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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방법

요약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는 공개키 생성

부, 상기 생성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저장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를 판독하는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 및 상기 저

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후 소정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과 소정 디

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포인트 기능을 선택하는 전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써, 스마트 카드를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작성하고,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검증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

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공개키, 소유권 인증, 제어 포인트, 시큐리티 콘솔, 피제어 디바이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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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패스워드 기반의 소유권 획득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키 생성 및 분배를 위한 초기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큐리티 콘솔 전환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유권 인증 및 소유권 획득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소유권 인증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삭제

100 : 제어 포인트 110 : 공개키 생성부

120 :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 130 : 공개키 저장부

140 : 사용자 인증부 150 : CP/SC 전환부

160 : 제어부 200 : 피제어 디바이스

210 : 공개키 및 전자 서명 인증부

220 : 공개키 저장부 230 : 저장 매체 판독부

300 : 저장 매체(스마트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

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저장 매

체에 저장된 공개키 쌍을 시큐리티 콘솔(Security Console : SC)의 공개키 쌍을 이용하여 소유권 획득(TakeOwnership)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 패스워드 기반의 소유권 획득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는 시큐

리티 콘솔(10),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제어 포인트(Control Point : CP)(20)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장치인 디바이스

(Device : D)(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소유권 획득 과정을 설명하면 시큐리티 콘솔(10), 제어 포인트(20) 및 디바이스(30)는 모두 생산될 때 자신의 공개키

쌍을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각 디바이스(30)에는 소유권 획득을 위해서 접근 가능한 패스워드를 디바이스에 기록하고 판

매시에 구매자에게 그 패스워드(password)를 알려준다.

이 후, 사용자는 구입한 디바이스(30)를 가정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시큐리티 콘솔(10)을 이용하여 디바이스(30)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한다. 이때, 사용자는 패스워드 정보를 시큐리티 콘솔(10)에 직접 입력하여 디바이스(30)로 전달하고, 디바

이스(30)는 전달받은 패스워드를 검증한 후 소유권 획득을 수행한다.

그 다음, 소유권 획득을 수행한 후 시큐리티 콘솔(10)은 디바이스(30)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즉, 가정 안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수의 시큐리티 콘솔(10)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시큐리티 콘솔은 새로운 디바이스들(31,32,33)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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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각 디바이스들은 자신의 접근제어목록(Access Control List : 이하, ACL이라 함)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콘솔(10)의 공개키에 대한 해쉬값을 저장한다. 즉, 소유권 획득 과정에서 디바이스(30)

는 특정 시큐리티 콘솔을 통해서 제시된 패스워드가 유효하면 그 시큐리티 콘솔의 공개키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고 자신

의 ACL을 편집할 수 있는 소유자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값을 저장한다.

그러나,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소유권 획득을 위해서 사용자가 일일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다수개

의 시큐리티 콘솔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다수개의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며, 다수개의 시큐리티 콘솔을 사용할 경우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므로 소유권 획득시에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시큐리티 콘솔에게 속했는지를 사용자가 일일이 기억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무차별 대입 공격(Brute-force Attack)에 취약한 패스워드 기반 인증 방법을 사용하며, 시큐리티 콘솔의 공개키를 전

자서명과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공개키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고 메시지의 전송자에 대한 인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

용자는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제어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의 ACL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은 시큐리티

콘솔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권 획득의 수행을 위해서 제조자가 전달해준 패스워드를 시큐리티 콘솔을 통하여 각 디

바이스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

자가 홈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 획득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어 포인트가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갖는 시큐리티 콘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있는 자

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장치,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장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는 공개키 생성

부, 상기 생성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저장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를 판독하는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 및 상기 저

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후 소정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과 소정 디

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포인트 기능을 선택하는 CP/SC 전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네트워크 장치는 제어 포인트에서 생성한 제1 공개키가 저장된 저장 매체에서 상기 제1 공

개키를 판독하는 저장 매체 판독부 및 상기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받은 제2 공개키와 전자 서명을 상기 제1 공개키로 비

교 및 인증하는 공개키 및 전자 서명 인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고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포인트 및 상기 공개키를 이용한 인증 후, 자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제어 포인트가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고,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와, 상기 공개키가 피제어 디바이스에 전달

된 후 제어 포인트가 상기 저장 매체를 재 판독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

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인증 수행 결과 적합한 사용자인 경우,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 포인트가 생성한 제1 공개키를 기록한 저장 매체를 판독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포인트로부터 제2 공개키와 전자 서명을 전송 받는 단계와, 상기 전송받은 제2 공개키와 전자서명을 검

증하는 단계 및 상기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자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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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에서의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어 포인트(100), 및 피제어 디바이스(200)로 구성된다.

여기서, 시큐리티 콘솔 전환 시 수행되는 전자 서명을 제어 포인트(100)에서 작성하는 경우와, 시큐리티 콘솔 전환 시 수행

되는 전자 서명을 스마트 카드(300)에서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을 두가지 경우로 나누

어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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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큐리티 콘솔 전환 시 수행되는 전자 서명을 제어 포인트(100)에서 작성하는 경우.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서, 공개키 생성부

(110),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120), 공개키 저장부(130), 사용자 인증부(140), CP/SC 전환부(150) 및 제어부(160)을 포

함하는 제어 포인트(100)와 공개키 및 전자 서명 인증부(210), 공개키 저장부(220) 및 저장 매체 판독부(230)를 포함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로 구성된다.

공개키 생성부(110)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키(Public Key : Ps) 및 비밀키(Private Key : Ks)를 생성한

다. 여기서, 비밀키에 대한 접근시 PIN(Personal Indenfication Number)을 통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개키 생

성부(110)가 생성한 공개키는 저장 매체를 통해 제어 포인트(100) 및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저장되고, 여기서 공개키

생성부(110)가 생성한 제어 포인트(100) 및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저장된 공개키를 제1 공개키로, 이후 제어 포인트

(100)가 검증을 위해 피제어 디바이스(200)로 전송하는 공개키는 제2 공개키로 설명한다.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120)는 공개키 생성부(110)에서 생성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저장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

를 판독한다. 여기서, 저장 매체는 스마트 카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동 가능한 다른 저장 매체로 대체될 수 있다.

CP/SC 전환부(150)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 후 소정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

하는 시큐리티 콘솔(Security Console : SC) 기능과 소정 디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포인트 기능을 선택한다.

공개키 저장부(130)는 공개키 생성부(110)가 생성한 공개키를 저장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개키는 사용자 인증시 비밀키로

작성된 전자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된다.

사용자 인증부(140)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작성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

저장 매체 판독부(230)는 제어 포인트(100)의 제1 공개키가 저장된 저장 매체에서 상기 제1 공개키를 판독한다.

피제어 디바이스(200)의 공개키 저장부(220)는 공개키 생성부(110)가 생성한 제1 공개키를 저장하는 것으로, 여기서 제1

공개키는 시큐리티 콘솔의 검증시 사용된다.

공개키 및 전자 서명 인증부(210)는 제어 포인트(100)로부터 전송받은 제2 공개키와 전자 서명을 상기 제1 공개키로 인증

하는 것으로서, 공개키 및 전자 서명의 검증을 통해 제어 포인트(여기서, 제어 포인트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을 한다) (100)

가 자신(디바이스)의 접근제어목록(Access Control List : ACL)을 편집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키 생성 및 분배를 위한 초기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사용자는 홈 내에서 공개키 쌍(공개키 및 비밀키)을 비롯한 보안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공개키 생성부

(110)을 이용하여 관리자의 공개키 쌍을 생성하고 이를 스마트 카드에 저장한다. 여기서, 비밀키에 대한 접근은 보안을 위

해서 PIN을 통한 인증을 통하여 접근할 수도 있고, PIN 입력없이 접근도 가능하다. 또한 무선 환경에서의 설정을 위해서

무선랜(WLAN) 설정 정보도 선택적으로 생성 및 저장 가능하다.

그 다음, 새로운 장비(CP, CD)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스마트 카드를 접촉하여 관리자의 공개키(제1 공개키)를 전달한다.

즉, 새로운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처음으로 스마트 카드를 접촉시키면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제1 공개키가 피제어 디바

이스(200)로 자동으로 저장된다.

삭제

한편, 새로운 제어 포인트(100)에 처음으로 스마트 카드를 접촉시키면 공개키(제1 공개키)가 저장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공개키(제1 공개키)를 전송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개키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소유권 획득시에 전자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시큐리티 콘솔을 인증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시큐리티 콘솔 전환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장 매체(즉,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한 전자 서명이 요구되며, 전자 서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밀키를

직접 제어 포인트(100)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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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어 포인트(100)에 스마트 카드(300)를 접촉시키면 제어 포인트(100)는 비밀키를 읽어오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요구한다.

그 다음,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일 경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비밀키를 얻을 수 있다. 이 후,

제어 포인트(100)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램덤 번호(random number)를 포함하는 전자 서명을 작성하는데, 여기서 램덤 번

호를 포함하는 이유는 제어 포인트(100)가 작성한 메시지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메시지마다 랜덤하게 설정해

놓은 번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제어 포인트(100)는 초기화 과정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던 공개키(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로부터 전

송된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 여기서, 검증 결과 전자 서명이 유효하면 제어 포인트(100)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으로 전환되

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어 포인트(100)가 시큐리티 콘솔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이 실패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소유권 인증 및 소유권 획득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먼저 시큐리티 콘솔은 피

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소유권 획득을 위해서 자신의 전자 서명과 함께 공개키(제2 공개키)를 피제어 디바이스(200)

에게 전송한다. 이에,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시큐리티 콘솔로부터 전송받은 공개키(제2 공개키)와 초기화 시에 저장한

공개키(제1 공개키)가 동일한지를 비교한다.

비교 결과 공개키가 동일한 경우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송된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 여기서, 전자

서명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해쉬값을 계산하여 전자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 다음, 전자 서명 검증 결과 유효한 전자 서명인 경우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시큐리티 콘솔에게 자신에 대한 접근을 허

용한다. 이로써,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ACL의 편집 권한을 갖는다.

한편, 비교 결과 공개키가 동일하지 않으면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ACL의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없다.

삭제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자동 소유권 인증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순서도 이다. 먼저, 사용자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경

우 홈 내에서 공개키 쌍을 비롯한 보안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기 위해 공개키 생성부(110)를 통해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

성하고, 생성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저장 매체(이하, 스마트 카드라 함)에 기록한다(S100).

그 다음,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장비(제어 포인트 및 피제어 디바이스)에 공개키를 저장시킨다(S102). 즉, 스마

트 카드를 제어 포인트(100)에 접촉시키면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120)가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공개키를 판독하여 공개

키 저장부(130)에 저장시키고, 또한 스마트 카드를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접촉시키면 저장 매체 판독부(230)가 스마트

카드에 기록된 공개키를 판독하여 공개키 저장부(220)에 저장시킨다.

여기서, 제어 포인트(100) 또는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처음으로 스마트 카드를 접촉한 경우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공개

키가 접촉된 제어 포인트(100) 또는 피제어 디바이스(200)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첫 번째 접촉 이후 제어 포인트(100) 또

는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스마트 카드를 접촉시키면 CP/SC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사용자가 스마트 카드를 제어 포인트(100)에 접촉하면 제어 포인트(100)는 스마트 카드를 판독하고(S104), 스마

트 카드에 저장된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읽어오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요구한다(S106).

이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제어 포인트(100)는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인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일 경우 제어 포인트(100)는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비밀키를 얻을 수 있으며(S108,

S110),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가 아닐 경우에 제어 포인트(100)는 비밀키를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제어 포인

트(100)가 비밀키를 얻지 못할 경우 CP/SC 전환 과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된다.

그 다음, 제어 포인트(100)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램덤 번호(random number)를 포함하는 전자 서명을 작성한다(S112).

여기서, 램덤 번호를 포함하는 이유는 제어 포인트(100)가 작성한 메시지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메시지마다

랜덤하게 설정해 놓은 번호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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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제어 포인트(100)는 저장하고 있던 공개키(제1 공개키)를 이용하여 작성된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S114). 여기서,

검증 결과 전자 서명이 유효한 경우제어 포인트(100)는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되고, 검증 결과 전자 서명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하는 것은 실패하게 된다(S116).

그 다음, 제어 포인트(100)가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되면,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의 ACL을 편집할 수 있는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 서명 및 공개키(제2 공개키)를 피제어 디바이스(200)로 전송한다(S118, S120).

그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시큐리티 콘솔로부터 전송받은 공개키(제2 공개키)와 자신의 공개키 저장부(220)에 저

장되어 있는 공개키(제1 공개키)가 동일한지를 비교하고, 비교 결과 공개키가 동일한 경우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공개

키를 이용하여 전송된 전자 서명을 검증한다(S122, S124).

이 후, 검증 결과 전자 서명이 유효성이 검증되면 피제어 디바이스(200)는 비밀키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여 저장하고, 시

큐리티 콘솔에게 자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S126). 이로써,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ACL의 편

집 권한을 갖는다.

한편, 비교 결과 공개키가 동일하지 않으면 시큐리티 콘솔은 피제어 디바이스(200)에 대한 소유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음은 자명하며,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순한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르면,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작성하고, 공개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검증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개키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소유권 획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어 포인트가 시큐리티 콘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시큐리티 콘솔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는 공개키 생성부;

상기 생성된 공개키 및 비밀키를 저장 매체에 기록하고 상기 저장 매체를 판독하는 저장 매체 기록/판독부; 및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후 소정 디바이스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큐리티 콘솔 기능과

소정 디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포인트 기능을 선택하는 전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

능한 네트워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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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개키 생성부가 생성한 공개키를 저장하는 공개키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

능한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작성하고, 상기 저장 매체에 저장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전

자 서명을 검증하는 사용자 인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는 스마트 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5.

제어 포인트에서 생성한 제1 공개키가 저장된 저장 매체에서 상기 제1 공개키를 판독하는 저장 매체 판독부; 및

상기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받은 제2 공개키와 전자 서명을 상기 제1 공개키로 비교 및 인증하는 공개키 및 전자 서명 인

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는 스마트 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7.

제어 포인트가 공개키 및 비밀키를 생성하고,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단계;

상기 공개키가 피제어 디바이스에 전달된 후 제어 포인트가 상기 저장 매체를 재 판독하는 단계;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인증 수행 결과 적합한 사용자인 경우, 시큐리티 콘솔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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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한 패스워드일 경우 저장 매체에 저장된 비밀키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작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작성된 전자 서명을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제어 포인트가 상기 저장 매체에 기록된 공개키와 비밀키로 작성한 전자 서명을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공개키와 전자 서명의 검증 결과에 따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소유권 인증 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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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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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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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삭제

도면8

삭제

도면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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