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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 예를 들어, 칩 카드와 같은 휴대형 장치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

(2), 예를 들어, 칩 카드 판독기와 같은 단말 장치를 통해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 발

행자가 정보 유닛을 제공한다. 이 정보 유닛은 발행자로부터 제 1 장치로 제공되고 제 1 키를 사용해 암호화된다. 또

한, 제 2 키를 사용해 제 1 키를 암호화한다. 제 2 키는 제 2 보안 장치(1) 상에 제공되고, 제 1 및 제 2 장치를 상호 연

결시킴으로써, 제 2 키를 사용해 제 1 키를 해독할 수 있게 되고, 제 1 키를 사용해 정보 유닛을 해독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초 데이터 흐름과 함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적 도면,

도 2a는 본 발명에 의한 암호화/해독을 위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2b는 기명 날인/서명 확인의 경우에 도 2a에 따른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칩 카드 2 : 카드 판독기



등록특허  10-0436377

- 2 -

4 : 중앙 서버 5 : 외부 장치

6 : 저장 장치 7 : 처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두 개의 장치 중, 하나의 장치만이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보 처리 장치간

의 안전한 상호 동작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예를 들어 칩 카드와 같은 휴대형 장치와 상호 동

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 예를 들어 단말 장치를 사용하여 발행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

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칩 카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액세스 제어 매체 혹은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매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칩 카드의 개발 초기부터, 암호 해독술 분야는 중추적 혹

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이러한 개발 분야의 기술적 결과는 칩 카드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암호 해독술의 기술적 분야는 두 개의 활동 분야 즉, 암호 해독 및 암호 분석으로 나뉜다. 암호 해독 분야는 정보의 암

호화 및 해독 기술과 그 방법론을 포함한다. 암호 분석의 기술은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다.

칩 카드 기술 분야에서, 또 다른 주된 논제는 암호 해독술의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의 실용성이다. 암호 해독술의 

중요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정보의 비밀 유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인증(authentication)의 보안 유지 혹은 안전

보장이다. 두 개의 목적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 시스템은 상이한 요구조건을 가진다. '보안'은 관련된 

수신기만이 메시지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증'은 메시지 수신기로 하여금 전

송 중에 변경되지 않고 수신된 메시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한다.

후속하는 공지의 데이터 암호화/해독 기법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 내용 전체를 본 명세서에서 인용하는 'Handbuch d

er Chipkartem', W. Rankl, W. Effing, 1996, Hauser Verlag, Munich-Vienna의 4 장을 참조한다. 각각의 암호화 

기법은 세 가지 유형의 정보를 사용한다.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플레인 문자(plain text)'로 표시되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 문자(cypher text)'로 표시된다. 암호화/해독을 위해서는 세 번째 유형의 데이터로서 하나 이상의 키(

key)가 필요하다. 이들 모든 유형의 데이터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현재 칩 카드에서 사용하고 있

는 암호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블록화되어 있으며, 이는 플레인 문자와 암호 문자가 항상 소정의 길이, 예를 들어,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될 해독/암호화 표준안(DES)에 의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8 바이트의 패키지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이 암호화(encryption)와 같은 모든 기술된 분야의 암호화, 해독, 또는 해쉬(hash) 값 혹은 디지털 서명 확인 

메커니즘과 같은 일방적(one-way) 암호화 기능에 적용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현대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

로 공지의 케르크호프(Kerckhoff)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법칙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보안은 기초 

키의 비밀화에만 의존해야하며, 암호화 알고리즘 그 자체의 비밀화는 아니다.

케르크호프 법칙 외의 다른 공지의 법칙은 가공의 공격자가 시스템의 동작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는 마스킹(maskin

g)을 통한 보안이다. 그러나, 후자는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현대의 이미 공개된 암호화 

알고리즘의 보안은 실제적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데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성능에만 의존하므로,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론에서 주장하는 추가 마스킹 기법은 공격에 대해 상당히 강화된 보호를 이룩한다.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발전하는 컴퓨터 성능의 개발로 인해 약 일년 반 이내에 성능은 두 배가 되고, 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예를 들어, 

WEB의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암호화 시스템 혹은 관련된 키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수행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제공된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파괴하기 위한 다른 공격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암호 문자만을 공격(cypher text only 

attack)'하는 것으로, 공격자는 암호 문자(cypher text)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키 혹은 플레인 문

자(plain text)를 얻으려 한다. 보다 성공적인 공격은 소위 '공지의 플레인 문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공격자는 비밀 키

에 대한 수많은 플레인-문자/암호-문자 쌍을 가지고 있다. 시행 착오를 통해 비밀 키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평범한 공

격은 '폭력 공격(Brute force attack)'이라 불리는 시행 착오를 통해서만 비밀 키를 찾는 것이다. 좋은 성능의 컴퓨터

를 사용하고 공지의 플레인-문자/암호-문자 쌍을 이용하여 올바른 키가 얻어질 때까지 모든 실행 가능한 암호화 키를

시도한다. 통계학에 따르면, 올바른 키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모든 가능한 키의 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

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한 키가 많아지면 그러한 종류의 공격은 더욱 어려워진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각각 사용되는 키에 따라 대칭적 알고리즘과 비대칭적인 알고리즘으로 세분된다. '대칭적'이라는 

것은 암호화 및 해독에 대한 알고리즘이 동일한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1976년에 윗필드 

데피(Whitfield Deffie)와 마틴 이. 헬만(Martin E. Hellman)이 제안한 것과 같은 '비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

화와 해독에 상이한 키를 사용하고 있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잘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한 법칙은 씨. 샤논(C. Sh

annon) 이후의 '혼동(confusion)'과 '확산(diffusion)' 법칙이다. 두 가지 유형의 알고리즘은 본 발명에 기본적으로 채

택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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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와 해독 모두에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데이터 암호화 알

고리즘(DEA)'으로 불리는 잘 알려진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은 1977년 개발된 미국 연방 표준안(U.S. National Bur

eau of Standards)과 함께 본 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표준 알고리즘은 흔히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

'으로 불린다. 이 알고리즘은 케르크호프의 원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보안성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없이

공개될 수 있었다. 이 알고리즘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1993년 12월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

hnology(NIST), FIPS Publication 46-2, '데이터 암호화 표준'을 참조한다.

'혼동' 원리는 암호 문자의 통계가 플레인 문자의 통계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공격자는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리인 '확산'은 플레인 문자와 키의 모든 비트가 가능한 한 많은 암호 문자의 비트에 영

향을 주어야함을 의미한다.

DEA는 블록 구조를 사용하는 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암호 문자의 확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는 플레인 문자와 암호 문자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 길이는 64 비트(= 8 바이트)이고, 키 또한 8 

패러 티(parity)를 포함하는 64 비트 길이를 가지며, DES에서 가능한 키의 개수가 2 56 =7.2 × 10 16 개인 경우에는

가능한 키의 유효 용적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컴퓨터 성능에 비추어보면, 그

러한 가능한 키의 용적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요구되는 보안에 비해서는 사소한 한계로 여겨진다.

예시적인 비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서는, 1976년에 윗필드 데피와 마틴 이. 헬만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두 개의 

상이한 키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참조한다. 이들 키 중의 하나는 공개 키이고, 다른 것은 비밀 키이다. 정보 혹은 메시

지는 정보가 전송되기 전에 공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비밀 키의 소유자만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다시 해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창기의 그 원리는 원칙적으로 요구된(공개) 키를 가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예시적으로, 비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원리의 첫 번째 실현, 즉, 로널드

엘. 리비스트(Ronald L. Revest), 애디 사미르(Adi Shamir), 레오나르드 아들레만(Leonard Adleman)에 의해 제안

되었으며 현재 가장 잘 알려진 다기능의 비대칭적 암호화 알고리즘인 'RSA' 알고리즘을 참조한다. 그 기능적 원리는 

큰 정수의 산술에 기초한다. 두 개의 키는 두 개의 큰 소수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암호화와 해독은 모듈로(modulo) 함

수, 즉, n = p×q일 때, 암호화인 경우에는 y = xe mod n, 해독에 대해서는 x = yd mod n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데, 여기서, x는 플레인 문자, y는 암호 문자, e는 공개 키, d는 비밀 키, n은 공개 모듈, p와 q는 비밀 소수를 나타낸다

.

RSA 알고리즘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1978년 2월의 Communications of the ACM, 21(2), 120-

126쪽에 기술된 알. 엘. 리비스트(R. L. Rivest), 에이. 샤미르(A. Shamir), 엘. 엠. 아들레만(L. M. Adleman)에 의한 '

A Method for obtaining Digital Signatures and Public-Key Cryptosystems'를 참조한다.

정보의 비밀화에 추가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의 또다른 활용 예는 수신된 메시지 혹은 정보의 '인증'이다. 상기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인증은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음, 예를 들어,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을 위해, 실제 

메시지에 메시지 인증 코드가 첨부되고 두 부분은 수신기로 전송된다. 수신기는 그 자신의 메시지 인증 코드(MAC)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코드와 수신된 코드를 비교한다. 두 개의 코드가 부합하는 경우에, 전송된 메시지는

전송 중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장된다. 인증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두 개의 통신 측이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 

키를 갖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용된다. 인증 코드를 계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상기에서 언급한 DEA 알고리즘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된다.

본 발명을 위한 특별한 시나리오는 카드를 액세스할 수 있거나 또는 단말기 상에서 칩 카드의 특수한 기능을 달성하

기 위한 지원 모듈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이하에서는 '단말 장치'라 불리는 칩 카드 수용 장치에 칩 카드가 삽입되

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성분을 얻는 것, 예를 들어,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서

버로부터 필요한 모듈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말 장치는 칩 카드 판독기/기록기 하드웨어를 가진 네트워

크 컴퓨터 혹은 개인 컴퓨터와 같은 컴퓨터이거나 칩 카드 판독기/기록기 하드웨어와 장착된 컴퓨터를 결합시킨 특화

된 장치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흔히 전송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칩 카드는, 칩 카드를 액세스하는 장치 내의 소프트

웨어 성분이, 외부 인증 혹은 챌린지/반응(challenge/response)이라 불리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칩 카드에 대한 비

밀을 공유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또한, 디지털 서명은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를 보호하지만 모든 잠재

적인 전송자의 공개 키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상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

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고 공개 키의 소유자가 소프트웨어를 보냈다는 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한 다운로드에 앞서, 서명 확인을 위한 공개 키를 얻는 것 역시 안전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련의 증명 인증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인증 메커니즘은 획득한 소프트웨어 성분이 그 소프트웨어의 가장 최근에 발매된 릴리스라는 것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오늘날, 버전 관리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버전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제 1 정보 처리 장치, 특히 칩 카드 판독기와 같은 단말 장치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특히 칩 카드와 같은 휴대형 장치의 안전한 상호 동작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 1 장치는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제어하는 것과 같은 제 1 및 제 2 장치의 상호 동작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성분과 같은 정보 유닛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요한 정보 유닛을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다. 상기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본 발명의 특별한 목적은 안전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 유닛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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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기존의 메커니즘 및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정보 유

닛이 발행자로부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제공되고, 이에 따라 정보 유닛이, 예를 들어 서명을 통해 암호화 및/혹은 

기명 날인과 같은 암호화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것을 제안한다. 암호화 과정을 위해 필요한 키는 특히,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에 제공된다. 정보 유닛은 암호화를 통해 재처리되는데, 예를 들어 키를 사용해 해독되고/되거나 그 서명이 

확인된다. 정보 유닛은 암호화/해독 및 서명 확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메커니즘을 병렬적으로 사용함으

로써 보장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발행자로부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제공되는 정보 유닛은 제 1 키를 사용하여 암호

화되고, 또한 제 1 키는 제 2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포맷 형태로 제공된다. 제 2 키는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상에

제공되므로, 제 1 정보 처리 장치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를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제 2 키를 사용하여 제 1 키를 

해독할 수 있게 된다. 해독된 제 1 키를 사용함으로써 정보 유닛 또한 해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르면, 발행자로부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정보 유닛이 제공되며, 정보 유닛은 

서명을 사용하여 기명 날인된다. 서명은 발행자로부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제공되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또한,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는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상에 제공된다. 제 1 정보 처리 

장치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가 상호 연결된 후,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 유닛의 서명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확

인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보 유닛이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및/혹은 다른 장치 상에서 실행되는 하드웨어 구동기 혹은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실행 가능한 코드 혹은 임의의 (단순한) 데이터 세트, 즉, 어떠한 유형의 정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 유닛은 제 1 장치 혹은 적어도 제 1 장치에 연결된 제 3 장치 상에서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의 

특수한 기능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정보 유닛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치 및 정보 유닛의 발행자가 개인 키 'I'가 안전하고 변경가능하지 않음, 즉, 장치 상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장치라도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가 될 수 있다. 예시적인 장치로는

칩 카드, 특히, 스마트 카드, 액세스 제어를 갖는 개인 컴퓨터 혹은 랩탑(laptop), 팜탑(palmtop), 오거나이저(organiz

er) 등과 같은 임의의 다른 휴대형 장치가 있다. 따라서, 카드 수용 장치, 예를 들어, 카드 판독기 혹은 심지어 카드 수

용 장치가 연결된 컴퓨터와 같이,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와 상호 동작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장치도 제 1 정보 처리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르면,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가 제 2 키를 제공하는데, 이 제 2 키에 의해 제 1 키가 암호화되었

으므로, 제 1 장치와 제 2 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우선 제 2 키를 사용하여 제 1 키를 해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해독된

제 1 키를 사용하여 정보 유닛을 해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개인 키를 갖는 것으로, 이 키는 비공개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 즉, 제 3자가 획득할 수 없음

을 보장하는 것이다.

칩 카드 및 칩 카드 수용 장치의 경우에, 본 발명은 특히,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능동적이고 안전한 다운로드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 칩 카드 수용 장치에 연결된 장치 상의 칩 카드의 특수한 기능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케 

한다. 'T'키만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성분을 해독할 수 있다. 이 키는 암호화된 형태로 그와 함께 암호화된 소프트웨

어와 함께 'T i ' 키로서 전달된다. 'T i ' 키는 'T' 키를 암호화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I' 키를 알고 있는 칩 카드에 의해

서만 해독될 수 있다. 'I' 키는 카드가 발매되는 시점에 발행자에 의해 칩 카드 상에 저장된다. 이러한 절차의 장점 중

의 하나는 카드 발행자가 다른 사람이 키를 알 수 없음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I' 키는 개인 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후에 칩 카드에 필요한 임의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이 키를 사용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반면에, 단

말 장치에 전달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아마 알려지게 될 세션 키 'T'는 세션 단위로 발행자에 의해 변경되므로 데

이터 보안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다. 'I' 키를 사용하여 카드 해독 키 'T i '를 만들기 위해, 해독되어 사용될 소프트

웨어 모듈과 함께 명령어(APDU)가 칩 카드로 전달된다. 달리 말하면,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칩 카드 자체가 구동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칩 카드 자체는 암호화된 T i 키의 해독

을 통해,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암호화하는 데에 사용된 T 키를 복구한다. 전송된 소프트웨어 모듈의 변경을 방지

하기 위해, 서언 부분에서 개시한 표준 알고리즘 중의 하나로 기명 날인하거나 암호화할 것을 제안한다. 소프트웨어의

발행자는 필요한 암호화, 해독 혹은 서명 키를 갖는다. 부합하는 해독 키를 저장하고 인출하거나 부합하는 인증서(cer

tificate)를 불러오기 위해 단말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신에, 본 발명은 그 키를 인출하기 위해 칩 카드 자체를 사용하

는 방법을 개시한다. 바람직하게 비밀 해독 키 혹은 인증서 또는 카드 발행자에 관한 내용을 저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칩 카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드 발행자가 증명하는 소프트웨어만이 카드를 액세스하도록 허

락되어야 한다.

암호화/해독에 더하여, 본 발명은 또한 제 1 키 및/혹은 제 2 키를 사용함으로써 암호화를 위한 디지털 기명 날인 혹은

디지털 서명 확인을 채택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 이러한 서명의 경우를 위해, 제시된 메커니즘은 일련의 트러스트(tru

st)를 포함하는 복잡한 증명 관리의 필요 없이 발행자의 공개 서명 키에 대한 검증된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 정보 유닛은 단말 장치를 통해 휴대형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모듈 혹은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정보 유닛의 무결성(integrity)은 데이터 보안을 위해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보 유닛은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 응용 프로그램은 휴대형 장치 혹은 단말 장치 상에서 실행될 수 있거나 단말 장치 혹은 

단말 장치에 연결된 제 2 장치 상에서 휴대형 장치의 특수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들 경우에

, 데이터 보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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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카드와 같은 휴대형 장치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한된 자원과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제한된 공

간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 제 1 키의 해독과 정보 유닛의 해독 모두는 단말 장치 측

에서 달성된다.

보다 강력하고 자동적인 운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장치는 제어 명령어(A

PDU)를 제 2 보안 장치에 제공하며, 제 2 보안 장치는 제 1 장치로의 제 2 키의 전송을 개시 혹은 트리거(trigger)하

거나, 제 2 키를 사용하여 제 1 키의 해독의 시작을 개시 혹은 트리거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람직하게 제 1 장치의 운

영 체계 혹은 프로그램은 'T i ' 키를 해독하는 방법을 몰라야하고 해독 과정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 장치는 A

PDU 명령어만을 안전한 제 2 보안 장치에 전달한다. 이 실시예는 본 발명에 의해 제안되는 전체 과정이 백그라운드, 

즉,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될 수 있게 하며, 특히, 필요한 제 2 키는 사용자에 의한 어떠한 상호 작용 없

이도 제 1 장치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암호화된 정보 유닛와 암호화된 제 1 키는 중앙 서버, 예를 들어, 인터넷과 상호 연결

된 서버, 특히 안전한 제 2 장치의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된다. 선택적으로, 앞서 언급한 제어 

명령어 역시 그러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다운로드를

통한 그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필요한 정보 유닛을 얻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 1 키를 해독하는 데에 필요한 제 2 키는 발매하는 시점에 발행자에 의해 제 

2 보안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카드의 발행자는 흔히 정보 유닛의 발행자와 동일할 것이므로, 제 2 키는 제 1 키

의 암호화와 호환 가능할 것임이 보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제 3 키는 기초 정보 유닛의 인증 혹은 버전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 2 보안 장치는 제 2 보안 장치를 액세스하는 다운로드된 정보 유닛이 알아야만 하는 버전 번호와 'E' 키를 포함하

고 있다. 정보 유닛이 매칭 키 'E'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챌린지/반응 메커니즘('외부 인증')이 사용된다. 이

는 제 2 보안 장치의 발행자로 하여금 제안된 메커니즘의 다른 단계들과 결합하여 장치 상에서 'E' 키를 변경시킴으로

써, 기초 정보 유닛의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하도록 제 2 보안 장치 및/혹은 제 1 장치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제 3 키를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발매된 정보 유닛을 다운로드하도록 제 1 장치가 개시되는 제안된 메커니즘

의 추가 자동화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하면, 두 개의 상이한 키 레벨의 제안된 배열로 인해, 제 1 키가 제 1 및 제 2 

장치를 상호 동작시키는 상이한 세션 사이에서 랜덤화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제 2 보안 장치의 발행자가 매번 암호

화 기능을 사용하여 정보 유닛을 암호화하기 위해 또 다른 랜덤 키 T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 2 장치로부터 제

1 장치로 명확한 형태의 T 키를 반송하는 것은 보안과 타협하지(compromise)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재차 강조하는 것은 본 발명에 의한 방법 및 시스템을 기명 날인 및 서명 확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 구체적 내용 및 장점은 후속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및 대응하는 첨부된 도면으

로부터 명확해질 것이다.

도 1은 칩 카드(1)를 액세스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성분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칩 카드 판독기(2)에 칩 카

드(1)를 삽입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카드 판독기(2)의 운영 체계는 필요한 소프트웨어 성분이 중앙 서

버(4)로부터 카드 판독기(2)로 다운로드되는(3) 것을 개시한다.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성분이 발행자에 의해 증명되

었다는 것과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후속하는 메커니즘이 제안된다. 발행

자의 증명 및 대응하는 개인 키 'I'는 칩이 발매되는 시점에 칩 카드(2)에 저장된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3)하기 전

에, 세션 키 'T'를 이용한 암호화가 기초 소프트웨어 성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다운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소프

트웨어 플러스 키 'T i ', 즉, 'I' 키에 의해 암호화된 키 'T'와, 칩 카드(1)를 트리거하거나 칩 카드(1)로 하여금 'T i ' 

키를 해독하게 만드는 명령어(APDU)를 포함한다. 칩 카드(1)로 전달될 때, APDU 명령어는 소프트웨어 성분을 암호

화하는 데에 사용된 'T' 키를 알아내기 위해 'T i ' 키를 해독하게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두 개의 상이한 키 레벨의 조

합으로 인해, 카드 발행자는 매번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암호화하기 위해 또다른 랜덤 키로 'T' 키를 변경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T' 키가 명확한 형태로 칩 카드(1)로부터 카드 판독기(2)(단말 장치)로 반송되는 것은 보안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 실시예에서, 소프트웨어 모듈은 칩 카드(1)를 액세스하기 위해 단말 장치(2)를 구동하는 것이지

만, 그러한 소프트웨어 모듈은 또한 칩 카드(1) 혹은 단말 장치(2) 상에서 실행되거나 단말 장치(2) 혹은 단말 장치(2)

에 연결 혹은 부착된 다른(선택적) 장치(5) 상에서 특수한 기능을 달성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장치(5)는 

단말 장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임의의 정보 관리 장치 혹은 시스템이거나 단지 비디오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시스

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보통, 단말 장치(2)는 비지능(non-intelligent) 카드 수용 장치가 될 것이고, 장치(5)는 지

능 카드 판독기가 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모듈은 칩 카드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기 혹은 칩 카드 자체에 대한 액

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강조할 것은 본 발명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단말 장치의 기능성은 공통 메모리와 처리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 암호화/해독 과정은 후속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정보 유닛(s)은 'T' 키를 사용하여 부호화되고 'T' 키는 'I' 키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다.

x = enc (s, T)

T i = enc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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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와 'T i ' 모두는 중앙 서버(4)로부터 카드 판독기(2)로 전달된다. 카드 판독기(2)는 이어서 칩 카드(1)로 하여금 'I'

를 사용하여 'T i '를 해독하도록 지시한다.

T = dec (T i , I)

칩 카드(1)는 해독된 'T' 키를 카드 판독기(2)로 반송한다. 카드 판독기(2)는 'T' 키를 사용하여 정보 유닛 'x'를 해독

한다.

s = dec (x, T)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암호화/해독을 위한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칩 카드가 칩 판독

기로 삽입될 때(단계 20), 카드 판독기는 우선 소프트웨어 지원 모듈, 예를 들어, 칩 카드를 액세스하거나 칩 판독기 

상에서 칩 카드의 특수한 기능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 혹은 카드 판독기에 부착된 추가 장치가 근거리에서 사용 

가능한가를 조사한다(단계 21). 모듈이 사용 가능한 경우(22)에는, 사용 가능한 모듈이 실행되는(단계 23) 단계 23으

로 넘어간다. 모듈이 사용 가능하지 않으면(24), 카드 판독기는 중앙 서버에 온라인(원격 통신)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모듈을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단계 25).

모듈의 다운로드는 단지 예시적인 실시예로서, 모듈은 플로피 디스크와 같이 데이터 전달자의 포스트 메일을 통해 발

행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운로드된 모듈은 암호화된 포맷 상태

일 것이고, 암호화를 위해서는 암호화 키 'T'가 사용된다. 지원 모듈과 함께, 암호화 키 역시 암호화된 포맷 'T i ' 형태

로 다운로드되며, 암호화를 위해서는 추가 암호화 키 'I'가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후속하는

해독 과정에서 사용될 칩 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APDU' 제어 명령어가 다운로드된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므로, 

전체 패키지(지원 모듈 + T i + APDU)는 하나의 파일, 즉, 'WINZIP' 혹은 'PKZIP'과 같은 공지의 압축 툴을 통해 압

축된 포맷 형태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

이어서, 'APDU' 제어 명령어가 칩 카드로 전달되어(단계 26), 'I'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T i ' 키를 해독하도록(단계

27) 칩 카드를 개시하거나 트리거한다. 선택적으로, 칩 카드는 카드 판독기에 의해 수행되는 'T i '의 해독을 위해 카

드 판독기로 'I' 키를 전송하도록 개시될 수 있다. 칩 카드가 해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독된 키 'T'는 카드 판독기로 

반송될 것이고(단계 28), 이어서 'T' 키를 사용하여 운영 체계 혹은 카드 판독기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지원 모

듈을 해독할 것이다(단계 29). 그 결과, 해독된 지원 모듈은 이어서 카드 판독기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단계 23).

기초 서명/서명 확인의 경우에, 본 발명에 의해 제안된 메커니즘은 후속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정보 유닛 's'는 서명

키 'I'를 사용하여 기명 날인된다.

x = sign (s, I priv )

'x'와 's' 모두는 중앙 서버(4)로부터 카드 판독기(2)로 전달된다. 이어서, 카드 판독기(2)는 칩 카드(1)로부터 서명 확

인을 위한 키 'I'를 획득하여 후속하는 서명 확인 동작을 수행한다.

signver (s, x, I pub ) == OK?

도 2b에 도시된 대응하는 흐름도는 앞서 개시한 데이터 암호화/해독 대신에 기명 날인/서명 확인의 경우에 제안된 메

커니즘을 나타낸다. 도 2a에서와 같이, 칩 카드가 카드 판독기로 삽입된(단계 30) 후, 카드 판독기는 필요한 지원 모

듈이 근거리에서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한다(단계 31). 사용 가능하다면(32), 모듈이 실행된다(단계 33). 사용 가능하

지 않다면(34), 필요한 모듈과 'APDU' 명령어가 중앙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되며(단계 35), 모듈은 개인 키 'I priv '에 

의해 기명 날인된다. 따라서, 서명을 확인하는(단계 38) 데에 필수적인 공개 키 'I pub '를 반송하도록(단계 37) 칩 카

드를 개시하거나 트리거하기 위해, 'APDU' 명령어가 칩 카드로 반송된다(단계 36). 본 발명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필요

한 공개 키 'I pub '는 칩 카드 자체가 제공하고, 'APDU' 명령어를 수신한 때는 우선적으로 단말 장치로 전달한다. 이

어서, 이 키는 다운로드된 모듈의 서명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고, 서명이 부합하는 경우(39)에, 예를 들어, 칩 카드 

혹은 카드 판독기 내에서 특정한 응용 예를 실행하도록 칩 카드를 구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모듈을 실행한다(단계 3

3). 두 개의 서명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40), '무효 서명(Invalid Signature)'이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예를 들어 

청각적으로 혹은 디스플레이에 의해 카드 판독기에 출력된다.

카드 판독기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실행하여 칩 카드에 의해 확인된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프트웨어가 카드 발행자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버전

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로서, 코드는 단지 카드 발행자에 의해 증명되었을 경우에 실행될 수 있으며, 발행자는 카드를 액세스하는 소

프트웨어가 다른 사람 혹은 로깅(logging) 데이터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어

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게 된다.

버전 관리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듈의 버전이 스마트 카드와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E' 키를 이용한 외

부 인증 단계가 도 2a 혹은 도 2b에 개시된 일련의 단계에 추가될 수 있다.

여기서 인증은 임의의 정보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고려된다. 칩 카드는 공통적으로 외부 인증을 사용하여 

단말기의 정체성(Identity)을 확정한다. 이는 단말 장치가 칩 카드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이루어

진다.

외부 인증은 칩 카드가 단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여 정체성이 의심되는 단말기에 챌린지(challenge), 예를 들어, 랜덤

8 바이트 시퀀스를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 챌린지를 수신한 단말기는 자체의 비밀인 특정 키를 이용하여 챌린지를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결과를 반송한다. 이제 칩 카드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며, 이 키는 단말기가

인증 여부를 보유하고 있는 지를 안다. 메시지가 만족스럽게 해독되면, 즉, 해독된 챌린지가 칩 카드가 원래 전송한 

챌린지와 동일하면, 칩 카드는 단말기가 특정 키를 가지고 있으며 이 키가 그 정체성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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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제 1 정보 처리 장치와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간의 안전한 상호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함으로써 정보 유닛의 실행과 능동적이고 안전한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제 1 정보 처리 

장치의 발행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닛을 암호화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a second secur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a first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2)를 이용해,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유닛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로 제공하는 단계(3, 25, 35) -상기 정보 유닛은 암

호화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되며,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함- 와,

사전에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에 저장된, 상기 암호화 프로세스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암호적으로 재처리(cryptographically reprocessing)하는 단계(29, 38)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a second secur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a first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2)를 이용해,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정보 유닛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로 제

공하는 단계(3, 25, 35)와,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제 1 키를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로 제공

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를 상호 연결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측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해독하

는 단계(27)와,

상기 해독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해독하는 단계(29)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a second secur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a first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2)를 이용해,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되는 상기 정보 유닛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로 제공하는 단계(3, 25,

35)와,

적어도 하나의 키를 이용해 생성되는 상기 서명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로 제공하는 단계

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에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를 상호 연결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전달하

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의 상기 서명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해독된 적어도 하나의 상기 제 1 키가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에 전달되고, 상기 정보 유닛이 상기 제 1 장

치(2) 측에서 해독되는(29)

정보 유닛 처리방법.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제 2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적어도 제 1 키의 해독을 개시하거나 또는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로부

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의 상기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서명 키의 전달을 개시하기 위해,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가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로 제어 명령어를 제공하는(26, 36)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정보 유닛, 상기 암호화된 제 1 키, 상기 서명 키, 상기 생성된 서명, 또는 상기 제어 명령어는 중앙 서

버(4)로부터 다운로드되는(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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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닛 처리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키 또는 상기 서명 확인을 위한 키는 상기 발행자에 의한 발행시에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에 안

전하게 저장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개의 정보 유닛의 외부 인증 또는 상기 개개의 정보 유닛의 릴리스(release)의 제어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3 키를 제공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키의 각각의 상태에 따라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정보 유닛의 새로운 릴리스를 수집하도록 상기 제 1 장치

(2)를 개시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유닛의 상기 새로운 릴리스는 상기 발행자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넷 서버(4)로부터 다운로드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제 1 키 또는 상기 서명은 상기 정보 유닛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에 제공하는

상이한 세션들 사이에서 랜덤화되는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는 단말 장치, 특히 칩 카드 판독기이고,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휴대형 장치

, 특히 칩 카드인

정보 유닛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2)를 포함하며, 발행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정보 유닛은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는 상기 정보 유닛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저장 장치(6)에 저장된, 상기 암호화 프로세스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키를 포함

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암호적으로 재처리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4.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2)를 포함하며, 발행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정보 유닛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와, 적

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6)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해독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해독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해독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5.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 특히 칩 카드와 상호 동작하는 제 1 정보 처리 장치(2)를 포함하며, 발행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는 상기 정보 유닛과 상기 정보 유닛을 위한 서명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적어도 하나의 서명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6)를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명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의 상기 서명을 확인하는 수단이 제공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가 상기 정보 유닛에 의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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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의 특수한 기능이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 혹은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제 3 장치(5) 상에서 사용 가능/액세스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는, 상기 해독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해독하는(29)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적어도 제 1 키의 해독을 개시하는 수단, 또는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로부터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로의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서명 키의 전송을 개시하

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가, 상기 암호화된 정보 유닛, 상기 암호화된 제 1 키, 상기 생성된 서명, 또는 상기 제어 

명령어를 중앙 서버(4)로부터 다운로드 받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1.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발매 당시에 상기 제 2 키 또는 상기 서명 키를 저장하기 위한 소거 불가능한 저

장 장치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 또는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가, 상기 정보 유닛의 외부 인증 또는 상기 정보 

유닛의 릴리스 제어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3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6)와,

상기 제 3 키를 처리하는 처리 수단(7)을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가, 상기 제 3 키의 상기 각각의 상태에 따라 상기 정보 유닛의 새로운 릴리스의 다운로드

를 개시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서버(4)가, 상기 정보 유닛을 상기 발행자로부터 상기 제 1 장치에 제공하는 상이한 세션 사이에서 상기 적

어도 하나의 제 1 키 또는 상기 서명을 랜덤화하는 랜덤화부를 포함하는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 처리 장치(2)는 단말 장치, 특히 칩 카드 판독기이고, 상기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1)는 휴대형 장치

, 특히 칩 카드인

정보 유닛 처리 시스템.

청구항 26.
정보 처리 단말 장치(2)와 상호 동작함으로써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칩 카드(1)에 있어서,

제 1 항 내지 제 4 항, 제 8 항 내지 제 10 항 및 제 12 항 중의 어느 한 항 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는 제 13 항

내지 제 15 항, 제 18항 및 제 2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암호화 프로세스를 위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6)를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436377

- 10 -

상기 정보 유닛에 의해 제어된 액세스 제어를 수행하는 처리 수단(7)을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2, 5) 상에서, 또는 상기 단말 장치(2, 5)에 부착된 적어도 하나의 제 2 보안 정보 처리 장치 상에서 특

수한 기능을 실행시키는 처리기(7)를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2, 5)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전달하는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 2 키를 사용하여 적어도 상기 제 1 키를 해독하는 수단, 또는

서명 확인을 위한 상기 서명 키의 전송을 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발매 당시에 상기 제 2 키 또는 상기 서명 키를 저장하는 소거 불가능한 저장 장치(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청구항 31.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유닛의 외부 인증 또는 상기 정보 유닛의 릴리스 제어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3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6)와,

상기 제 3 키를 처리하는 처리 수단(7)을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키의 상기 각각의 상태에 따라 상기 정보 유닛의 새로운 릴리스의 다운로드를 개시하는 수단(7)을

포함하는 칩 카드.

청구항 33.
칩 카드(1)와 상호 동작함으로써 정보 유닛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2)에 있어서,

제 1 항 내지 제 4 항 및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는 제 13 항 내지 제 1

5 항, 제 18 항 및 제 2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 유닛을 저장

하는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키를 사용하여 상기 정보 유닛을 해독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된 정보 유닛, 상기 적어도 하나의 키, 상기 디지털 서명을 중앙 서버(4)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청구항 37.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유닛의 외부 인증 또는 상기 정보 유닛의 발매 관리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 3 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와

상기 제 3 키를 처리하는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키의 상기 각각의 상태에 따라 상기 정보 유닛의 새로운 릴리스의 다운로드를 개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칩 카드 수용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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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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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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