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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증 서버 및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57) 요약

인증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콘텐츠 서버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인증 방법 및 인증 서버가 개시된다. 인증

서버를 이용한 인증 방법은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접속하는 인증 서버 접속 단계; 소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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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제1 인증 정보 요청 단계; 사용자가 인증 서버의 식별 정보를 콘텐츠 서

버에 전송하는 인증 서버 식별 단계; 콘텐츠 서버가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서버에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제2 인증 정

보 요청 단계; 인증 서버가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에 전송하는 인증 정보 전송 단

계 및 콘텐츠 서버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인

증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도 용이하게 콘텐츠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사용자가 소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접속 시도 단계;

상기 콘텐츠 서버가 상기 사용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인증 정보 요청 단계;

상기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접속하는 인증 서버 접속 단계;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인증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제1 인증 정보 전송

단계;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수신된 인증 정보를 상기 콘텐츠 서버에 전송하는 제2 인증 정보 전송 단계 및

상기 콘텐츠 서버가 상기 콘텐츠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 정보 전송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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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서버가 소정 인증 조건이 만족되는지 판단하는 인증 조건 판단 단계 및

상기 인증 조건이 만족될 경우 상기 인증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조건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인증 서버에 접속한지 소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상기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가한

콘텐츠 서버일 것 및 상기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금지한 콘텐츠 서버가 아닐 것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가입한 콘텐츠 서버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 정보를 상기 인증 서버에 등록

하는 인증 정보 등록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ID), 비밀 번호 및 인증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를 이

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 정보는 상기 콘텐츠 서버 또는 상기 인증 서버의 UR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

증 방법.

청구항 13.

소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버가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서버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인증 정보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콘텐츠 서버에 상응하는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소정 인증 조건이 만족되는

지 판단하여, 상기 인증 조건이 만족될 경우 상기 인증 정보를 상기 사용자를 경유하여 상기 콘텐츠 서버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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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조건은,

상기 사용자가 상기 인증 서버에 접속한지 소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상기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가한

콘텐츠 서버일 것 및 상기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금지한 콘텐츠 서버가 아닐 것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상기 사용자에 의하여 상기 사용자가 가입한 콘텐츠 서버의 식별 정보와 함께 상기 인증 서버에 등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ID), 비밀 번호 및 인증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것이며, 특히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인증 서버 및 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발전에 힘입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해진다. 특히, 네트워크의 고속화에 힘입어, 단순한 문

자 정보나 이미지 정보 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증가한다.

무선랜, 이더넷, 블루투스(Bluetooth), UWB 및 지그비(ZigBee)와 같은 다양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네트워킹 기술이 개발

되어 실용화되었다. UWB란 3.1∼10.6GHz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10m∼1㎞의 전송거리에 최적화되어 개발된

통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최초 군사용 무선통신기술로 사용되다가 최근 일반 사용자에게 개방되었다. UWB에서는 GHz대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 초당 100~500M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한 무선통신기술로서 커다란 용량의 동영상을 떨림이나 버

그 없이 완벽하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전송 거리도 블루투스의 100m에 비해 10배나 긴 1km에 달해 완벽한 홈네트워크

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여러 개의 가정용 홈 디바이스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하나의 제어 센터에서 여러 개의 홈 디바이스를 제어

하는 홈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였다.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홈 디바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홈 네트

워크가 외부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댁 외에서 홈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접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증

정보가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은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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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비스(예를 들면 성인 정보)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을 방지할 수도 있다.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제공되어 있으며 그 예로는 IEEE 802.1x 규격 등이 있다. 현재 개발된 인증 방법에는 어느 시스템에든 적용할 수 있는 범

용 인증 방법 및 특수한 시스템에 특화된 인증 방법이 있다.

도 1은 홈 네트워크에서 종래 기술에 의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홈 네트워크에는 홈 디바이스들(130) 및 사용자(110), 인증 디바이스(120) 및 게이트웨이(150)를 포함한다. 게이트웨이

(150)는 홈 네트워크(140)를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사용자(110)는 게이트웨이(150)를 거쳐서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콘텐츠 제공자(190)에게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110)는 자신이 구비한 인증 디바이스(120)를

이용하여 인증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된 인증 정보는 게이트웨이(150)를 거쳐 콘텐츠 제공자(190)에게 제공된다. 또한, 홈

네트워크(140) 외부의 사용자(160)도 자신의 인증 디바이스(170)를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140)에 연결된 홈 디바디스들

(130)에 접속하고 이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사용자 인증체계는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 별로 등록한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신의 인증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

용하여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어떤 콘텐츠 제공자에게 어떤

ID 및 PW로 등록하였는지 기억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자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할 경

우, 인증서 확인에 필요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듬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연산 능력을 가진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인증 메커

니즘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사업자마다 요구하는 인증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는 이들 인증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 디바이스의 단가가 올라가고, 큰 연산 능력 및 메모리를 요구하

기 때문에 디바이스는 더 크고 중량화된다.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는 상호인증 방법이 적용되므

로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표준화가 완료 되거나 표준화를 추진중인 EAP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이들을

모두 제공하기에는 사용자 디바이스의 부하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에 등록한 사용자를 용이하게 인증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콘텐츠 제공자 별로 등록한 인증 정보를 별도로 기억할 필요없이 용이하게 사용자 인증을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 장치가 복잡한 인증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양한 인증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콘텐츠 제공자에 등록한 인증 정보를, 사용자 또는 콘텐츠 제공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소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반환할 수 있는 인증 서버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삭제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면은, 사용자가 소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

는 접속 시도 단계; 콘텐츠 서버가 사용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인증 정보 요청 단계;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접속하는 인증 서버 접속 단계; 인증 서버가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인증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

하는 제1 인증 정보 전송 단계; 사용자가 인증 서버로부터 수신된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에 전송하는 제2 인증 정보 전송

단계 및 콘텐츠 서버가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를 이용

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1 인증 정보 전송 단계는, 인증 서버가 소정 인증 조건이 만족되는지 판단하는

인증 조건 판단 단계 및 인증 조건이 만족될 경우 인증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전송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인증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ID), 비밀 번호 및 인증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식별 정보는 콘텐츠

서버 또는 인증 서버의 URL 주소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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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면은, 소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버가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서버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인증 정보 요청이 수신되면 콘텐츠 서버에 상응

하는 인증 정보를 검색하고, 소정 인증 조건이 만족되는지 판단하여, 인증 조건이 만족될 경우 인증 정보를 상기 사용자를

통해 콘텐츠 서버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인증 정보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콘텐츠 서버의 식별 정보와 함께 인증 서버에 등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용이하게 콘텐츠 제공자에 접속할 수 있다.

본 발명과 본 발명의 동작상의 이점 및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바

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첨부 도면 및 첨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서,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각 도면에 대하여,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임을 나타낸다.

도 2는 홈 네트워크에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홈 네트워크에는 홈 디바이스들(230, 235), 사용자(210) 및 게이트웨이(240)가 연결된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

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 및 외부 사용자(260)가 연결된다.

내부 사용자(210)는 게이트웨이(240)를 통하여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콘텐츠 서버들(290, 295)을 이용한다. 또한, 외부

사용자(260)도 게이트웨이(240)를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홈 디바이스들(230, 235)을 이용한다. 또한, 도 2에 도

시된 게이트웨이(240)는 인증 서버(250)에 연결된다. 도 2에는 인증 서버(250)가 게이트웨이(240)를 통하여 홈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증 서버(250)는 홈 네트워크

내에 연결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연결될 수도 있다.

인증 서버(250)는 사용자의 인증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255)를 포함한다. 인증 서버(250)는 사용자 또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로부터 인증 정보 요청이 수신되면 인증 정보 요청을 발송한 콘텐츠 서버에 상응하는 인증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255)에서 검색한다. 그리고, 인증 서버(250)는 소정의 인증 조건이 만족되는지 판단하여, 인증 조건이 만

족될 경우 검색된 인증 정보를 사용자 또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에 제공한다. 또한, 인증 서버(250)가 검색된 인증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조건은,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접속한지 소정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거나 사용자가 인증 정

보를 전송하도록 허가한 콘텐츠 서버일 것 등이 있다. 사용자가 인증 서버(250)에 접속한지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다른 사

용자가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증 조건 중에는 사용자가 인증 서버(250)에 접속한지 일

정 시간 내일 것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한 콘텐츠, 즉 성인 정보와 같은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 이 경

우, 사용자가 성인 정보에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인증 서버(250)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서를 반납하지 않으므로 콘텐츠 서버

들(290, 295)에 접속할 수가 없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자의 인증 정보는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콘텐츠 서버의

식별 정보와 함께 인증 서버에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갱신 절차를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이 신규한 콘텐츠 서

버들(290, 295)에 가입할 때마다 자신의 인증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인증 정보란 사용자의 아이디(ID), 비밀 번호 및 인증서와 같이, 특정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의 정보를 나타낸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인증 서버(250)는 사용자 또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

용자의 인증 정보를 반납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가입한 콘텐츠 서버들(290, 295)의 인증 정보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이, 오직 인증 서버(250)에만 접속하면 된다. 인증 서버(250)는 홈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중 어

느 네트워크에도 연결되면 된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260)도 홈 디바이스(235) 또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에

접속할 때 인증 서버(250)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증 과정을 요구하는 콘텐츠 서버들(290, 295)의 경우

에도 사용자(210)가 별도의 인증 디바이스(미도시)를 이용하여 인증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서버(250)가 이

러한 인증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잡한 인증 알고리즘이라도 인증 서버(250)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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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증 방법은 사용자와 인증 서버간의 인증 단계(S310), 콘텐츠 접속 단계(S320),

콘텐츠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 단계(S325), 사용자가 인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인증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계(204), 콘텐츠 서버가 인증 서버에 특정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S335), 인증 서버가 콘텐츠 서버에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S360) 및 사용자 인증 결과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S370)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단계(S380)를 포함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인증 서버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 사용자 인증 정보 역시 ID/PW, 인증서, 생체 정보 등 어떤 정보든 인증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사용될 수

있음은 전술된 바와 같다.

사용자와 인증 서버 사이의 인증단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원하는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된다. 콘텐츠에 접속하면 콘텐츠

서버에서는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등록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을 요구(S325)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둔 인증 서버의 URL 주소를 콘텐츠 서버(S330)에 알려준다. URL 주소를 받은

콘텐츠 서버는 그 주소로 찾아가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요청(S335)한다. 콘텐츠 서버에서 인증 정보 전송 요청이 오면 인

증 서버는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전송해 줄 지 여부를 판단(S350)하는데,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자와 인증 서버 사이의 인증

이 일정 시간 내에 일어났을 것, 사용자가 등록해 둔 콘텐츠 서버일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판단 결과 인증 정보를 전송해 주기로 했다면 인증 서버는 콘텐츠 서버로 사용자가 미리 입력해 둔 ID/PW 혹은 인증서 등

의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전송(370)해 준다. 반면, 콘텐츠 서버를 믿을 수 없거나,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미리 인증을 하지 않

았을 경우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콘텐츠 서버에 알린다(S380). 인증 데이터를 전송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은 콘텐츠 서버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접속을 끊게된다. 한편, 사용자 인증 정보

를 받은 콘텐츠 서버는 사용자 인증 단계를 수행하고, 인증이 성공하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증이 실패하면 콘텐츠를 제

공하지 않고, 접속을 끊게 된다.

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사용자 인증 방법 실시예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a는 홈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가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댁내에서 댁외

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210)와 인증 서버(250) 및 콘텐츠 사업자(290)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선, 사용자(210)는 인증 서버(250)에 접속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이 수행된다(300). 사용자(210)는 콘텐츠 서버

(290)에 접속을 시도한다(301). 그러면,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210)에게 인증을 요청한다(302).

본 발명에 의한 인증 방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서버(250)가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290)에 제공한다. 식별 정보란 인증 서버(250)의 URL 주소일 수 있다.

콘텐츠 서버(290)가 식별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콘텐츠 서버(290) 및 인증 서버(250) 간에 인증

정보가 교환된다(304, 305). 이 경우, 인증 서버(250)는 소정의 인증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290)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전술된 바와 같다.

그러면, 콘텐츠 서버(29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308). 인증 결과에 따라, 콘텐츠 서버(290)

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306), 제공하지 않는다(307).

도 4b는 홈 네트워크 외의 사용자가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도 4b의 댁외에서 댁외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댁외의 사용자가 댁외의 콘텐츠

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댁외의 사용자는 인증 서버(250)와 먼저 사용자 인증 과정(400)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

는 사용자 인증 과정은 인증 서버(250)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된 어느 인증 메커니즘이든 적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콘텐츠 서버(290)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접속하면(401),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

구(402)한다. 인증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 정보가 저장된 인증 서버(250)의 URL을 콘텐츠 서버(290)에게 알

려준다(403). 콘텐츠 서버(290)는 받은 URL 주소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 정보를 요청(404)하고, 인증 서버(250)는 사용

자 인증 정보를 전송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때 해당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290)에 전송(405)한다.

인증 정보를 받은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 인증 과정을 수행(408)하고, 인증이 성공하면,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406)하고, 인증이 실패하면,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407), 접속을 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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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인증 방법에서, 인증 정보는 사용자 단말 장치에 저장되지 않고 인증 서버에 저장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단말 장치가 아닌 다른 단말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인증 서버로부터 자신의 인증 정

보를 용이하게 수신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우선,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접속한다(S410). 사용자는 그동안 인증 정보가 갱신된 것이 있을 경우 인증 서버에 저장된 인

증 정보를 갱신한다(S415).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서버를 선택하면(S420), 콘텐츠 서버는 사용자에게 인증 정보를 요청

한다(S425).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 정보를 인증 서버에 요청한다(S430). 도 3에 도시된 방법과는 달리, 도 5에 도

시된 인증 방법에서는, 콘텐츠 서버 및 인증 서버 간에 인증 작업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인증 서버로부터 해당

콘텐츠 서버에 상응하는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로 전송한다(S460).

인증 정보를 사용자가 수신하고, 수신된 인증 정보를 직접 콘텐츠 서버에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진다. 즉,

콘텐츠 서버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였을 경우, 콘텐츠 서버 및 인증 서버 간에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또는, 콘텐츠 서버 및 인증 서버 간에 동작되는 운영 체제 및 플랫폼의 차이

에 의하여 인증 서버 및 콘텐츠 서버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증 서버

로부터 수신한 인증 정보를 직접 콘텐츠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 정보를 기억

할 필요 없이, 인증 서버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단순히 콘텐츠 서버에 제공하기만 하기 때문에, 종래 기술에 의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현저히 향상된다.

사용자가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에 전송하면(S465), 콘텐츠 서버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검사하여 인증이 성공될 경우 해

당 콘텐츠를 제공한다(S470).

도 6a 및 도 6b는 도 5에 도시된 사용자 인증 방법 실시예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a는 홈 네트워크 내의 사용자가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댁내에서 댁외

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210)와 인증 서버(250) 및 콘텐츠 사업자(290)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우선, 사용자(210)는 인증 서버(250)에 접속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이 수행된다(500). 사용자(210)가 콘텐츠 서버

(290)에 접속을 시도하면(501). 그러면,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210)에게 인증을 요청한다(502).

도 6a에 도시된 인증 방법에서는 사용자가 인증 서버(250)에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503). 그러면, 인증 서버(250)는 소정

의 인증 조건을 검토하여 사용자(210)에게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s504). 이 경우, 인증 서버(250)는 소정의 인증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인증 정보를 사용자(210)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전술된 바와 같다.

그러면, 사용자(21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290)에 제공한다(505). 콘텐츠 서버(29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한다(508). 인증 결과에 따라,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506), 제공하

지 않는다(507).

도 4b는 홈 네트워크 외의 사용자가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댁외에서 댁외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댁외의 사용자가 댁외의 콘텐츠를 이용하

고자 할 경우에도 댁외의 사용자는 인증 서버(250)와 먼저 사용자 인증 과정(400)을 거치게 되는데(600), 이때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 과정은 인증 서버(250)와 사용자 사이에 약속된 어느 인증 메커니즘이든 적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서

비스를 받기 위해서 콘텐츠 서버(290)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접속하면(401),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구

(602)한다. 인증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인증 서버(250)에게 자신의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603). 그러면, 인증 서버(250)는

인증 조건을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604). 그러면, 사용자(21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콘텐츠 서버

(290)에 전송(605)한다. 인증 정보를 받은 콘텐츠 서버(290)는 사용자 인증 과정을 수행(608)하고, 인증이 성공하면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606)하고, 인증이 실패하면 해당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607), 접속을 끊게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에 저장되는 인증 정보의 목록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등록특허 10-0687722

- 8 -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증 서버는 사용자가 가입한 사이트명, 각 사이트의 식별 정보(URL), 각 사이트에 해당하는 인

증 방법 및 인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 사이트에 접속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나

콘텐츠 서버로부터의 인증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 서버는 우선 각 콘텐츠 서버가 접속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허용되었을 경우 각 인증 방법에 상응하는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증 방법에서는, 각 사용자마다 하나의 폴더 혹은 파일을 부여하고, 그 폴더 혹

은 파일 내에 사용자가 등록한 사이트명과 해당 사이트의 인증 방법 및 인증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가 등록한 사이트에

서 사용자 인증에 ID/PW를 이용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등록했던 ID/PW를 저장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한

다면 인증서를 이용한다는 표시를 해 두고, 인증서와 관련 정보를 홈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다. 사용자의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의 인증 데이터 정보는 시스템 관리자도 볼 수 없게 하고, 해당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인증 서버는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사이트 주소와 등록할 때 사용한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인

증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서버가 사용자 인증 정보를 콘텐츠 제공 서버에 전송할 때 양단간의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예를 들어, TLS 채널을 통한 사용자 인증 데이터 전송)에 만이 사용자 인증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홈 네트워

크를 예시로 하여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등록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용자는 콘텐츠 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 마다 해당 콘텐츠에 등록할 때 사용한 인증정보를 기억할 필

요없이 인증 서버에서 인증정보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인증 서

버와의 인증 메커니즘의 클라이언트 모듈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콘텐츠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경량화와 함께 비용 효율적이다.

셋째,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은 컴퓨팅 파워가 충분한 서버들 사이에 인증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따라서 두 서버(인증 서버와 콘텐츠 서버) 간에 충분히 안전한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 즉, 사용자가 이용하는 휴대 디바이스의 컴퓨팅 파워 혹은 메모리 용량 제한에 의해 가벼운 인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따르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은 사용자 정보가 안전한 인증 서버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은 홈의 관리자가 홈 구성원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

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홈 네트워크에서 종래 기술에 의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홈 네트워크에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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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도 4b는 도 3에 도시된 사용자 인증 방법 실시예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6a 및 도 6b는 도 4에 도시된 사용자 인증 방법 실시예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측면에 의한 인증 서버에 저장되는 인증 정보의 목록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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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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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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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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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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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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