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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

요약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전

송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와, 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인증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메시지 생성기 로부터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증 메

시지를 수신하면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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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단일인증, SSO, WAP, SAM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게이트웨이의 스택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 9는 SAML에서의 어써션(Assertion) 스키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메시지를 담고있는 어써션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아티팩

트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메시지인 어써션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무선통합 환경에서 단일인증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모바일 정보 서비스들은 모바일 운영자, 콘텐츠 제공자, 과금 에이전시 및 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많은 통신회사들, 예를 들면 한국의 SK Telecom과 같은 회사들은 모바일 운

영자이면서 서비스 제공자이며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바일 기기에서 웹 서비스의 사용은 사용자나 제공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모바일 세계

에 유선인터넷 환경의 시스템들을 적용하려고 할 때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하여 성능, 비용, 그리고 일시적인 사용장애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가 갖는 성능적인 한계는 유무선통합환경

에 웹 서비스나 단일인증(Single-Sign-On) 같은 개념 적용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웹 서비스

환경을 유무선 통합환경에 적용시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웹 서비스의 분산 환경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서비스들 중에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단일화된 접근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유선인터

넷환경에서는 일관적이고 단일화된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인증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무선 통합화경에서 단일인증은 유선인터넷 환경에서보다 중요하다. 이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갖는 성능적인 한

계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한 사이트에서 인증 받은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려고 할 때 셀룰러폰을 통해 사용자이

름과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러한 성질에 따라 유무선통합환경

에서 단일인증 방식의 구현은 무선 인터넷 시장의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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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40601는 무선 인터넷 망간의 연동에 대한 내용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동통신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권한인가, 과

금에 관한 부분을 주로 개시하고 있고 또 다른 단일인증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호환성을 고려한 단일인증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유무선 통합환경에서 단일인증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단일인증 시스템과 호환성이 우수한 단일인증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

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전송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와, 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예를 들면 SAML artifact)를 생성하여 상기 사

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메시지 생성기로부터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증 메시지(예를 들면 SAML 어써션)

를 수신하면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한 후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 및 거부

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방법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에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를 인

증한 도메인으로부터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증 메시지를 수신하면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

는 사용자에게 유무선 프로토콜 변환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는 복수의 도메인들, 및 상기 도메인

들 중 어느 한 도메인(A)으로부터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고,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

증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도메인(A)로 전송하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를 포함하며,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전송받은 상

기 도메인(A)은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고, 자신의 위치 정보

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다

른 도메인(B)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B)으로 전송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하 설명에서 단일인증은 무선 인터넷의 사용자가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선 인터넷망의 제1 도메인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 제2 도메인에 접근할 때 인증에 필요한 별도

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2 도메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의 각 도메인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한다. 모바일 디바

이스(100)는 편의상 도메인 A, 도메인 B, 도메인 C 순서로 각 도메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각 도메인들은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데이터들을 중계하는 게이트웨이와, 접속하려는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인증 에

이전트 서버와,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 서버, 및 웹 서비스에 제공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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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등을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 등을 포함한다. 즉, 도메인 A에는 게이트웨이(111)와,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와,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들(113)이 있다. 도메인 B에는 게이트웨이(121)와, 인증 에이전트 서버(122)와, 범용적인 응용프

로그램들(123)이 있다. 도메인 C에는 게이트웨이(131)와, 인증 에이전트 서버(132)와,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들(133)이

있다.

먼저 도메인 A의 웹 서비스 서버(113)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무선 인터넷을 거쳐 게이트

웨이(111)에 도착한다. 게이트웨이(111)는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유선 인터넷을 통해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에 전달한

다.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authentication message generator)에 사용자의 인증을

요청한다.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는 자체적으로 어써션(Assertion)을 생성하거나 어써션을 생성하기 위해 외부의 정보 제

공처로부터 인증 메시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 어써션을 생성한다. 인증 메시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외부 공개키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인증

메시지 생성기 자체가 인증 메시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는 인증기능을 수

행하는 인증 서버(150)와 사용자의 속성(attribute)을 저장하고 있는 사용자정보 DB(152)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인증 메

시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써션으로 가공할 수 있는 어써션 처리기(153)가 있다. 인증 서버(150)는 사용자를 인

증하고, 인증 메시지를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에 전달한다. 인증 서버(150)는 사용자정보 DB(152)에 저장된 사용자 속

성 값들을 인증 메시지에 포함하여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로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어써션 처리기를 통해 외부에서 입력

된 어써션을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로 전달 할 수도 있다. 사용자 속성 값들은 사용자의 직업, 연령이나 성별 등이 될 수

있다.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100)를 통해 웹 서비스 서버(113)를 통해 도메인 A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써션이란 subject(예를 들면 사용자 및 시스템)가 이전에 행한 인증행위, subject의 속성, 그리고 subject가 특정

자원에 접근이 허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를 마크업 랭귀지 형태로 (예를 들

면 XML) 표현한 것을 어써션이라고 부른다. 어써션의 예는 도 9 및 도 10에 도시된다.

한편, 외부 공개키기반 서비스에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인증 서버(150)는 공인인증 기관(160)으로부터

모바일 디바이스(100)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공인인증 기관

(160)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사전에 얻는다.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메인 A로부터 인증을 얻으려고 할 때, 인

증서를 보낸다. 이 경우에 인증서가 인증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인증서는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를 거

쳐 인증서 메시지 생성기에 전달된다. 인증 서버(150)는 공인인증 기관(160)을 통해 인증서를 조회하고 인증서 상태를 확

인한다. 이 경우에 인증서 조회에 대한 인증서 상태 확인이 인증 메시지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된다. 외부의 공인인증 기관

(160)을 통한 모바일 디바이스(100)의 인증 방식으로 무선 공개키 기반(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하,

WPKI라 함)가 있다.

WPKI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선용 X.509 인증서 또는 WTLS 인증서를 사용한다. 한편,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공인

인증 기관(160)으로부터 직접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인증서의 위치 정보, 예를 들면 URL을 받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메인 A에 인증을 위하여 URL을 전송한다. 이 밖에 WPKI 모델의 특징으로 모바일 디바

이스(100)에서 RSA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ECDSA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하며, 인증서 검

증은 CRL(Certificate Revoke List)에 의하지 않고 SLC(Short Lived Certificate) 방식에 의한다.

사용자가 도메인 A에서 도메인 B로 접근할 경우에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로부터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 예를 들면 SAML 아티팩트를 전달받아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22)로 전달하며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도메인 B에 별도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도메인 B는 도메인 A로부터 인증 메시지, 예를 들면 인증 어써션을 받아

모바일 디바이스(100)를 인증한다. 즉, 인증 에이전트 서버(122)는 게이트웨이(121)를 통해 접근하려는 모바일 디바이스

(100)에 대한 인증 정보를 단말기로부터 전달 받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에 의거하여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

(112)에 요청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유효기간을 가지며 주어진 시간안에 도메인 B로부터 도

메인 A로 전달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아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의 도난에 대한 장치로 작동한다. 인증 정보 요청을 받은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12)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의 무결성을 체크하여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이 갖고 있던 인증 메시지를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21)로 전송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삭제한다.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22)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새로이 생성한 후 수신한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적합한 사용자임이 검증되면 사용자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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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도메인 B에서 도메인 C로 접근할 경우에도 모바일 디바이스(100)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도메인 C에 별도

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도메인 C는 도메인 B로부터 인증 메시지를 받아 모바일 디바이스(100)를 인증한다. 즉, 인

증 에이전트 서버(132)는 게이트웨이(131)를 통해 접근하려는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대한 인증 정보를 도메인 B의 인

증 에이전트 서버(122)에 요청한다. 인증 정보 요청을 받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22)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인증

메시지를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31)로 전송한다.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 서버(132)는 수신한 인증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실시예와는 달리 도메인 B와 도메인 C에 직접 인증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인증된 사용자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

만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는 단일인증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도메인 B의 인증 정보 요청에 대해 도메인 A는 인증

된 사용자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만을 도메인 B에 전달하고, 도메인 C의 경우에는 도메인 B에 인증 정보 요청을 하지 않고

도메인 A에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면 도메인 A는 인증된 사용자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도메인 C에 전달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각 도메인의 게이트웨이와 인증 에이전트 서버와 범용 응용프로그램은 물리적으로 별도의 서버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하나의 서버에 존재하는 논리적인 구성단위일 수도 있다. 또한, 인증 메시지 생성기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각 도메인과 별도의 제3의 기관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도메인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메인 A의 인증 에이

전트 서버(112)가 도메인 A와 도메인 B 및 도메인 C를 위한 인증 메시지 생성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100)를 통해 입력할 수도 있으나, 자동적으로 전송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 인증 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모바일 디바이스(100)가 셀룰러 폰이

고 도메인 A는 셀룰러 폰이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도메인인 경우에 도메인 A에 접속하려는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별도

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도메인 A로 전송할 필요가 없고 도메인 A는 접속한 모바일 디바이스(100)에 부여된 식별자, 예

를 들면 전화번호만으로 모바일 디바이스(100)를 인증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게이트웨이의 스택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유선 인터넷 데이터로 변환시켜 유선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유선 인터넷 데이터는 무

선 인터넷 데이터로 변환시켜 무선 인터넷으로 전달한다. 유무선 프로토콜 변환 방식으로 대표적인 방식이 WAP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방식이다. WAP은 셀룰러폰이나 무선호출기 등과 같은 무선장치들이 전자우편, 웹, 뉴

스그룹 및 IRC 등의 인터넷 액세스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들의 규격이다. 종전에도 모바

일 디바이스로 인터넷 접속은 가능했지만, 제작회사마다 모두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시스템들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에 문제가 있었다. WAP 포럼(http://www.wapforum.org)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릭슨, 모

토로라, 노키아 등의 여러 회사가 만든 포럼으로서 무선 인터넷 시스템과 유선 인터넷 시스템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

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유무선 프로토콜 변환 방식으

로 WA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WAP 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 (WAE)

Wireless Session Protocol (WSP)

Wireless Transaction Protocol (WTP)

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WTLS)

Wireless Datagram Protocol (WDP)

WAE는 WAP/Web 어플리케이션과, WAP 마이크로 브라우저를 포함하는 무선 디바이스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WSP

는 HTTP/1.1 기능성을 제공하고 장기 생존하는 세션(long-lived session)의 일시중지/재개(suspend/resume)과 같은

새로운 특징들과 통합된다. WTP는 "가벼운" 클라이언트(모바일 스테이션들)에 적당한 가벼운 트랜잭션 지향(light

weight transaction oriented) 프로토콜로 정의되며, 무선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들에 효과적으로 동작한다. WTLS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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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어플리케이션들간의 프라이버시, 데이터 무결성 및 인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계층이다. WDP는 일반 데이터그램 서

비스로서,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가능한 하위계층 서비스들의 하나와 투명하게 통신한

다.

게이트웨이는 WAP 마이크로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를 중계한다. 이 때 중계되

는 무선 구간과 유선 구간은 보안 채널을 필요로 하는데, 무선 채널 구간은 WTLS가 이를 담당하고 유선 채널은 SSL

(Secure Socket Layer)이 이를 담당한다. 도 1의 모바일 디바이스(100)는 도 2의 클라이언트에 해당하고, 인증 에이전트

서버들 및 웹 서비스 서버들은 도 2의 서버에 해당한다. 유무선 데이터를 중계하는 게이트웨이의 방식으로 WAP을 사용하

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서 일본국 NTT사의 DoCoMo방식, 미합중국 Microsoft사의 Mobile

Explorer 방식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 3 내지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면에서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무선 구간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하고 실선으로 된 화살표는 유선 구간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한다.

도 3은 사용자가 도메인 A에 접속하여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도 4는 도메인 A에서 인증된 사용

자가 도메인 B에 접속하여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 5는 사용자가 도메인 A와 도메인 B의 서

비스 자원을 이용한 후에 도메인 C의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A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

송한다(S310). 예를 들면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

바일 디바이스의 식별자, 예를 들면 전화번호 또는 디바이스 장치의 MAC(Medium Access Contro) 주소일 수도 있다. 이

밖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인증서 일 수도 있다. 사용자가 전송한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게

이트웨이에 전달된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

시킨 후에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311).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은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 예

를 들면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한다(S312).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현재 사용자를 인증하고 있는 도메인(도메인 A)의

위치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이다. 인증 에이전트는 생성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S313) 사용자에게 전달한다(S314). 한편, 인증 에이전트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면서 사용자 인증을 요청한다(S315). 인증 메시지 생성기는 사용자 인증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이 성

공적일 경우에 인증 메시지를 생성한다(S316). 생성된 인증 메시지는 마크업 랭귀지 형식, 예를 들면 XML 형식을 갖는 메

시지로서 인증 에이전트에 전달된다(S317). 인증 메시지를 전달받은 인증 에이전트는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사

용자의 서비스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한다. 인증 에이전트는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S318). 서비스 자원은 도메인

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319), 사용자에게 제공된다(320). 한편, 상기 각 단계의 시간적

순서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증 에이전트와 인증 메시지 생성기 간의 프로세스가 사용자와 인증 에이전트 간

의 프로세스보다 먼저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S312, S313, S314, S315, S316, S317의 순서는 S315, S316, S317,

S312, S313, S314 순서가 될 수 있다.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의 실시 예로써 SAML 아티팩트를 들 수 있는데 그 구조는 도 11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도 4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B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송

한다(S410).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사용자는 도메인 B에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시킨 후에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411).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전달받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로 도메인 A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한

다(S412).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가 인증 정보 요청과 함께 전송한 인증 도메인 위치 정

보의 무결성을 체크한다(S413).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증 정보 요청은 정당하고

따라서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B로 인증 메시지를 전송하고 저장되어 있는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삭제한다(S414). 인증 메시지를 전송받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새로운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

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한다(S415). 새롭게 생성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도메인 B의 위치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새롭게 생성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게이트웨이를 거쳐(S416)

사용자에게 전달된다(S417). 그리고 나서 인증 에이전트는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

(S418). 서비스 자원은 도메인 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419), 사용자에게 제공된다(420).

도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기 각 단계의 시간적 순서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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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도메인 A의 인증 인증 에이전트와의 프로세스보

다 먼저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S412, S413, S414, S415, S416, S417의 순서는 S415, S416, S417, S412, S413,

S414 순서가 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C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송

한다(S510).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사용자는 도메인 B에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시킨 후에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511).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전달받은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로 도메인 B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한

다(S512).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가 인증 정보 요청과 함께 전송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

의 무결성을 체크한다(S513).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증 정보 요청은 정당하고 따

라서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C로 인증 메시지를 전송하고 저장되어 있는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정

보를 삭제한다(S514). 인증 메시지를 전송받은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는 새로운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한다(S515). 새롭게 생성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도메인 C의 위치에 대한 정보와 사

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새롭게 생성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게이트웨이를 거쳐(S516) 사

용자에게 전달된다(S517). 그리고 나서 인증 에이전트는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S518).

서비스 자원은 도메인 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519), 사용자에게 제공 및 거부된다(420).

도 3 또는 도 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기 각 단계의 시간적 순서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도메인 C의 인증 에이

전트가 새로운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프로세

스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와의 프로세스보다 먼저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S512, S513, S514, S515, S516, S517

의 순서는 S515, S516, S517, S512, S513, S514 순서가 될 수 있다.

도 6 내지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단일인증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 6은 사용자가 도메인 A에 접속하여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도 7은 도메인 A에서 인증된 사용

자가 도메인 B에 접속하여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 8은 사용자가 도메인 A와 도메인 B의 서

비스 자원을 이용한 후에 도메인 C의 서비스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A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

송한다(S610). 예를 들면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

바일 디바이스의 식별자, 예를 들면 전화번호 또는 디바이스 장치의 MAC(Medium Access Control) 주소일 수도 있다. 사

용자가 전송한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게이트웨이에 전달된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시킨 후에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611). 인증에 필요한 정

보를 전달받은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한다(S612).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현재 사용자를 인증하

고 있는 도메인(도메인 A)의 위치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인증 에이전트는 생성

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게이트웨이를 통해(S613) 사용자에게 전달한다(S614). 한편, 인증 에이전트는 신뢰할 수 있

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면서 사용자 인증을 요청한다(S615). 인증 메시지 생성기는 사용자

인증 요청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이 성공적일 경우에 인증 메시지를 생성한다(S616). 생성된 인증 메시지는 마이

크업 랭귀지 형식, 예를 들면 XML 형식을 갖는 메시지로서 인증 에이전트에 전달된다(S617). 인증 메시지를 전달받은 인

증 에이전트는 사용자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한다. 인증 에이전트는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S618). 서비스 자원은 도메인 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619), 사용자에게

제공된다(320). 한편, 상기 각 단계의 시간적 순서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증 에이전트와 인증 메시지 생성기

간의 프로세스가 사용자와 인증 에이전트 간의 프로세스보다 먼저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S612, S613, S614, S615,

S616, S617의 순서는 S615, S616, S617, S612, S613, S614 순서가 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B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송

한다(S710).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사용자는 도메인 B에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시킨 후에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711).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전달받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로 도메인 A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한

다(S712).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가 인증 정보 요청과 함께 전송한 인증 도메인 위치 정

보의 무결성을 체크한다(S713).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증 정보 요청은 정당하고

따라서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B로 사용자가 도메인 A에 정당하게 인증되었음을 알려주는 인증 알림 메시지

를 전송한다(S714). 도 4의 경우와는 달리 도메인 A가 갖고 있던 인증 메시지를 직접 도메인 B로 전송하지 않으며,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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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저장하고 있는 인증 메시지를 삭제하지도 않는다. 또한 도 4의 경우와는 달리 도메인 B에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지 않는다. 인증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은 도메인 B의 인증 에이전트는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S715). 서비

스 자원은 도메인 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716), 사용자에게 제공된다(S717).

도 8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C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송

한다(S810).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자동으로 전송되므로 사용자는 도메인 C에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도 6의 경우와는 달

리 도메인 A의 위치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게이트웨이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로 변환시킨 후에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로 전달한다(S811). 인

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달받은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로 도메인 A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

보를 요청한다(S812).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가 인증 정보 요청과 함께 전송한 인증 도메

인 위치 정보의 무결성을 체크한다(S813).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증 정보 요청은

정당하고 따라서 도메인 A의 인증 에이전트는 도메인 C로 사용자가 도메인 A에 정당하게 인증되었음을 알려주는 인증 알

림 메시지를 전송한다(S814). 도 5의 경우와는 달리 도메인 A가 갖고 있던 인증 메시지를 직접 도메인 C로 전송하지 않으

며, 도메인 A가 저장하고 있는 인증 메시지를 삭제하지도 않는다. 또한 도 5의 경우와는 달리 도메인 C에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지 않는다. 인증 알림 메시지를 전송받은 도메인 C의 인증 에이전트는 인증 알림 메시지를 분석

하여 서비스 자원을 요청한다(S815). 서비스 자원은 도메인 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으로서 게이트웨이를 통해(S816)

, 사용자에게 제공된다(S817).

앞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을 구현한다. SGML, HTML, XML 등과 같은 마

크업 랭귀지는 구조적인 정보의 전달이 편리하다는 이점 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마크업 랭귀지는 표준기구 W3C의 표준인 XML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크업 랭귀지가 개발되어 사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XML의 경우에 HTML과는 달리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점차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XM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3.org 또는 http://www.xml.com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마크업 랭귀지를 기반으로 단일인증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기존에 구현된 다양한 인증방법들을 수

용할 수 있다. 특히, XML의 부분집합으로서 OASIS(http://www.oasis-open.org)에서 완성한 규격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은 도메인들 간의 인증과 권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SAML에 의해 지원되는 사

용자 인증 방법들은 비밀번호, Kerberos, SRP(Secure Remote Password), Hardware Token, SSL/TLS Certificate

Based Client Authentication, X.509 Public Key 등이 있다.

SAML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AML은 시스템들 사이에서 자동적이고 수동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단일인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SAML은 사용자

가 다른 도메인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정의한다. 또한 두 도메인 사이에서 자동화된 메시지

교환을 관리한다. SAML은 아래와 같은 자신의 컴포넌트들을 정의하는 명세(specification)의 집합이다.

-Assertions and request/response protocols

-Bidings

-Profiles

-Security considerations while using SAML

-Conformance guidelines and a test suite

-Use cases and requirements

SAML은 사용자, 디바이스 또는 주체(subject)라고 불리는 동일함(identify)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엔터티에 관련된 인

증과 권한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SAML은 XML의 부분집합을 사용하여 요청-응답 프로토콜을 정의한

다. 이 프로토콜에 의해 시스템은 어써션들(assertions)에 기반하여 주체들을 허용하거나 거절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써션은 주체에 대한 사실의 선언이다. SAML은 세가지 어써션 타입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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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Authentication)

주체가 이전에 어떠한 방법(password, hardware token 또는 X.509 공개 키 같은)으로 인증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권한부여(Authorization)

주체의 자원 접근을 허용하거나 거부해야 함을 나타낸다.

-속성(Attribution)

주체가 속성들에 연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9는 SAML에서의 어써션(Assertion) 스키마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 10은 SAML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의해 발행된 인

증 어써션을 포함하는 어써션 문장의 예를 보여준다. 도 1과 도 3 내지 도 8의 인증 기관은 SAML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해당하고, 도 3 내지 도 8의 인증 메시지 생성기가 생성한 인증 메시지는 인증 어써션에 해당한다.

한편, SAML은 아티팩트(artifact)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 11을 통해 설명한다.

SAML 아키텍쳐에서 아티팩트들은 서버들이 어써션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 내지 도 8의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아티팩트들에 해당되며, 각 도메인의 인증 에이전트들은 아티팩트들을 이용하여 인증 어써션을 갖고 있는 도

메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SAML에서 아티팩트는 20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타입 코드(Type-code)와 20 바이트의 크

기를 갖는 어써션핸들러(AssertionHandler)로 구성되어 총 40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타입 코드와 어써션핸들러는 각

각 아티팩트를 생성한 소스 식별자(SourceID)와 난수(random number)를 의미한다.

소스 식별자는 목적 사이트가 소스 사이트의 동일성(identity)과 위치(location)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도 3

에서 소스 사이트는 도메인 A에 해당하고 목적 사이트는 도메인 B에 해당한다. 목적 사이트는 일치하는 SAML 응답자에

대한 URL(또는 address)뿐만 아니라 소스 식별자 값의 테이블을 유지한다. 이 정보는 소스 및 목적 사이트 사이에서 전해

진다. SAML 아티팩트를 받자마자 목적 사이트는 소스 식별자가 알려진 소스 사이트에 속하고 SAML 요청을 전송하기 전

에 사이트의 위치를 얻을 지 여부를 결정한다.

SAML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및 전송 프로토콜과 연결될 수 있으나, 주로 HTTP 상의 SOAP와 연결될 수 있다. SAML은

두 가지의 프로파일, 즉 Browser/artifact와 Browser/post 중 하나에서 쿠기 없이 동작될 수 있다. Browser/artifact를

사용한다면 SAML 아티팩트는 URL 쿼리 스트링의 일부로 전달된다. 이 때 아티팩트는 어써션에 대한 포인터가 된다.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은 도 12 및 도 13을 통해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1) 서버 A에서 인증된 브라우저의 사용자는 서버 B의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 서버 A는 SAML

아티팩트를 포함하는 서버 B 방향의 URL 리디렉트(redirect)를 생성한다.

(2) 브라우저는 사용자를 서버 A에 대한 어써션을 가리키고 있는 아티팩트를 받는 서버 B로 리디렉트한다.

(3) 서버 B는 아티팩트를 서버 A에게 전송하고 완전한 어써션을 얻는다.

(4) 서버 B는 전송받은 어써션을 체크하고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요청을 수용할지 혹은 거절할지

체크한다.

Browser/post에서 SAML 어써션은 HTML 폼(form) 내부에서 브라우저에 업로드되고 HTTP post 페이로드의 일부로서

목적지 사이트에 전달된다.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메시지인 어써션을 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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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A에서 인증된 브라우저의 사용자는 서버 B의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

(2) 서버 A는 SAML 어써션을 갖는 HTML 폼(form)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

(3) 브라우저는 서버 B에게 폼을 보낸다.

(4) 서버 B는 어써션을 체크하고 범용적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요청을 허용하거나 거부한다.

단일인증을 구현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SAML을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도 3의 S312 단

계에서 생성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아티팩트에 해당하고, S316 단계에서 생성하는 인증 메시지는 인증 어써션에

해당한다. 또한, 도 4의 S413 단계에서는 도 3의 S312 단계에서 생성한 아티팩트와 도메인 B로부터 받은 아티팩트를 비

교하여 무결성을 체크하여 도메인 B로부터 받은 아티팩트가 변조 또는 위조되었는지를 판단한다. S414 단계에서 전송한

후에 삭제하는 인증 메시지는 인증 어써션이며, S415 단계에서 생성하는 새로운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는 도메인 B의 위

치를 나타내는 아티팩트이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

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단일인증으로 유선 인터넷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크업 랭귀지, 특히 XML을 기반으로 한 단일인증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단일인증 방식과의 호환성을 갖는

단일인증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메인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전송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

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메시지 생성기로부터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증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

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사용자와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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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인증서인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인증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UR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에 전송하면 현 도메인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삭

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가 현 도메인에 정당하게 인증되었음을

알려주는 인증 알림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9.

도메인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인증 메시지 생성기에 전송하여 사용자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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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

게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메시지 생성기로부터 SAML 인증 어써션을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사용자와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생성한 SAML 아티팩트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한 SAML 아티팩트의 무결성을 체크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상기 다른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상기 다른 도메인에 전송하면 현 도메인에 저장되어 있는 SAML 인증 어써션과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14.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상기 제1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도메인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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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제1 도메인과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인증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상기 수신한 인증 도메

인 위치 정보를 상기 제2 도메인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2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8.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상기 제1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SAML 아티팩트를 수신한 후 상기 제1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제1 도메인과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인증 방법.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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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을 통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상기 수신한 SAML 아

티팩트를 전송하고, 상기 제2 도메인의 서비스 자원에 접근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2.

도메인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수신

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에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으로부터 마크업 랭귀지 형식의 인증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

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사용자와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

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에 전송하면 현 도메인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삭

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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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에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SAML 아티팩트를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에 전송하여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를 인증한 도메인으로부터 SAML 인증 어써션을 수신하여 상기 사용자의 자원 접근을 허용 또는 거부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은 WAP 방식이고, 상기 사용자와 WAP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현 도메인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

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생성한 SAML 아피팩트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한 SAML 아티팩트의 무결성을 체크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상기 다른 도메인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상기 다른 도메인에 전송하면 현 도메인에 저장되어 있는 SAML 인증 어써션과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32.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유무선 프로토콜 변환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는 복수의 도

메인들; 및

상기 도메인들 중 어느 한 도메인(A)으로부터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고, 마크업 랭귀

지 형식의 인증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도메인(A)로 전송하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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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전송받은 상기 도메인(A)은 인증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자원 접근을 허용 또

는 거부하고, 자신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다른 도메인(B)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요청을 수신하면 상기 인증 메시지를

상기 다른 도메인(B)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A)은 상기 도메인(B)에 인증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저장하고 있는 인증 메시지와 인증 도메인 위치 정보를 삭

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

템.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는 W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AP 게이트웨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

스템.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B)는 상기 인증 메시지를 전송받고 나서 자신의 위치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

는 인증 도메인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크업 랭귀지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

템.

청구항 37.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유무선 프로토콜 변환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는 복수의 도

메인들; 및

상기 도메인들 중 어느 한 도메인(A)으로부터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고, SAML 인증

어써션을 생성하여 상기 도메인(A)로 전송하는 인증 메시지 생성기를 포함하며,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전송받은 상기 도메인(A)은 어써션을 분석 후 상기 사용자의 서비스 자원 접근을 허용하고, 자

신의 위치 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

하고, 다른 도메인(B)으로부터 상기 SAML 아티팩트를 통해 상기 사용자 인증을 요청받으면 상기 SAML 아티팩트의 무결

성을 체크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상기 다른 도메인(B)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SAML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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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A)은 상기 도메인(B)에 SAML 인증 어써션을 전송한 후, 저장하고 있는 SAML 인증 어써션과 인증 도메인 위

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ML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ML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는 W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AP 게이트웨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ML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B)는 상기 SAML 인증 어써션을 전송하고 나서 자신의 위치정보와 사용자 인증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SAML 아티팩트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SAML 기반의 단일인증 시스템.

청구항 42.

제1항 내지 제31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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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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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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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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