝 규

칙에 따라 수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셀프-프로비저닝 규칙은 3개의 정보를 함께 매핑한다: 도메인 ID, 인증자 

및 사용자 그룹. 도메인 ID는 인증 요구에 포함된 사용자 이름으로부터 추출되고 셀프-프로비저닝 규칙에 대해 정의

된 도메인 ID에 비교된다. 매칭 규칙이 발견된 경우, 상기 발견된 규칙에 명시된 인증자가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

된다. 매칭 규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인증은 실패한다.

최종 사용자 아이덴티티없이 다른 구성요소들을 액세스하는 SSM 구성요소들(예를 들어, SSM 서버(20)로부터 인증

서 폐지 리스트(CRL; certificate revocation list)를 요구하는 PKI 서버)이 또한 인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구성요소를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공유된 비밀에 기초한다.

최종 사용자가 셀프-프로비저닝 규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98)에 사용자 레코드가 없는 경우) 성공적

으로 인증된 경우, 신규 사용자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98)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신규 사용자 레코드는 사용자를 인

증하는데 사용된 셀프-프로비저닝 규칙에서 디폴트 그룹으로 명시된 사용자 그룹과 자동으로 관련된다. 추가로, 신규

사용자 레코드는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된 인증자와 관련된다.

디폴트 사용자 그룹은 관련된 어떤 수의 내용 엔트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은 자동으로 사용자들과 관련될 수 

있다. 비록 관리자가 어떤 사용자 정보를 생성하지 못했거나 SSM 서버(20)에 입력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S

SM 서버(20)로부터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SSM 서버(20)에 접속된 경우, 사용자(클라이언트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98)에 정의된 허가에 따라 S

SM 서버(20)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 정보는 또한 외부 인증 서버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

98)에 저장된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 허가는 롤(roles)로서 SSM에 정의된다. 롤은 그 롤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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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 및 사용자가 액세스하도록 허용되는 객체의 정의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

버(20)는 4개의 상이한 유형의 사용자 그룹을 지원한다: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관리자, 내용 관리자 및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러한 그룹 유형들 각각은 상기 그룹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 뿐 아니라 상기 유형의 모든 실제 그룹

에 의해 승계되는 관련된 롤을 갖는다. 상이한 롤을 갖는 몇몇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사용자는 최소 제한된 롤을 승계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디폴트 사용자 그룹 유형 및 그 롤은 SSM 서버(20) 구성 또는 ACU 구성에 정의되고 SSM

서버(20) 관리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또는 명령 행 인터페이스(CLI)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S

SM 서버(20)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디폴트 그룹 유형과 관련된 롤이 변경될 수 있다.

사용자 아이덴티티 없이 네트워크 상에서 기능하는 SSM 서버(20)를 액세스하는 구성요소는 상기 구성요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구성요소 롤을 갖는다. 추가로, SSM 서버(20)에 의해 내부에서 사용되

는 특별한 내부 롤이 있고, 상기 롤은 모든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고 모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비록 VPN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 및 VPN 폴리시/프로파일이 SSM에 의해 처리되는 내용의 유형이지만, SSM은 상기 내용 

유형에 제한되지 않는다.

SSM 서버(20)가 전달하는 내용은 SSM 서버(20) 내에서 반드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용은 외부 시스템

에서 생성되어 SSM 서버(20)에 파일로서 들여오기(import)될 수 있다. SSM 서버(20)내에서, 파일들은 어떤 다중목

적 인터넷 우편 확장(MIM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유형을 갖는 내용 엔트리로 변환된다. 상기 들

여오기 동작은 SSM 서버(20)의 CLI에서 시작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 있어서, 들여오기되는 파일은 보통의 파일

시스템 동작을 통해 국부적으로 액세스될 수 있어야 한다.

SSM 서버(20)는 폴리시 관리 애플리케이션(PMA)(26)과 통합되어 폴리시 및 프로파일이 PMA(26)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고 SSM 서버(20)에 보내기(export)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은 PMA(26) 내에서 시작된다. PMA(26)는 

예를 들어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자바(JAVA) 인터페이스를 통해 SSM 서버(20)와 통신한다.

SSM 관리자는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 정보를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SSM 서버(20)에 들여오기할 수 있다.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 정보에 추가하여, 사용자 대 그룹 및 그룹 대 그룹 매핑 정보가 또한 SSM 서버(20)에 들여오기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고,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검색하며, 사용자 및 사용자 그

룹 속성을 수정하고,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을 이동하고 삭제하며, 사용자를 사용자 그룹 및 내용 엔트리와 관련시키

고, (예를 들어, 그룹 계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그룹을 다른 사용자 그룹과 관련시킬 수 있다.

도 6은 기업내의 다양한 사용자 그룹을 도시한다. 사용자 그룹은 단일 그룹(112, 114, 116 또는 118)이 하나의 부모(

parent) 그룹(110)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그룹 계층은 또한 논리 승계 계층을 형성한다. 자식(c

hild) 그룹(112, 114, 116, 118)은 자신의 부모 그룹(110)으로부터 어떤 속성을 물려받는다. 예를 들어, 그룹(110)과 

관련된 내용 엔트리는 또한 자신의 자식 그룹(112, 114, 116, 118)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승계 계층의 종단에는 사

용자가 속하는 그룹으로부터 속성을 물려받는 사용자들이 있다.

도 6에서 그룹(110)은 단일 폴리시 및 단일 사용자와 관련된다. 하지만, 승계 메커니즘(영업부(sales)는 본사(compa

ny HQ)로부터 승계되는 런던 지사(London office)로부터 승계된다) 때문에, 사용자의 그룹(116)은 그룹(114 및 118

)이 갖는 것과는 상이한 관련된 폴리시를 갖는다. 폴 보스(Paul Boss)는 하나의 관련된 폴리시, 본사 그룹(110)을 통

한 본사 폴리시를 갖는다. 메리 스케리(Mary Scary)는 런던 지사에서 근무하고 2가지 관련된 폴리시, 본사(110) 및 

런던(112) 폴리시를 갖는다. 팀 투스(Tim Tooth)는 런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3가지 관련된 폴리시를 갖는다: 본사(

110), 런던(112) 및 영업부(116).

내용 엔트리가 사용자 그룹(110)과 관련되는 경우, 상기 엔트리는 또한 상기 그룹 또는 그 자식 그룹 중 어느 것에 속

하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간접 관련은 아래에서 위로 그룹 계층을 가로지르는 애플

리케이션 로직에 의해 실행 시간에서 실시된다. 내용 엔트리가 삭제되는 경우,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과 관련된 것 모

두가 또한 삭제된다.

ACU 인증을 위한 EGW(22)(도 2, 도 5) 인증서는 SSM 내부 인증 기관(CA)(28)으로부터 발행된다. EGW(22)는 또

한 내부 CA(28)로부터 VPN 인증을 위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대안으로(또는 추가로), EGW(22)는 클라이언트 

인증서 등록 요구를 위한 제어 포인트로서 및 외부 CA로의 등록 기관(RA; Registration Authority)으로서 동작하는 

외부 CA와 통신할 수 있고, 간단한 인증서 등록 프로토콜(SCEP; simple certificate enrollment protocol) 또는 인증

서 요구 구문(CRS; certificate request syntax)을 이용하여 적합한 CA에 등록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

에 있어서, EGW(22)는 등록 프로토콜 변환을 제공한다.

다수의 실시예에 있어서, 웹 서버(90)는 SSM 서버(20)로의 외부 인터페이스 로서 동작한다. 이동 장치(10)는 인증서

등록 요구를 웹 서버(90)에 전송하고, 웹 서버(90)는 상기 인증서 등록 요구를 EGW(22)에 전달한다. 이동 장치(10)

는 또한 SSM 데이터베이스(98)로부터 자동 내용 갱신을 위해 웹 서버(90)에 접속한다. VPN 폴리시 관리자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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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26)은 클라이언트 폴리시(또는 프로파일)를 웹 서버(90)에 보내고 상기 웹 서버(90)는 상기 클라이언트 폴리시(

또는 프로파일)를 SSM 데이터베이스(98)에 저장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SSM 시스템은 다수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SSM 서버(20)는 외부 인증 서버와 통신하기 위하여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RADIUS, RFC2138) 프로

토콜을 사용한다. 이 프로토콜은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 user datagram protocol) 상에서 전달된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20)는 SSM 시스템의 중심 구성요소이고, 내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외부 인증 서버

를 액세스하는 유일한 구성요소이다.

EGW(22)는 SSM 공개키 기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SSM 내부 인증 기관(28)에서 발행된 ACU 인증을 위한 인증

서 및 인증서 EGW(등록 게이트웨이)(22). VPN 인증을 위한 인증서는 SSM 내부 CA(28) 및/또는 외부 CA로부터 올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 있어서, SSM 서버(20) 클래스만이 EGW(22)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고, 다른 구성요소들(예를

들어, 관리 애플리케이션, 웹 서브릿(web servlets)은 SSM 서버(20)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EGW(22)를 액

세스한다.

EGW(22)SMS 인증서 등록 요구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할 뿐 아니라 영구 데이터(예를 들어, 인증서, CRL, 등)를 저

장하기 위하여 SSM 서버(20)를 이용한다.

SSM 서버(20)는 SSM 서버 관리 기능으로의 관리 및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LI 및/또는 GUI를 갖는

다.

SSM 서버(2)는 폴리시, 프로파일 및 분배될 다른 내용을 들여오는데 사용되는 2개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일반 H

TTP-기반 내용 갱신 API는 어떤 외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HTTP 서브릿은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98)에 들여온다. 웹 서버(90)는 SSM 최종 사용자 기능을 구현한다. 웹 서버(90)는 또한 ACU 요구의 XML 프

로세싱을 처리하고 HTTP 요구를 EGW 서버(22)로 (SSM 서버(20)를 통해) 전달하며, HTTP 기반 들여오기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는 서브릿을 실행한다.

웹 서버(90)는 SSM 서버(20)를 위한 HTTP(S) 청취자(listener)이다.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웹 서버(90)는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요구를 청취하는 시스템내의 유일한 구성요소이다.

SSM 서버(20) 구성요소는 서로 또는 외부 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하여 몇몇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을 사용

한다. EGW 서버(22) 및 SSM 서버(20)는 어떤 적합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2개

의 TCP/IP 접속(각 방향으로 하나씩)을 통해 요구/응답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태그 길이 값(tag-length-value) 기반 

프로토콜이 암호화되고 양 당사자는 그들이 설치동안 요구되는 공유 비밀로부터 유도되는 비밀키를 알고 있다는 사

실에 의해 인증된다.

SSM 서버(20)는 전자 우편 통지를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TCP/IP를 통해 예를 들어 간단한 우편 전송 프

로토콜(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한다. 전자우편 게이트웨이는 전자우편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데 사용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 장치(10)의 VPN 클라이언트로부터, 또한 최종 사용자의 브

라우저로부터의 모든 요구는 HTTP를 통해 웹 서버(90)에 들어온다. 상기 요구는 HTTPS 요구를 웹 서버(90)에 전

송하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고,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웹 서버(90)는 HTML 페이지 및/또는 다운로드 파

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속은 SSL로 암호화된다. SSM 서버(20)는 인증서에 기초하여 인증되고 이동 장치는 사용자

이름/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된다. 웹 서버(90)는 또한 인증서 등록 요구를 이동 장치(10)의 VPN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를 통해 수신한다. 상기 요구는 암호화되고 서명되며, 보통의 HTTP 접속이 사용될 수 있다. 웹 서버(90)는 또

한 이동 장치(10)의 VPN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동 내용 갱신(ACU; Automatic Content Update) 요구를 수신한다. 이

요구는 암호화되고 서명된다. SSM 서버(20)는 인증서에 기초하여 인증되고 이동 장치(10)는 사용자이름/패스워드 

또는 이 목적을 위해 발행된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된다.

공용 인터넷(14)에서의 클라이언트(예를 들어, 장치(11))로부터의 HTTP 접속은 방화벽(18) 및/또는 프록시/게이트

웨이(24)를 통과한다. 장치(11)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SSM 서버(20)로부터 폴리시를 들여오고 SSL로 암호화된 H

TTP 접속(HTTPS)을 사용하여 폴리시를 갱신할 수 있다. SSM 서버(20)는 인증서에 기초하여 인증되고 장치(11)는 

사용자이름/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되며, 예를 들어 폴리시 관리 애플리케이션(26)이 SSM 서버(20)를 통해 폴리시

를 푸시(push)하는 경우 사용자는 내용 관리자 그룹에 속한다. SSM 서버(20)에 접속된 경우, 사용자(사용자(11) 또는

관리자)는 SSM에서 정의된 허용에 따라 SSM 서버(20)를 이용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외부 인증 서버에서 

인증된 사용자에 대해서도 허용 정보는 데이터베이스(98)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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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게이트웨이(24)는 EGW(22)로부터 (웹 서버(90) 및 SSM 서버(20)를 통해) 인증서 폐기 목록(CRL)을 요구하는

데 HTTP를 사용한다. CRL은 암호화되지 않고 보통의 HTTP 접속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서명된 실체이다.

EGW(22)는 인증서 요구를 HTTP를 통해 전송하기 위하여 외부 인증 기관에 접속할 수 있다.

SSM 서버(20)는 VPN 폴리시 배치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제한되지 않는다. SSM 서버(20)는 인증되고 권한이 부여된

최종 사용자들로의 어떤 내용의 안전한 분배 및 PKI의 스케일러블 전개(scalable deployment)를 지원한다. 스케일러

블 PKI 데이터 생성은 VPN 클라이언트에 위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PKI 데이터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폴리시(즉, 프로파일)을 수신하고, 사용자의 VPN 클라이언트는 폴리시가 사용되기 전에 PKI 데이터를 생성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는 공개/사설키 쌍 및 대응하는 인증서 등록 요구를 생성하고 상기 요구를 인증 기관(CA)에 전

송한다. 상기 CA는 상기 인증서를 생성하여 리턴한다.

본 발명의 많은 특징 및 장점이 상기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하고, 따라서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하여 본 발명의 범

위 및 정신내에 있는 본 발명의 모든 특징 및 장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다수의 변형 및 수정을 당업자가 생

각할 것 이고,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서 도시되고 기술된 정확한 구성 및 동작에 제한되지 않는다. 모든 적합한 변형 

및 등가물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상기 설명은 제한한다기 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일 예로서, 본 발명

은 SSM 서버(20)를 참조하여 설명되었다. 하지만, 본 발명에 따른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은 다수의 SSM 서버(20)를 

포함(및/또는 다수의 SSM 서버(20)와의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추가로 SSM 서버(20)에 관하여 설명된 

모든 특징을 포함하지 않고/않거나 추가 특징을 포함하는 서버 및 장치를 포함(및/또는 서버 및 장치와의 통신을 포함

)한다. 다른 예로서, 리턴되는 인증서는 원격 장치로부터 제1 응답이 되는 (ACU 메시지의 서명 요소를 제외하고) 전

체 ACU 메시지를 계산한 해시에 기초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상기 해시는 원격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사설키를 가지

고 서명되고, 대응하는 인증서는 제1 응답에 포함되고 수신자에 의해 서명을 검증하고 송신자를 식별하며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및 다른 수정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이용하면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 또는 다른 장치를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장치로의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명

령어를 수신하는 단계;

(b) 단계 (a)에서 수신된 명령어에 응답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단계 (a)에서 수신된 명령어에 기초하여, 상기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하는 제2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

(d) 단계 (c)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적어도 하

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e) 단계 (d)에서 수신된 구성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 및

(f) 상기 구성에 기초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한 통신 링크는 VPN 접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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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d)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공개/사설키 쌍 및 인증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g)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의 갱신이 입수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h) 상기 갱신을 수신하는 단계; 및

(i) 상기 갱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한 통신 링크는 VPN 접속이고,

단계 (b)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단계 (c)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등록을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단계 (d)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단계 (d)는 PKI 데이터를 갖지 않는 일반 VPN 폴리시(policy)를 수신하는 단 계를 포함하고,

(g) PKI 데이터 및 대응하는 인증서 등록 요구를 생성하는 단계;

(h) 외부 인증 기관(CA)으로의 전달을 위해 상기 인증서 등록 요구를 상기 원격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및

(i) 인증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내부 사내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외부 인증 기관에 상기 수신된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등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단계 (c)는 자동 내용 갱신(ACU; automatic content update)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g)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갱신이 입수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h)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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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대신에 다른 원격 장치 및 상기 원격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g)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메타데이터(me

tadata) 또는 내용을 페치하는 단계; 및

(h)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기 페치된 내용 또는 내용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SyncM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g)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구성 레코드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원격 장치와 

통신하는 경우 사용되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AP; Internet Access Point)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요구-응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프로토콜 트랜잭션은 단일 요구-응답 

쌍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g)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메타데이터를 

페치하는 단계;

(h) 페치된 메타데이터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메타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 및

(i)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신규 또는 갱신된 내용을 페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단계 (g) 및 (i)의 페치 요구에 상기 원격 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 식별정보(ID)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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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g) 상기 원격 장치의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많은 유형의 내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페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7.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원격 장치가 요구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속성을 포함하는 요구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원격 장치에 전송되는 메시지는 메시지 식별자, 타깃 데이터베이스 식

별자 및 보안 레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제1 보안 레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구되고 제2 보안 레벨은 다른 유형

의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특정 태스크에 관한 최종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메시지의 구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제1 응답을 수신하는 경우,

(g) 상기 원격 장치와의 신뢰 관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리턴된 인증서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h)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다음 응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리턴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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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턴된 인증서는 ACU 메시지의 서명 요소를 제외하고는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의 제1 응답이 되는 전체 ACU 

메시지에 대하여 계산되는 해시(hash)에 기초하여 확인되고,

상기 해시는 상기 원격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사설키를 가지고 서명되며,

대응하는 인증서가 상기 제1 응답에 포함되어 수신자에 의해 서명을 검증하고 송신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데 사용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수행 방법.

청구항 25.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와의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로의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a)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장치로의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명

령어를 수신하는 단계;

(b) 단계 (a)에서 수신된 명령어에 응답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c) 단계 (a)에서 수신된 명령어에 기초하여, 상기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하는 제2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

(d) 단계 (c)에 응답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적어도 하

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e) 단계 (d)에서 수신된 구성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 및

(f) 상기 구성에 기초하여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을 위한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한 통신 링크는 VPN 접속이고,

단계 (d)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공개/사설키 쌍 및 인증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

을 위한 장치.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의 갱신이 입수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h) 상기 갱신을 수신하는 단계; 및

(i) 상기 갱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안전한 통신 링크는 VPN 접속이고,

단계 (b)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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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c)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등록을 요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단계 (d)는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단계 (d)는 PKI 데이터를 갖지 않는 일반 VPN 폴리시(policy)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PKI 데이터 및 대응하는 인증서 등록 요구를 생성하는 단계;

(h) 외부 인증 기관(CA)으로의 전달을 위해 상기 인증서 등록 요구를 상기 원격 장치에 전송하는 단계; 및

(i) 인증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내부 사내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외부 인증 기관에 상기 수신된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등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단계 (c)는 자동 내용 갱신(ACU; automatic content update)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 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한 갱신이 입수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h)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을 수신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대신에 다른 원격 장치 및 상기 원격 장치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4.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메타데이터(me

tadata) 또는 내용을 페치하는 단계; 및

(h) 상기 적어도 하나의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기 페치된 내용 또는 내용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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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SyncM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구성 레코드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원격 장치와 

통신하는 경우 사용되는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IAP; Internet Access Point)를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요구-응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프로토콜 트랜잭션은 단일 요구-응답 

쌍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상기 추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메타데이터를 

페치하는 단계;

(h) 페치된 메타데이터를 국부적으로 저장된 메타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 및

(i) 상기 비교에 기초하여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신규 또는 갱신된 내용을 페치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단계 (g) 및 (i)의 페치 요구에 상기 원격 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 식별정보(ID)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0.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g) 상기 원격 장치의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많은 유형의 내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페치하는 단계를 수행하도

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1.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로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원격 장치가 요구를 필터링하는데 사용되는 속성을 포함하는 요구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2.
제31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5-0005764

- 23 -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고 상기 원격 장치에 전송되는 메시지는 메시지 식별자, 타깃 데이터베이스 식

별자 및 보안 레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제1 보안 레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구성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구되고 제2 보안 레벨은 다른 유형

의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4.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는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는 메시지가 특정 태스크에 관한 최종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5.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ACU 애플리케이션은 단일 메시지의 구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제1 응답을 수신하는 경우,

(g) 상기 원격 장치와의 신뢰 관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리턴된 인증서를 확인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추가로

(h) 상기 원격 장치로부터 다음 응답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리턴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통신을 위한 장치.

청구항 48.
서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액세스가능한 네트워크로의 인터페이스; 및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a) 상기 서버로의 안전한 통신 링크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국부적으로 저장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구

성 정보 요구를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들은 자식, 부모, 조부모 그룹의 계층으로 조

직되고, 각 그룹은 서버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대응하는 세트의 안전한 통신 구성 데이터를 구비하며, 각 자식 그룹은 

부모 그룹으로부터 속성을 물려받고, 각 부모 그룹은 조부모 그룹으로부터 속성을 물려받는 단계;

(b) 상기 그룹과 관련된 내용을, 특정 그룹과 관련되고 상기 특정 그룹 및 상기 특정 그룹으로부터 속성을 물려받은 

그룹에 액세스가능한 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단계;

(c) 구성 정보를 상기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단계로서, 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구성 정보는 사용자가 속성을 물려

받은 각 그룹에 대한 구성 데이터 세트를 포함하는 단계;

(d) 다른 국부적으로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를 상기 사용자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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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식 그룹의 사용자들에게 상기 자식 그룹이 속성을 물려받은 그룹에 기초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하도

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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