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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새로운 국(3)을 WLAN(1)에 중앙 장치(2)를 통해서 관계시키기 위한 WLAN 관계 디바이스(5)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관계 디바이스는 국과 중앙 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교환하기 위한 수신 수단(11) 및 전송 수단(12)과, 중앙 장치에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K)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안 수단(13)과, 국에 의해 전송된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고 중앙 키

및 중앙 키에 대응하는 국 비밀키(K')에 의해 보안이 유지되는, 중앙 장치와 국 사이의 무선 교환 하에서 국을 WLAN의 일

부분으로서 레코딩하기 위한 레코딩 수단(14)을 포함한다.

레코딩 수단은, 사용자가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을 수행할 경우에만 국의 레코딩을 확인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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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WLAN과 이에 관계되는 클리이언트를 도시하는 개략도로서, 상기 WLAN은 본 발명과 부합하는 관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모뎀을 포함하는, 개략도.

도 2는 도 1의 관계 디바이스를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

도 3a 및 도 3b는 디피-헬만 키 교환에 따라, 도 1 및 도 2의 관계 디바이스의 특수한 구현을 통해 수행되는 연속적인 단계

를 도시하는 흐름도의 보충적인 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WLAN 2: 모뎀

3: 새로운 클라이언트 5: 관계 디바이스

10: 통신 세트 11: 수신 모듈

12: 전송 모듈 13: 보안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및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제품에 관한 것이다.

이후 WLAN으로 지칭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제품을 관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포인트 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드는 네트워크의 장치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된다. 특히, 이러한 장치는 예컨대

DSL(Digital Subscriber Line: 디지털 가입자 라인) 모뎀과 같은 모뎀일 수 있다. 새로운 노드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될 제

품은 예컨대 무선 셋-톱-박스, 비디오 스트리머, 또는 인터넷 오디오 디바이스, 즉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일 수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이 무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첫째, 사용자에 의해 실행될 동작은 사용자 친

화적이며, 너무 많고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추천된다. 둘째, 관계는 위험하며, 이는 비-인증된 사

람이 네트워크로부터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얻기 위해 원거리에서 연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보안이 주의해야할 두 번째 중요한 양상을 구성한다.

이들 두 기준은 조화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보안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입

력된 일부 특정한 동작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힘들거나 전용의 추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으로, 요구되는 연결 단계 및 필요한 데이터 입력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용자-친화도의 증가는 흔히 보안 레벨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따라, 현재의 해법은 하나 또는 몇몇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커버되는 셀이나 네트워크의 식별자를 사용하여 이후에는

"국"으로 호칭되는 연결된 디바이스를 수동으로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식별자는 현재 SSID(Service Set

IDentifier: 서비스 세트 식별자)로서 알려져 있다. 보안 키가 또한 국에서 구성되며, 이러한 키는 특히 WEP(Wired

Equivalent Privacy)나 WPA(Wi-Fi Protected Access)(무선 이더넷 호환 연합에 의해 소개되고 IEEE802.11i의 서브셋

인 표준임)와 같은 무선 보안 표준에 부합한다. 그러면, 국은 정확한 액세스 포인트에 관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법은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될 디바이스에 사전에 입력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긴 크기의

데이터의 경우 다소 지루할 수 있다. 더나아가, 국은 키보드 전체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지 데이터 입력용의 단순한

원격 제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은 국이 PC(Personal Computer)이기보다는 예컨대 무선 멀티미디어 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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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또는 전화일 경우이다. 그에 따라, 정확한 SSID 및 보안 키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자가 차례로 관련 문자에 액세스하고,

단말(예컨대, 텔레비전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된 가상 키보드에 걸쳐서 스크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후에만,

디바이스는 관계를 시키게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소 길고 실패할 수 있다. 사실, 보안 키 단독으로는 최대 26개의 문자일 수 있으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별

표(보안용)로서 디스플레이되어, 쉽게 실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약 관계가 실패하면, 실패 이유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다.

특허출원, 제 US2003/031151호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에서의 로밍 기술에 관한 것이다. 패킷 게이트웨이 노드(PGN)

는, 패킷 게이트웨이 노드가 이동 IP 인증 키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을 이제 인지하기 이전에, GPRS/UMTS 네트

워크(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및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에 의해 관리되는 이동 노드

(MN)의 인증을 갖는 이동 IP(Internet Protocol) 홈 에이전트로서 동작한다. 공유 키는 특히 디피-헬만 방법(Diffie-

Hellman method)과 같은 비인증된 키 교환 방법에 의해 구축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공유된 비밀키 및 보안 관계는 MN과

PGN 사이에 설정된다. 그리하여, 키를 해싱(hashing)함으로써 얻어진 인증 값과, 보안 관계로부터 유도된 보안 파라미터

인덱스가 MN을 인증하기 위해 PGN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MN이 이동 IP 등록 요청을 PGN에 전송할 때, 인증이 실행되

고, PGN은 이동 IP 등록 응답을 재전송한다.

이러한 기술은 이동 노드의 휴대용 셀룰러 폰용의 WLAN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간략화시킨다. 그러나, MN과 PGN 사이에

서 키의 초기 구축은 비인증되고, 그러므로, 보안에는 몇몇 결함이 남게 된다. 그 결과, 비록 상당부분은 휴대용 셀룰러 폰

분야에 적용될지라도, 시스템은 다른 경우 특히 무선 홈 네트워크의 경우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특허출원, 제 US5539824호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특히 WLAN에서의 안전한 키 분배 및 인증 방법을 기술한다. 개별

적인 원격 국들은 그에 따라 설치된 기지국에 무선으로 연결된다. 통신 집단 사이에서의 데이터 교환을 신뢰할만하게 인증

함으로써 보안을 달성하기 위해, 세션 키가 구축되고,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에 분배된다. 이를 위해, 제 1 설치된 기지국이

네트워크 키와 백본 키(backbone key)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며, 네트워크 키를 무선 네트워크에 걸쳐서 통신하는 것(네트

워크 키는 예컨대 유선 네트워크 회로를 통해 송신된다)을 피하면서 추가적인 기지국을 후속하여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비록 이러한 기술이 신뢰할만한 보안 레벨을 제공할지라도, 네트워크 키 데이터를 제 1 설치된 기지국에서 그 다음 기지국

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특정한 동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은 제 1 기지국의 설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특허출원, 제 US2003/0169713호는 웹-기반 인증에 의존하는 WLAN용의 제로-구성의 안전한 이동 네트워크 기술에 관

한 것이다. 링크-레이어 인증 방법은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여 무선 트래픽에 대한 세션-특정적인 암호화키의 생성 및

네트워크-사용자간의 인증을 용이하게 한다. 웹-기반 인증 서버는 초기 인증을 위해서는 웹 페이지를 사용하고, 결과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자바 애플릿을 사용한다. 사용자가 WLAN에 인증되면, 이 사용자의 이동 호스트는 풀 IP 연결성을 달성

하며, WLAN으로부터 안전한 이동 지원을 받는다.

이 기술에서, 보안 설비가 그에 따라 네트워크 내의 중앙 서버에 파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인증 데이터를 얻고 차후

에 WLAN에 대한 비인증된 액세스를 얻기 위해 서버 내에 해커가 침입할 가능성이 일부 잠재하게 된다.

특허출원, 제 US2002/0061748A1호는 WLAN에서 무선 기지국과 무선 단말을 안전하고 쉽게 등록하고 인증하기 위한 기

술을 기술한다. 등록은 먼저 단말의 공공키 암호시스템에 의해 실행되고, 그 이후, 인증은 기지국의 비밀 암호시스템에 의

해 실행된다.

비록 이 기술이 이동 노드의 WLAN으로의 연결을 간략화할지라도, 이 기술은 802.11의 안전하지 않은 WEP 알고리즘을

갖는 제한된 레벨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톰슨사는 "스피드 터치 570"이라고 명명된 DSL 모뎀을 상업화하였으며, 이것은 WLAN에서의 안전한 관계 메커

니즘을 간단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모뎀은 국이 네트워크와 관계될 수 있는 기간인 시간 윈도우를 개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눌려질 특수한 터치키를 포함한다. 터치키를 누르기 이전에, 사용자는 먼저 이 국 내의 관련된 파라미터(여

기서는 키로서 구현되는 SSID)를 먼저 등록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자는 단지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고, 모든 추가적인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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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관계가 사용자-친화적일지라도, 이것은 국 내의 관련된 파라미터의 사전 레코딩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안성은 개선

될 수 있으며, 이는 SSID만이 국 내에서 키로서 레코딩되고, 클라이언트의 MAC(Medium Access Control: 매체 액세스

제어)(IEEE 802.11 표준의 MAC) 어드레스만이 모뎀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특수한 보안 키를 입력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사전 동작을 수반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사용자-친화적이고 안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WLAN 관계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관계 디바이

스는, 특수한 추가적인 사용자 입력 데이터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능한 매우 안전하게, 매우 제한되고 간단한 동작

을 통해 관계를 트리거링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관계 디바이스의 장점을 갖는 WLAN 관계 방법, 모뎀 및 컴퓨터 제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무선 홈 네트워크 분야에 적용되지만, 또한 좀더 일반적으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가 수반되어 있는 다른

분야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새로운 국을 WLAN의 중앙 장치를 거쳐서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이 WLAN에 관계시킬 수

있는 WLAN 관계 디바이스에 관한 것이다. 이 관계 디바이스는:

- 국으로부터 신호를 중앙 장치에서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과,

- 중앙 장치로부터 국으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과,

- 중앙 장치에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안 수단으로서, 중앙 비밀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

나의 국 비밀키가 상기 국에서 이용될 수 있는, 보안 수단과,

- 상기 국과, 상기 국이 전송한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고 상기 비밀키에 의해 보안이 유지되는 상기 중앙 장치 사이의 무

선 교환 하에서, 상기 국을 WLAN의 일부분으로서 레코딩하기 위한 레코딩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레코딩 수단은, 사용자가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확인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만 국의 레코딩을 확인하고

자 한다.

중앙 키와 국 키는, 이들이 암호화/암호해독을 위한 한 쌍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대응"한다. 이들은 특히 암호화 및 암호해

독 메시지 모두에 사용되는 동일한 비밀키로 구성된다. 이들은 또한 각각 서로 다른 암호화 키 및 암호해독 키일 수 있거

나, 반대로 암호해독 키 및 암호화 키일 수 있다. 암호화 및 암호해독 키의 두 쌍이 또한 사용될 수 있으며, 중앙 장치와 국

에는 각각 암호화 키 중 하나와 암호해독 키 중 하나가 제공되며, 이러한 암호화 키 중 하나 및 암호해독 키 중 하나는 다른

엔터티(entity) 내에서의 다른 암호해독 키 및 다른 암호화 키에 각각 대응한다.

중앙 장치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중앙 비밀키뿐만 아니라 국의 비밀키는 특히 중앙 장치 및/또는 공통 데이터베이스 내

에 있기 이전에 레코딩되었을 수도 있거나, 관계 방법 동안에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다.

"물리적인 동작"에 관해서는, 이것이 원거리에서가 아니라 중앙 장치 자체 상에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 동작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그에 따라, 이것은 특히 그 표면 상의 버튼을 누르는 것, 스크린 상의 주어진 부분을 터치하는 것 또는 특수한 요소

를 잡아당기는 것(pulling)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관계 디바이스의 정의는 순전히 기능성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물리적인 구현에 어떠한 것도

유도하지 않는 여러 "수단"에 의존한다. 특히, 여러 수단은 동일한 구성요소로 그룹지어질 수 있거나, 주어진 수단은 여러

자료 엔터티에 분배될 수 있다.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확인 동작의 단순한 수행으로도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며, 인증에 대해서만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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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심지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합법적인 클라이언트인 것으로 가장하여 성공한 경우에, 이 사람은, 사용자가 국의

정확한 관계를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확인을 위해 중앙

장치에 접근해야 하므로, 허위의 원격 확인은 배제된다. 그에 따라, 국부적인 물리적 제어가 가능한한 정교한 자동 원격 설

비와 결합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방어를 갖게 한다.

공통적인 관례에서, 당업자에게는 자동 관계를 위해 시간 윈도우의 개시를 초기에 트리거링하되, 그러나 톰슨사의 스피드

터치 570에서 실행된 것과 유사하게 중앙 장치와 국 모두에서 관련된 비밀키(들)를 레코딩한 이후에만 트리거링하는 자연

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국 내의 비밀 정보의 예비 레코딩은 충분한 보안 요건에 비춰볼 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당업자에게는, 특허출원, 제 US2003/031151호에 의해 고무된 바와 같이 관계될 중앙 장치와 국 사이에 자동적인

키 교환을 제공하고, 특허출원, 제 US2003/0169713호로부터 유도된 특수한 서버에 의해 자동 인증을 제공하도록 격려될

수 있다. 특허출원, 제 US2003/0169713의 경우에, 사용자가 중앙 장치에 임의의 종류의 직접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

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이것이 상기 기술들에 의해 제공된 관계 방법의 자동화와 대조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어쨌든, 본 발명의 관계 디바이스는 관련된 데이터를 국에 송신하기 위한 많은 가능한 기술들, 특히 국 비밀키에 개방되어

있다. 인증이 후천적으로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비밀 국 키를 중앙 장치로부터 국으로 무선 교환을 통해서 직

접 통신하는 것을 포함하는 열악한 보안성이 있는 것으로 심지어 보이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처음 볼 때 완전히

불안전할 지라도, 상기 후천적으로 인증이 적용되는 기술은, 물리적인 동작을 거쳐서 레코딩 확인과 결합될 경우에 충분히

보안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비밀 국 키를 국에 제공하기 위한 다른 이용 가능한 기술은 특히 키를 국과 중앙 장치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국에 전송하는 단계,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에 의해 적절한 데이터를 국 내로

이전에 입력하는 단계, 추가적으로 보안성이 있는 네트워크(전형적으로는 유선 연결)를 통해서 또는 이전에 등록된 국을

인식할 수 있고, 중앙 장치에 의해 WLAN을 통해서 전송된 비밀 메시지를 암호해독하기 위한 시작 키를 이러한 등록된 국

이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제어 서버를 사용하여 비밀키를 중앙 장치로부터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사실, 본 발명의 관계 디바이스는, (단순한 물리적인 동작으로 감소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사용자 동작과 교환하여 보호

레벨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기존의 관계 기술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장 간단하고 본질적으로 자동적인 송신 기

술(비적절할 것으로 여겨짐)은 이후에 전개될 바와 같이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의 어떠한 추가적인

설치도 필요치 않으면서 임의의 키보드 입력 필요성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유리하게는, 물리적인 확인 동작은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무선 네트워크 요소를 (홈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의 네트워크 내에 추가할 경우에, 인증을 하기 위한 "1회 클릭"의

안전하고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레코딩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물리적인 확인 동작이 최소 시간값보다 더 큰 지속기간 동안에 실현될 경우에만 국의

레코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실시예는 이러한 확인 동작을 사용자에 의해 진지하게 고려되는 결정으로서 주장할 수 있게

하며, 신속하거나 서투른 동작을 피한다.

유리하게, 이러한 최소한의 지속기간은 예컨대 10초 정도일 수 있는 연장된 기간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관계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중앙 장치에 대한 초기 물리적인 동작을 실행할 때, 시간 윈도우의 개방

을 트리거링하고자 하는 시간 윈도우 수단을 포함하며, 레코딩 수단은 시간 윈도우가 개방되는 경우에만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

레코딩 수단은, 만약 이러한 수단이 시간 윈도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트리거링된다면, 국에 의해 전송된 관계 요청이 무시

된다는 점에서, "시간 윈도우의 개방 동안에만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만약 이러한 수

단이 시간 윈도우가 여전히 개방된 경우에 트리거링된다면, 심지어 이러한 윈도우의 종료 시에도, 관계 방법은 시간 윈도

우가 끝난 이후에도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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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액세스 포인트를 형성하는 중앙 장치 다음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은 관계 교환의 시작 및 인증 종료 시 모두에

서 필요하다. 이것은 여전히 보안 레벨을 강화시키며, 이는 중앙 장치에 대한 물리적인 동작만이 관계 방법을 트리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하게, 초기의 물리적인 동작은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초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구성되며, 시간 윈도우를 개방하

기 위한 상기 버튼은 바람직하게는 국의 레코딩을 확인하기 위한 버튼이다.

이것은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클릭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클릭인 "2회 클릭"의 관계 메커니즘을 초래한다. 시간 윈도우

를 개방하고 확인하는데 동일한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간단하고 사용자-친화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매력적이다.

또한, 시간 윈도우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단 하나의 국이 해당 시간 윈도우 동안에 WLAN과 관계되게 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제 1 국이 관계 요청을 전송함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하자마자 관계 방법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개의 서

로 다른 국을 WLAN에 연결하기 위해, 두 개의 관계 세션이 연속해서 개방되어야 한다. 이로써, 보안 레벨은 증가하게 되

며, 이는 추가적인(parasitic) 제 2 국이 제 1 국용이고 WLAN으로의 해킹 연결을 요청하기 위한 시간 윈도우의 개방을 이

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있는 실시예에서, 보안 수단은, 무선 교환이 개시될 경우에 국의 비밀키의 적어도 일부분을 국으로 전송하는 단

계를 트리거링하고자 한다.

"국의 비밀키의 적어도 일부분"의 전송은, 특히 국에서 이미 이용 가능하게된 아마도 보충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거나 수

신된 시드값으로부터 국의 비밀키를 국부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에, 국이 완벽한 국의 키를 재구성하기에 충

분한 비밀 데이터를 지칭한다.

그러나, 보안 수단은, 중앙 장치와 국 사이의 무선 교환, 즉 관계 방법이 개시된 경우에만, 국의 비밀키(들)를 국으로 (아마

도 부분적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트리거링하고자한다. 키는 특히 적절한 키 교환을 거쳐서 중앙 장치로부터, 또는 국과 중

앙 장치 사이에 교환되고 유선 통신 경로를 거쳐서 액세스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국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키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는 경우에, 트리거링 신호는 특히 국의 비밀키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국으로 전송하게 하기 위해

중앙 장치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전송될 수 있다.

유리하게, 비밀키를 중앙 장치로 자동으로 제공하는 단계는 시간 윈도우를 개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중앙 장치 상에 물리적

으로 작동하는 사전 단계와 결합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임의의 새로운 디바이스 관계를 가능케 하기 위해 중앙 장치 다음에 존재해야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인 동작 이후에, 모든 절차가 특정한 준비 단계 없이도 신뢰할만하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키보드 입력의

임의의 필요성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자동 구성은 예컨대 액세스 포인트에서 버튼을 단순히 누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 이후, 사용자는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중앙 장치 다음에 있어야 한다.

키 제공에 관련된 제 1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보안 수단은 국의 비밀키의 적어도 일부분을 중앙 장치로부터 국으로 전

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국과 중앙 장치 사이의 무선 키 교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비밀키는 바람직하게는 Wi-Fi 보호된 액

세스 표준(WPA)에 따르는 키이다.

그러면, 보안 수단은 국과 중앙 장치 사이에 디피-헬만 키 교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변형된 실시예에 따라, 디지털 서명에 의해 비준되는 특정한 ID를 중앙 장치에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서가 중앙 장치에 공

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보안 수단은 EAP-TLS(Ex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with Transport Layer Security:

전송 레이어 보안을 구비한 확장 가능한 인증 프로토콜) 프로토콜과 같은 표준 송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앙의 비밀키의

송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키 제공에 관련된 제 2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보안 수단은 국의 비밀키중 적어도 일부분을 국과 중앙 장치 사이에 공유

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국으로 제공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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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여러 특성은 유리하게는 WLAN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시도에 대비하여 보호하기 위해 결합된다. 특정한 구

현에서, 이것은, WLAN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초기 물리적인 동작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어떠한 디바이스로 안전

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다음의 보호수단을 초래할 수 있다:

- 국들이 네트워크와 연합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윈도우와;

- 단 하나의 국이 임의의 관계 세션 동안에 네트워크에 연합할 수 있음과;

- 현재 관계된 국이 중앙 장치와 안전한 통신을 달성한 이후, 그러나 임의의 민감한 정보가 제공되기 이전에, 사용자는 예

정된 새로운 국이 네트워크와 성공적으로 연결했음을 확인해야 함.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실시예 중 하나에 따라 관계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로운 국을 WLAN에 이 WLAN의 중앙 장치를 거쳐서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관계시킬 수 있

는 WLAN 관계 방법에 관한 것이다. 관계 방법은 다음의 단계, 즉:

- 국과 중앙 장치 사이의 신호를 교환하는 단계와,

- 중앙 장치에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중앙 비밀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국

비밀키가 상기 국에서 이용 가능한 중앙 비밀키의 자동 제공 단계와,

- 상기 국과 상기 중앙 장치 사이에서, 상기 국에 의해 전송된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고 상기 비밀키에 의해 보안이 유지

된 무선 교환 하에서, 상기 국을 상기 WLAN의 일부분으로 레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관계 방법은 사용자가 중앙 장치 상에 물리적인 확인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만 국의 레코딩을 확인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관계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임의의 형태에 따라 관계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될 때 본 발명에 따른 관계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지령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관해, 이것은 디스켓이나 카세트와 같은 프로그램

을 담고 있는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전기 신호나 광 신호와 같은 신호로 구성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지원품을 의미한

다.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 및 수행 예에 의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 잘 이해되고 예시될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2에서, 도시된 블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엔터티에 반드시 대응하지는 않는 순전히 기능성 엔터티이다. 즉, 이들은 소

프트웨어 형태로 개발될 수 있거나, 하나 또는 여러 집적 회로로 구현될 수 있다.

WLAN(1)(도 1)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WLAN으로의 액세스 포인트를 형성하는 모뎀(2)을 포함한다. 모뎀이외의 또 다른

장치는 예컨대 라우터나 게이트웨이와 같은 액세스 포인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가 WLAN에서 존

재할 수 있다. 이 도면에서, 몇몇 클라이언트(S1, S2 및 S3)는 이미 (고객의 로컬 구성을 사용하는) WLAN 네트워크(1)와

관련된다. 모뎀(2)에는 임의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활성화되는 관계 디바이스(5)가 제공된다.

(아직까지는 고객의 구성으로 구성되지 않은) 잠재적인 새로운 클라이언트(3)는 WLAN(1)과 관계되는 모뎀(2)과 통신하

는 국을 구성한다.

관계 디바이스(5)는 좀더 상세하게는 다음의 부분들을 포함한다(도 2):

- 무선 신호를 각각 수신하고 전송하기 위한 수신 모듈(11) 및 전송 모듈(12)을 포함하고 상기 국(3)과 무선 통신을 가능케

하는 통신 세트(10)로서, 수신 모듈(11)은 특히 국(3)으로부터의 관계 요청을 수신하고자 하는, 통신 세트(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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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K)와, 상기 국(3)에 이용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응하는 국의 비밀키(K')를 모뎀(2)에 자

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안 모듈(13)로서, 모뎀(2)과 국(3) 사이의 관계 무선 교환이 시작될 때 국의 비밀키(K')의 적어도

일부분을 국(3)에 전송하는 단계를 트리거링하고자 하며, 국의 비밀키(K')의 모뎀(2){전송 모듈(12)}으로부터의 (아마도

부분적인) 전송이 구현되거나 구현되지 않을 수 있는, 보안 모듈(13)과;

- 국(3)과 모뎀(2) 사이에서, 국(3)으로부터의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무선 교환 하에서, WLAN(1)의 일부분인 국(3)

을 저장 공간(20)에 레코딩하기 위한 레코딩 모듈(14)로서, 이들 교환은 비밀키(K 및 K')에 의해 보안이 유지되고; 나아가,

국(3)의 관계는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에 의해 비준되어야 하는, 레코딩 모듈(14)과;

- 사용자가 모뎀 상의 초기 물리적인 동작(ACTION)을 수행할 때, 시간 윈도우의 개방을 트리거링하기 위한 시간 윈도우

모듈(15)로서, 상기 레코딩 모듈(14)은 시간 윈도우의 개방 동안에만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 윈도우 모듈(15)을 포

함한다.

관계 디바이스(5) 및 관계된 환경의 특수한 예가 이제 기술될 것이며, WLAN 네트워크(1)는 예컨대 홈 네트워크일 수 있

다. 여기서, 사용자는 WLAN 액세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새로운 클라이언트 추가"에 관련된 모뎀(2)의 특정한 모드를 활

성화한다. 그러면, 모뎀(2)은 예컨대 적색 LED를 깜빡거림으로써 특유한 LED 디스플레이(예컨대, "발광 다이오드")에 의

해 이 특수한 모드에 있음을 지시한다.

이 후, 모뎀(2)은 임의의 클라이언트와 모뎀(2), 예컨대 국(3) 사이의 무선 통신을 허용하는 특수한 모드를 짧은 지속기간

동안에 활성화시킨다. 상세한 예에서, 인증받은 통신은 인증시의 IEEE 802.1X 표준과 부합한다. 이러한 모드는 연결, 서

비스 또는 WLAN 연결을 현재 시도하고있는 클라이언트 이외의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한다. 유리한 구현

에서, 이것은 다른 사용자로의 중단없이도 달성되며, 이는 모뎀(2)이 무선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버추얼

근거리 네트워크/멀티플 SSID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대안적인 구현에서, 특수한 통신 모드는 다른 무선 네트워크 디

바이스에 대한 서비스가 잠시 실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통신하면서, 국(3) 및 모뎀(2)은 예시적인 예에서 모뎀(2) 내에 있고 통신 세트(10)와 관계되는 서버 기능과 국(3) 사이의

{RFC(Request For Comments) 2284에서의}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메시지 교환을 구축하기 위해

WPA-엔터프라이즈/802.1X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대안적으로, 모뎀(2)은 국(3)과의 통신에 의존하는 원격 서버 기능과 관련된다. 이러한 원격 서버의 예에서, 모뎀(2)은

DSL 모뎀이며, 서버는 DSL 링크를 통해 액세스될 수 있다. 또 다른 예에서, 모뎀(2)의 원격 서버와의 통신은 디피-헬만

교환, 또는 EAP-TLS(RFC 2716에서의 전송 레이어 보안을 갖는 EAP)와 같은 표준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교환 내에서, 국(3)과 모뎀(2)은 디피-헬만 키 교환을 사용함으로써 키(K)를 구성하는 WPA 키

를 승인하기 위해 독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모뎀(2)은 단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클라이언트 추가" 세션 당

하나의 키를 협상하게 한다. 국(3)과 모뎀(2)은 WPA 표준의 표준화된 "포 웨이 핸드쉐이크(handshake)"를 사용하여 임시

세션 키를 협상하기 위해 승인된 키(K)를 사용한다.

이후, 국(3)은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어떠한 비주얼 출력 매체라도 사용하여) 통신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음을 통보하

며; 사용자는 연장된 기간, 즉 유리하게는 10초 보다 길 수 있는 기간 동안에 WLAN 액세스 버튼을 두 번 누름으로써 모뎀

(2)을 사용하여 이러한 성공적인 통신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클라이언트 추가" 세션이 악한 클라이언트에 의해

하이재킹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보호하며, 이는 하이재킹되는 경우라면 예정된 클라이언트{국(3)}가 통신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만약 국(3)이 모뎀(2)과 적절하게 통신하는데 실패한다면, 국(3)은 사용자에게 모뎀(2)을 리셋하고 이러한 절차를

재시도할 것을 지시하는 경고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다.

국(3)과 모뎀(2) 사이의 통신은 이제 보안이 유지되며, 국(3)은 풀 WLAN 네트워크(1)를 위한 사용중인 무선 보안 파라미

터를 발견한다. 이것은 예컨대 WLAN 프로파일을 갖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달성된다.

국(3)은 이제 모뎀(2)으로부터 획득된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인가하고, 네트워크(1)를 찾고자 시도하기 시작하다.

모뎀(2)은 WLAN 액세스 버튼이 두 번 눌려진 이후에 예컨대 30초만에 정상 동작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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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3)은 연속적으로 모뎀(2)과 관계된다. 더 높은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이제 국(3)의 네트워크(1) 내로의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IEEE802.11 표준의) MAC(Medium Access Control) 레벨 연결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예를 기초로 하는 관계 시나리오가 이제 상세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STA"로 표기된 국(3)과, 모뎀

(2)의 무선 드라이버와, 모뎀(2)에 이용 가능한 내부(또는 원거리의) 디피-헬만 서버(DH Server)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통신에 관련된 이후의 단계를 수반한다(도 3a 및 도 3b):

- 단계(S1): 사용자는 모뎀(2)의 WLAN 액세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관계 절차를 활성화함;

- 단계(S2): 모뎀(2)은 관계 SSID를 활성화하며; 이것은 WLAN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링-펜스 성능

(ring-fenced capability)을 제공하며; 모뎀(2)과는 다른 MAC 어드레스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어떠한 액세스도 허용

되지 않음;

- 단계(S3): 사용자는 새로운 클라이언트(STA){국(3)}를 활성화하고; 이 국(3)은 모든 국(STA)에 대해 동일한 디피-헬

만 파라미터로 사전에 프로그램됨;

- 단계(S4): 국(3)은 관계 SSID를 사용하여 네트워크(1)의 액세스 포인트를 스캐닝함;

- 단계(S5): 국(3)은 능동 스캐닝 방법의 일부로서 네트워크(1)를 조사함;

- 단계(S6): 네트워크(1)는 이러한 조사에 응답하여, IEEE 802.1X 및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RSN-IE(Robust Security Network-Information Element)를 사용하여 관계를 허용함을 지시함;

- 단계(S7 및 S8): 개방 모드에서 IEEE 802.11의 표준 인증 절차가 두 방향에서 일어나며; 이것은 레거시 교환(legacy

exchange)이고; 국(3)이나 모뎀(2)을 인증할 때 어떠한 값을 갖지 않음;

- 단계(S9): 국(3)은 이것이 802.1X 및 TKIP 프로토콜을 지원함을 지시하는 관계를 요청함;

- 단계(S10): 관계는 모뎀(2)에 의해 허용됨;

- 단계(S11): 클라이언트 탄원자(supplicant)자가 EAP 인증 절차를 개시하고; 다음 단계에서, 국(3)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한 키를 얻기 위해 정상 WPA-엔터프라이즈 절차를 적용하고; 그러나, 디피-헬만 키 교환은 보통의 인증 절차 대신에 발

생함;

- 단계(S12): 모뎀 인증자는 802.11i/802.1X 표준에 의해 필요로 하게 되는 클라이언트 ID를 요청하며; 모뎀(2)이 디바이

스 ID에 대한 어떠한 사전 지식도 갖지 않으므로, 국(3)이 관계 프로토콜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디바이스임을 지시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이에 응답하여 제공할 때 미리 한정된 ID이외에 어떠한 값도 없음;

- 단계(S13): 국(3)은 스스로를 관계 가능한 디바이스로 공표함;

- 단계(S14): 모뎀(2)의 인증자는 키 교환 방법을 개시하기 위해 DH 서버에 수신된 ID를 제공함;

- 단계(S15): DH 서버는 이러한 교환에 대한 랜덤 시드 값을 선택함;

- 단계(S16): DH 서버는 디피-헬만 알고리즘에 따라 AP-DH(Access Point-Diffie-Hellman)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이러

한 랜덤 시드값을 사용함;

- 단계(S17): DH 서버는 AP-DH-값을 국(3)에 전송함;

- 단계(S18): 국(3)은 랜덤 시드를 선택함;

- 단계(S19): 국(3)은 STA-DH-값을 랜덤 시드로부터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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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S20): 국(3)은 STA-DH-값을 모뎀(2)에 수신된 AP-DH-값에 응답하여 전송함;

- 단계(S21): 국(3)은 비밀 WPA PMK 키 값(PMK: Primary Master Key)(K)을 시드 및 수신된 AP-DH-값으로부터 디피

-헬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함;

- 단계(S22): DH 서버는 비밀 WPA PMK 키 값(K)을 시드 및 수신된 STA-DH-값으로부터 디피-헬만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계산함;

- 단계(S23): DH 서버는 무선 드라이버에게 PMK 값(K)을 통보함;

- 단계(S24 및 S25): 국(3) 및 무선 드라이버 기능은 쌍방식 세션 및 그룹 키를 승인하기 위해 802.11i 포 웨이 핸드쉐이크

를 수행하며; 포 웨이 핸드쉐이크는 PTK(Pairwise Transient Key) 및 GTK(Group Transient Key)를 승인하기 위해

WPA/IEEE 802.11i와 완벽하게 부합함;

- 단계(S26): 국(3)은 사용자에게 모뎀(2)과의 안전한 통신이 구축되었음을 통보하고, 사용자에게 보안 파라미터의 해제

를 인증할 것을 촉구함;

- 단계(S27): 사용자는 네트워크 보안 파라미터의 국(3)으로의 다운로드를 인증하기 위해 2회동안 모뎀(2) 상의 WLAN

액세스 버튼을 누름;

- 단계(S28): 모뎀(2)은 독점적인 진행 메시지를 국(3)에 전송함;

- 단계(S29): 국(3)은 모든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파라미터를 모뎀(2)으로부터 적절한 프로토콜(예컨대, UPnP WLAN 프

로파일)을 사용하여 획득하고; 이것은 전체 홈 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함;

- 단계(S30): 국(3)은 관계 SSID로부터 단절하고;

- 단계(S31): 국(3)은 홈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홈 네트워크(1)와의 연합을 시도하기 시작함;

- 단계(S32): 국(3)은 홈 네트워크(1)와 성공적으로 연합함;

- 단계(S33): WLAN 액세스 특성이 그 다음에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모뎀(2)은 관계 SSID에 대한 액세스를 폐쇄함.

디피-헬만(DH) 알고리즘은 예컨대 이후의 구현을 기초로 해서 수행된다. DH 키 교환은 WPA 프라이머리 마스터 키

(PMK)를 생성하기 위해 802.1X 표준의 인증 단계 동안에 실행된다. DH 키 교환, 기본 생성자(g), 및 큰 소수(n)에 의해 필

요로 하게되는 두 개의 파라미터는 STA{국(3)} 및 액세스 포인트{모뎀(2)} 모두에서 다음의 값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사

전-구성된다:

g=2

n=2^768 - 2^704 - 1 + 2^64*{[2]+149686},

소수(n)는 예컨대 정보 이론에 관한 IEEE 트랜잭션, 볼륨 IT-22, 넘버 6, 페이지 644 내지 654(1976년 11월)에 기재된

W.Diffie 및 M.E. Hellman이 저술한 "새로운 암호 지침"에 언급된 Oakley 그룹 1에 대응한다.

실제로, 파라미터(g 및 n)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동일하며, 제조하는 동안에 단순히 사전-구성된다.

소수(n)의 16진수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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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키 교환 동안에, 국(3) 및 모뎀(2) 각각은 예컨대 국(3)에 대해서는 값(x)이고 모뎀(2)에 대해서는 값(y)과 같이, 랜덤

수(랜덤 시드)를 그 DH 사설 값으로서 생성한다. 이들 랜덤 수는 시스템을 보안성이 있게 할 수 있기 위해 양호한 특성을

갖는다. 국(3)은 그 DH 공공 값(STA-DH 값)을 gx mod n과 같도록 계산하고, 이것을 모뎀(2)에 전송한다. 마찬가지로, 모

뎀(2)은 그 DH 공공 값(AP-DH-값)을 gy mod n과 같도록 계산하며, 이것을 국(3)에 전송한다. 그 이후, 국(3)과 모뎀(2)

은 TKIP 암호화를 위한 PMK 계산에 대응하는 키 자료를 계산한다:

PMK=[!!DH 비밀값을 256비트 PMK로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함!!]

변형된 실시예에서, 모뎀(2)은, 디지털 서명에 의해 비준되는 고유한 ID를 모뎀에 제공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갖도록 공장

에서 구성된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완벽한 표준 EAP-TL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안 세션을 셋업하게 된다. 게다

가, 모뎀(2)은 인증되고, 그에 따라, 보안 레벨을 또한 개선한다.

이러한 실시예의 구현예에서, 이러한 방법은 모뎀(2)에 대한 TLS 서버를 나아가 무선 드라이버에 관련시키는 다음의 단계

에 따라 수행된다:

- 사용자가 모뎀(2)의 WLAN 액세스 버튼을 사용하여 관계 특성을 활성화하는 단계;

- 모뎀(2)이 관계 SSID를 활성화하며; 이것은 WLAN(1)에 대한 구성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링-펜스 성능을 제공하

며; 모뎀(2)과는 다른 MAC 어드레스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어떠한 액세스도 허용되지 않는 단계;

- 사용자가 새로운 클라이언트(STA){국(3)}를 활성화하는 단계;

- 클라이언트가 관계 SSID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스캐닝하는 단계;

- 클라이언트가 능동 스캐닝 방법의 일부로서 네트워크(1)를 조사하는 단계;

- 네트워크(1)가 이러한 조사에 응답하여, IEEE 802.1X 및 TK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관계를 허용함을 지시하는 단계;

- 국(3)은 국이 802.1X 및 TKIP 프로토콜을 지원함을 지시하는 관계를 요청하는 단계;

- 관계가 허용되는 단계;

- 클라이언트 탄원자자가 EAP 인증 절차를 개시하는 단계;

- 모뎀 인증자가 802.11i/802.1X 표준에 의해 필요로 하게 되는 클라이언트 ID를 요청하며; 모뎀(2)이 디바이스 ID에 대

한 어떠한 사전 지식도 갖지 않으므로, 클라이언트가 관계 프로토콜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디바이스임을 지시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이에 응답하여 제공할 때 미리 한정된 ID이외에 어떠한 값도 없는 단계;

-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스스로를 관계 가능한 디바이스로 식별하는 단계;

- 인증자가 키 교환 방법을 개시하기 위해 제공된 ID를 TLS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 TLS 서버가 새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보안 관계를 개시하는 단계;

- 국(3)이 미래의 교환시에 사용하기 위한 비밀을 전송하기 위해 액세스 포인트의 공공 키를 사용하는 단계{국(3)은 네트

워크 액세스를 위한 키를 얻기 위해 정상적인 WPA-엔터프라이즈 절차를 적용하고, TLS 인증 절차는 액세스 포인트를 인

정하기 위해 발생하며(이때 어떠한 클라이언트 인증도 없다)};

- 클라이언트가 모뎀(2)으로부터 수신된 디지털 인증서의 서명을 비준하고; 제공된 ID는 클라이언트에서 디스플레이되며,

사용자는 ID가 유닛 상의 라벨에 매칭함을 확인하도록 질문받는 단계;

- 사용자가 절차가 액세스 포인트인 정확한 모뎀(2)으로 시작했음을 지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상의 허용 버튼을 누르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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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3)이 비밀 WPA 키 값(K)을 계산하는 단계;

- 모뎀(2)이 비밀 WPA 키 값(K)을 계산하는 단계;

- TLS 서버가 무선 드라이버에게 PMK 값(K)을 통보하는 단계;

- 국(3)과 무선 드라이버 기능이 쌍방식 세션 및 그룹 키를 승인하기 위해 802.11i 포 웨이 핸드쉐이크를 수행하는 단계;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에게 모뎀(2)과의 안전한 통신이 구축되었음을 통보하고, 보안 파라미터의 해제를 승인할 것을 사

용자에게 촉구하는 단계;

- 사용자가 네트워크 보안 파라미터의 클라이언트로의 다운로드를 승인하기 위해 2회동안 모뎀(2) 상의 WLAN 액세스 버

튼을 누르는 단계;

- 모뎀(2)이 독점적인 진행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단계;

-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WLAN 구성을 획득하기 위해 구축된 UPnP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메시지를 사

용하는 단계;

- 국(3)이 관계 SSID로부터 단절하는 단계;

- 국(3)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네트워크(1)에 연합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단계;

- 국(3)이 네트워크(1)에 성공적으로 연합하는 단계;

- WLAN 액세스 특성이 그 다음에 재활성화될 때까지, 모뎀(2)이 관계 SSID로의 액세스를 폐쇄하는 단계.

관계 디바이스(5)의 서로 다른 실시예에서, 국의 비밀키(K'){또는 이 국(K')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전술된 무

선 키 교환 대신에) 모뎀(2)과 국(3) 사이의 무선 관계 통신이 개시될 때 국(3)으로 전송된 디지털 인증서를 거쳐서 관계될

모뎀(2)과 국(3) 사이에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다. 특히 모뎀(2) 및 국(3)이 동일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갖는 경우에, 이것이 구현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및 방법과, 대응하는 제품에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전

한 기술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새로운 국(3)을 WLAN으로 명명된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1)에 상기 WLAN(1)의 중앙 장치(2)를 거쳐서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관계시킬 수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5)로서,

- 상기 중앙 장치(2)에서 상기 국(3)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11)과,

- 상기 중앙 장치(2)로부터 상기 국(3)으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수단(12)과,

- 상기 중앙 장치(2)에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K)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안 수단으로서, 상기 중앙 비밀키(K)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국 비밀키(K')가 상기 국(3)에서 이용될 수 있는, 보안 수단(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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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국(3)과 상기 중앙 장치(2) 사이에서 상기 국(3)이 전송한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고 상기 중앙 및 국 비밀키(K,

K')에 의해 보안이 유지되는 무선 교환 하에서, 상기 국(3)을 WLAN(1)의 일부분으로서 레코딩하기 위한 레코딩 수단(14)

을,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에 있어서,

상기 레코딩 수단(14)은, 사용자가 상기 중앙 장치 상의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을 수행할 경우에만, 상기 국(3)의

레코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은 상기 중앙 장치(2) 상의 물리적인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레코딩 수단(14)은, 상기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이 최소한의 시간값보다 더 긴

지속기간 동안에 실현되는 경우에만 상기 국(3)의 레코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 디바이스(5)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중앙 장치(2) 상의 초기 물리적

인 동작(ACTION)을 수행하는 시간 윈도우의 개방(opening)을 트리거링하고자 하는 시간 윈도우 수단(15)을 포함하며,

상기 레코딩 수단(14)은 상기 시간 윈도우의 개방기간 동안에만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물리적인 동작(ACTION)은 상기 중앙 장치(2) 상의 물리적인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구

성되며, 상기 시간 윈도우 개방용 버튼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국(3)의 레코딩 확인용 버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시간 윈도우 수단(15)은 단 하나의 국(3)이 상기 시간 윈도우 동안에 상기 WLAN(1)과

관계되게 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수단(13)은, 상기 무선 교환이 개시될 경우에, 상기 국 비밀키(K')

중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국(3)에 전송하는 절차를 트리거링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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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수단(13)은, 상기 국 비밀키(K')중 상기 적어도 일부분을 상기 중앙 장치(2)로부터 상기 국(3)

으로 전송하는 상기 절차를 포함하여, 상기 국(3)과 상기 중앙 장치(2) 사이에서 무선 키 교환을 초래하고자 하며, 상기 중

앙 및 국 비밀키(K, K')는 바람직하게는 Wi-Fi 보호된 액세스 표준에 따르는 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

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수단(13)은 상기 국(3)과 상기 중앙 장치(2) 사이에서 디피-헬만(Diffie-Hellman) 키 교환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디바이스.

청구항 10.

모뎀(2)에 있어서,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관계 디바이스(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뎀.

청구항 11.

새로운 국(3)을 상기 WLAN(1)의 중앙 장치(2)를 거쳐서 제공되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WLAN으로 명명된 무선 근거

리 네트워크(1)에 관계시킬 수 있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방법으로서,

- 상기 국(3)과 상기 중앙 장치(2) 사이에서 신호를 교환하는 단계와,

- 상기 중앙 장치(2)에 적어도 하나의 중앙 비밀키(K)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중앙 비밀키(K)에 대응하는 적

어도 하나의 국 비밀키(K')가 상기 국(3)에서 이용 가능한, 중앙 비밀키의 자동 제공 단계와,

- 상기 국(3)과 상기 중앙 장치(2) 사이에서, 상기 국(3)에 의해 전송되는 관계 요청에 의해 개시되고 상기 중앙 장치 및 국

비밀키(K, K')에 의해 보안이 유지되는 무선 교환 하에서, 상기 국(3)을 상기 WLAN(1)의 일부분으로 레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관계 방법은, 사용자가 상기 중앙 장치 상에 물리적인 확인 동작(ACTION')을 수행할 경우에만 상기 국(3)의 레코딩

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관계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관계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되도록 의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관계 방법.

청구항 12.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될 때, 제 11항에 기재된 상기 보안 방법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지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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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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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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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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