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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심사관 : 김병균

전체 청구항 수 : 총 19 항

(54) 2-패스 장치 액세스 관리

(57)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에 관한 것이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중앙집중화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워크업 사용자 및 원격 사용자 모두에 의해서 액세스 가능하다.

액세스 제어는 중앙집중화된 로케이션(centralized location)에서의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부터 워크업 사용자에 대해 인

증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제1 액세스 레벨을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에서 결정하는 단계, 워크

업 사용자에 대한 수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제2 액세스 레벨을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제1 및 제2 액세스 레벨에 기초하여 워크업 사용자가 네트워크 주

변 장치의 결정된 사용자 사용가능 기능들을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서버에 의해 액세스 가

능한 액세스 관리 정보(access management information)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 가능함 - 으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feature)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

능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컴

퓨터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작업을 상기 컴퓨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 송신하는 단

계;

상기 송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

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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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다기능 주변 장치인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일단 인증 서버가 상기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면,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는 상기 인증 서버에 의해 공급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는,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를 작동하는(operate) 워크업 사용자(walk-up user) 및 상기 컴퓨터의

상기 사용자를 포함하는 원격 사용자 모두를 인증하는 인증 서버에 의해 공급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

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는 사용자명(username) 및/또는 패스워드(password)인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는 암호화되거나, 또는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해싱 및 사이닝 오퍼레이션

(cryptographic hashing and signing operation)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정보는 암호화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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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실행가능 처리 단계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

억 매체 -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서버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액세

스 가능함 - 로서,

상기 처리 단계는,

상기 사용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컴퓨터의 사용자를 인증하는 인증 단계;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

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컴퓨터로 송

신하는 송신 단계;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작업을 상기 컴퓨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 송신하는 송

신 단계;

상기 송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

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판정하는 판정 단계;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수행하는 수행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억 매체.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서버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서, 상기 네

트워크 주변 장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작업

을, 상기 컴퓨터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 -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는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컴퓨터로 송신됨 - ;

상기 수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

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 수단;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수단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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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에 사용하기 위한 서버 -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서버에 의해 액세

스 가능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 가능함 - 로서, 상기 서버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 - 상기 요청은 인증 정보를 포함함 - ;

상기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 수단; 및

상기 사용자의 인증이 성공적이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의 적어도 일부분을

사용하도록 인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상기 컴퓨터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는,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작업을 상기 컴퓨터로부터 수신하고, 상

기 수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를

상기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 서버.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인증이 실패했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레벨

을 갖지 않은 경우에,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로서 에러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단을 더 포함하는 서버.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인증이 성공적이지 않거나, 또는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

크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이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상기 서버가 판정한 경우,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컴퓨터로 에러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내의 장치 드라이버는 상기 서버에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 전송

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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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를 작동하는 제2 사용자를, 상기 제2 사용자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

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네트

워크 주변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사용자에 대한 상기 송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

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을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서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판정된,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일단 인증 서버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부터 수신된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를 인증하면,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는 상기 인증 서버에 의해 공급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를 작동하는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

나,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

보를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제2 수신 수단;

상기 제2 사용자에 대한 상기 수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

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을 판정하기 위한 제2 판정 수단; 및

상기 판정된,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허용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

청구항 24.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이 상기 사용자에 대한 상기 액세스 관리 정보 없이 상기 작업을 수신한 경우, 상기 수행 수단은 상기 사용

자에 의해 요청된 상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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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수단은 상기 컴퓨터로부터 수신된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를 인증하는 서버.

청구항 26.

제15항에 있어서,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액세스 관리 정보에 대한 요청을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부터 수신하기 위한 제2 수신 수단 - 상기 요청은 인증 정보를 포함함 -;

상기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제2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제2 인증 수단; 및

상기 제2 사용자의 인증이 성공적이고, 상기 제2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상기 기능 또는 서비스의 적어도 일

부분을 사용하도록 인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제2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 송신하기

위한 송신 수단

을 더 포함하며,

상기 주변 장치는, 상기 제2 사용자에 대한 상기 송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 제2 사용자가 상기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서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2-패스 또는 2-레벨 액세스 관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집중형 액세스 관리기

(centralized access manager)와 네트워크 주변 장치 양자 모두에서의 사용자 특권 정보(user privileges information)에

기초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관리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들은 인쇄, 스캐닝, 복사, 혹은 팩시밀리 등의 기능을 가지면서 기업 레벨 태스크(enterprise level

tasks) 수행에 빈번히 이용되는 다기능 장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사용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치로의 워크업 사용자(walk-up user) 즉, 해당 장치에 지역적으로 액세스하는 이점을 가진 자나 혹은 그 장치의 원격 이

용자 즉, 비워크업 사용자(non walk-up user)의 경우 인증된 장치에 대한 서비스 및/또는 기능(features)에만 액세스가

허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팩스, 인쇄, 복사 그리고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인쇄 서비스는 제외한 복사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인쇄 서비스의

컬러 인쇄 기능은 제외하고 흑백 서비스만 액세스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또는 기능에 대한 이용을 제어하는 것은 대체로 다른 이유뿐만 아니라 경

제적으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컬러 인쇄를 위해 잉크를 담고 있는 컬러 잉크 카트리지들은 흑백 인쇄에 이용되는 블랙

잉크 카트리지들 보다 상당히 고가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프린터의 컬러 인쇄 기능으로의 액

세스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비기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한가지 통상적인 방식은 사용자의 액세스 특권들에 대

해 별도로 각각의 장치를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가 장치에 로그하는 데에 그 장치에 대한 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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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혹은 자기 카드 리더와 같은 입력 메카니즘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자에 의한 로그인(login)에 이어, 장치는 그 장

치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용자의 액세스 특권을 검사하고, 사용자의 액세스 특권에 관한 프로그램된 정보에 기초하여 그

사용자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각각의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요구하게 되고, 액세스 정책(access policy)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각각의 장치를 재프로그래밍할 것을 요

구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비기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통제하는 또 다른 종래의 접근 방식은 사용자가 보유하는 키카드

(keycard)상에 사용자 액세스 특권을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장치에 설치되는 카드 리더상에서 키카드를 스위핑(swiping)

하면, 사용자 액세스 정책이 카드로부터 장치에 전송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사용자 액세스 정책에 담겨 있는 제한사항

(limitations)에 따라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 또한 사용자 액세스 정책을 인코드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사용자 카드가 프로그램될 필요가 있으며 매번 그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 액세스 정책이 수정되도록 재프로그램될 필요

가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안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기업 사용자 인증과 비기업 사용자 인증 모두를 제공하는 집중형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비기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

워크 주변 장치의 서비스 및/또는 기능으로의 액세스를 통제하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수준에서의 장치/자

원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권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그 장치에서의 사용자 인증에 기초하여 장치에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 및/또는 기능에 대한 비기업

사용자의 비인증 상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업 사용자(walk-up user)와 원격 사용자들 모두에 대해 네트워크 주

변 장치로의 액세스 관리를 중앙집중화된 레벨(centralized level)로 제공하는 형태로 전술한 사항들에 집중하고 있다.

발명의 구성

한 양상으로는, 본 발명은 네트워크 주변 장치를 위한 문맥 의존 사용자 인터페이스(context-sensitive user interface)의

생성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키패드, 스마트카드를 포함한 어느 기타 입력 수단 혹은 장

치에 의해 제공되는 어느 기타 입력 방법을 통해 인증 정보를 장치에 제공한다. 장치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인증 정보를,

장치의 워크업 사용자(walk-up user)와 원격 사용자 모두에 대한 인증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서버에 전달하고,

여기서 사용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 액세스 정책 정보(networked peripheral device access policy

information)가 저장된다. 서버는 사용자를 인증하게 되고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을 판정하기 위해 제1 레벨의 체크를 수행한다. 서버에서 수행되는 인증 결과 및 인증에 기초하여, 액세스 관리 정보

는 다시 장치에 전송하게 되고, 이 장치는 수신된 액세스 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 자

신의 인증 체크를 수행하게 된다.

액세스 정책 정보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 자신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장치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

능들에 관한 액세스일 수도 있다. 인증 서버에 의한 사용자의 인증시 및 성공적인 제1 레벨 사용자 액세스 체크시, 장치로

의 액세스에 대한 사용자 레벨에 관한 정보(예를 들어, 특권 정보 혹은 기타 액세스 정책 정보)가 다시 장치로 전달된다. 장

치는 인증 서버에 의해 공급된 액세스 정책 정보를 토대로 장치의 서비스/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결정한다. 장치

는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정책 정보를 일체화하는,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customized service menu)와 같은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그 후, 맞춤형 서비스 메뉴가 장치에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는 결정된 기능

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인증에 기초하여 장치 서비스/기능의 비인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의한 사용 용도의

액세스 관리 정보에 대해 중앙집중화된 로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제어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며, 액세스 정책에서의 변화에 응답하여 각각의 장치 또는 키패드

의 개별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2-레벨의 액세스 관리(즉, 2패스 액세스 관리)를 제공하면 컴퓨팅 자원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며,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 하여금 사용자로의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2-패스 인증의 네트워크 인증부는, 사용자 요구 서비스/기

능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여 데이터의 준비시 네트워크 처리 자원(예를 들어, 네트워크 클라이언

트 혹은 서버 컴퓨터)의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용자가 주변 장치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용

자에게 먼저 피드백을 제공한다. 2-패스 인증의 장치-레벨 인증부는 주변 장치에 의해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준비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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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비인증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제2 레

벨 체크는 주변 장치의 서비스/기능에 대한 비인증 액세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스풉(spoof)(예를 들어, 준비된 데이터를

고침으로써) 시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이 보다 신속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본 발명에 대한 보다 완

전한 이해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대표적 하드웨어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연산 기기(1)는 호스트 프로세서(9)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MEⓡ 등의 운영시스템을 윈도우 운영시스템으로 갖는 것이 바

람직한 PC(Personal Computer)를 구비하고 있다. 연산 기기(1)에는 디스플레이 스크린(10)을 포함하는 컬러 모니터(2)

와, 텍스트 데이터와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한 키보드(4) 그리고 포인팅 장치(16)가 제공된다. 포인팅 장치(16)는 디

스플레이 스크린(10)상에 디스플레이되는 대상의 포인팅, 선택, 및 조작을 위해 마우스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산 기기(1)는 고정 디스크(17) 및/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20) 및/또는 CD-ROM 드라이브(19) 등의 컴퓨터 판독

가능 기억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억 매체는 연산 기기(1)로 하여금 사용자-관련 데이터, 컴퓨

터 실행가능 처리 단계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 재기록 및 기록용 기억 매체(removable and non-removable

memory media)에 저장된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연산 기기(11)는 기업 네트워크(7)를 통해 서버(8)에

접속되며, 네트워크(7)를 통해 서버(8)로부터 정보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입수할 수 있다. 기업 네트워크로는 인트라

넷(Intranet)이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또는 인터넷 또한 가능

하다. 연산 기기(1)는 네트워크(7)를 통해 네트워크 주변 장치(6)에 연결된다. 장치(6)는 프로그램 처리 가능한 하나 이상

의 버튼(11)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버튼(11)은 수신된 액세스 정책에 따라 장치(6)에 의해 인

에이블 혹은 디스에이블될 수도 있다.

연산 기기와 같이, 서버(8)는 바람직하게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비하는 컴퓨터이다. 서버(8)는 저장 장치(41)를

구비하고, 이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게 큰 고정 디스크이다. 장치(41)가 서버(8)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7) 상의 다른 장치는 파일 서버로서 장치(6)상에 사용가능한 서비스/기

능에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구성된 액세스 제어기 및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구성된 인증자(authenticator)와 같은 애

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디렉토리 서비스 상에 사용자 및 장치 구성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8)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도 3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다. 상기 디렉토리 서비스는 사용자 어카운트 정보 및 액세스 정책 정보와 같은 정

보를 포함한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가 바람직하고, 이는 윈도우즈 환경에 디렉토리 서비

스를 제공하는 윈도우즈 2000ⓡ의 구성요소이다. 네트워크 자원 및 사용자 상의 정보의 중앙 관리 및 공유를 제공하는데

부가하여, 마이크로 액티브 디렉토리ⓡ는 도 4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중앙 인증기관(authority)

으로 작용한다. 인증 및 액세스 제어 정보의 저장이 디렉토리 서비스를 참조하여 설명되지만, 이 정보 저장의 임의의 수단

은 도메인 제어기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으로 이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인증 및 액세스 정책 정보를 포함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다른 구성요소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디렉토

리 서비스에 저장된 액세스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자 및/또는 액세스 제어기에 의해 제공된다. 인증자 및/또는 액세스

제어기는 서버(8)상에 디렉토리 서비스로 바람직하게 위치하지만, 또한 원격 시스템 또는 서버 상에 구현될 수도 있다.

도 2는 연산 기기(1)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상세 블록도이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산 기기(1)는 컴퓨터 버스(25)

와 인터페이스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20)를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버스(25)와의 인터페이싱은 고정 디스크(3), 네트

워크(7)에 액세스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1), 메인 메모리로서 사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30), 리드 온

리 메모리(ROM)(29), 플로피 디스크 인터페이스(28), CD-ROM 인터페이스(24), 모니터(10)에 대한 디스플레이 인터페

이스(26), 키보드(4)에 대한 키보드 인터페이스(22), 포인팅 장치(16)에 대한 마우스 인터페이스(27), 및 독립형 비네트워

크 장치(6)에 대한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23)이다.

메인 메모리(30)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장치 드라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실행 동

안 RAM 저장을 CPU(20)에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버스(25)와 인터페이스한다. 보다 상세하게, CPU(20)는 컴퓨터 실행

가능 처리 단계를 디스크(3) 또는 다른 메모리 매체로부터 메인 메모리(30) 영역으로 로딩하고, 이후에 메인 메모리(30)로

부터 저장된 처리 단계를 실행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데이터는 실행 동안 CPU(20)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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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인 메모리(29)에 저장될 수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 디스크(3)는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51), 애플리

케이션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이미징, 그래픽,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52), 및 네트워크 주변 장치 드라이버(54)와 같은 장치 드라이버(53)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고 및/또는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구성요소의 개략도를 도

시하는 블록도이다. 간략하게, 서버(8)는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비하는 호스트 프로세서(도시안됨)를 포함한다.

서버(8)는 디렉토리 서비스(47)를 저장하기 위하여, 많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바람직하게 큰 고정 디스크인 저장 장치

(41)를 이용한다. 디렉토리 서비스(47)는 사용자 액세스 정책 정보 및 사용자 인증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액

세스 정책 정보는 네트워크 주변 장치(6) 상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기능으로의 사용자 액세스에 관한 기업 레벨에서 정의

되는 액세스 제어 정보(예를 들어, 규칙)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팩스, 인쇄, 복사, 및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네트워크 주변 장치(6)의 사본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인쇄 서비스에는 접근할 수 없다. 유사하게, 사용자는 장치(6)

상에 사용가능한 인쇄 서비스의 흑백 인쇄 기능에만 액세스할 수 있고 컬러 인쇄 기능에는 액세스할 수 없다.

장치(6)는 사용자가 결정된 레벨의 액세스와 일치하는 장치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액세스 제어기(66)를 포함한다. 액세스

제어기는 도시된 일부 또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내부 구조로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액세스 제어기(66)는 서버(8)에 의해 제공되는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6) 상에서 사용가능한 서비

스/기능으로의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한다. 액세스 제어기(66)는 액세스에 대한 사용자 레벨에 따라 맞추어진 사용자 인터

페이스의 생성을 통해 사용자와 관련된 액세스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액세스 제어기(66)는 장치(6) 상의 또

는 장치(6)에 의해 디스플레이되는 버튼(예들 들어 버튼(11))을 디스에이블/인에이블시킬 수 있다.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

스 및 디스에이블링/인에이블링 버튼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장치(6)는 장치(6)의 서비스/기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

성요소를 더 포함한다. 다기능 장치인 경우에, 예를 들어 장치(6)는 스캐닝, 인쇄, 팩스, 및 복사 구성요소를 더 포함한다.

도 3에 따라, 서버(8)는 기업 네트워크(7)를 통해 연산 장비(1) 및 네트워크 주변 장치(6)에 연결된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

(6)는 팩스, 복사, 인쇄 및 스캐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장치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임의의 종류의 네트워크 주변 장치

일 수 있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관련 기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쇄는 컬러 및 흑백

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스캐닝은 컬러,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해상도 레벨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서비스 및 기

능 양자에서 액세스/권한 정보를 포함하는 다기능 네트워크 주변 장치에 대한 사용자의 기업 액세스 정책의 구조를 예시한

다.

서비스 기능 정책

인쇄 흑백 Y/N

컬러 Y/N

1일 할당량 0-2000

(페이지)

스캔 흑백 Y/N

컬러 Y/N

해상도 L, H/L, H

1일 할당량 0-100

(페이지)

팩스 로컬 Y/N

장거리 Y/N

해상도 H, H/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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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할당량 0-200

(페이지)

복사 흑백 Y/N

컬러 Y/N

해상도 H, H/L, L

1일 할당량 0-1500

(페이지)

상기 예에서, 인쇄 서비스는 흑백(즉, B/W), 컬러 및 1일 할당량 기능을 포함한다. 정책 컬럼 아래의 정보는 기능이 사용가

능한지 아닌지 및/또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1일 할당량(예를 들어 페이지수)을 나타내는 0에서 2000의 수를 식별한다. 예

를 들어, 사용자는 하루에 200 페이지까지 인쇄하도록 제한된다.

인쇄 서비스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에 부가하여, 스캔 서비스는 정책 컬럼 아래(즉, H, H/L, L)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하이(H)

, 중간(H/L), 로우(L)로 사용할 수 있다. 스캔 서비스의 1일 할당량 기능은 0에서 100 페이지 사이에 있다. 팩스 서비스는

로컬, 장거리, 및 1일 할당량을 포함한다. 정책 컬럼 아래의 정보는 기능이 사용가능한지 아닌지 및/또는 사용자가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수를 나타내는 0에서 200의 수를 식별한다. 인쇄 서비스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에 부가하여, 복사 서

비스는 정책 컬럼 아래에 표시된 다양한 H, H/L 및 L 해상도에서 사용가능하다. 정책 컬럼 아래의 정보는 기능이 사용가능

한지 및/또는 사용자가 복사할 수 있는 페이지수를 나타내는 0에서 200의 수를 식별한다.

인증자(48)가 디렉토리 서비스(47)에 저장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한 후에, 액세스 제어기(49)는 사용자가 디렉

토리 서비스(47)에 저장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6)상에서 사용가능한 장치 서비스/기능에 액세스하도록 인

증될지를 결정한다. 인증자(48)와 액세스 제어기(49)가 도 3에서 별도의 구성요소로 도시되었으나, 이들이 동일한 구성요

소이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부분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인증자(48)에 의한 인증과 액세스 제어기(49)에 의해 결정된 액세

스 제어가 서버(8)상에 성공한 경우에, 액세스 정책 정보가 장치(6)에 전달된다. 인증자(48)에 의한 인증이 실패하거나 액

세스 제어기(49)가 사용자와 관련된 액세스 정책에 기초하여 액세스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면, 특정 사용자 및/또는

요청된 서비스/기능에 대하여 인증이 실패했거나 액세스가 거절되었음을 지시하는 메시지가 장치(6)에 전달된다.

일단 액세스 정책 정보가 장치(6)에 수신되면, 액세스 제어기(66)가 수신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6) 상에 사

용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한 액세스의 사용자 레벨을 결정한다. 액세스 제어기(66)는 사용자에 대해 맞춤형 사용자 경험

(예를 들어 맞춤형 UI, 맞춤형 서비스 메뉴)을 생성함에 의해 사용자에 대한 기업 액세스 정책을 바람직하게 실시한다. 이

후 맞춤형 서비스 메뉴는 장치(6)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네트워크 주변 장치(6) 상의 입력/출력(I/O) 유닛(76)은 맞춤형 서

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I/O 유닛(76)은 장치(6)에 부착된 외부 유닛일 수 있지만 장치(6) 내에 설치될 수도 있고 입력 메카

니즘(예를 들어 키보드 및/또는 매체 판독기)과 함께 디스플레이 유닛을 제공한다.

맞춤형 서비스 메뉴는 사용자가 사용자에 대한 기업 액세스 정책 정보에 따라 네트워크 주변 장치(6) 상에서 사용가능한

결정된 서비스 및/또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한다. 맞춤형 서비스 메뉴는 바람직하게 터치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어 사용

자가 메뉴가 다스플레이되는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되는 가상 키를 터치함으로써 키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사

용자는 장치(6) 상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I/O 유닛(76)에 디스플레이되는가상 키를 활성화함으로써 장

치(6)로의 액세스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키는 I/O 유닛(76)이 연산 기기(1)에 포함되는 포인팅 장치(16)의 사용과 같

은 다른 메뉴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치(6)에 사용되는 I/O 유닛은 입력 및 출력 기능이 별도의 유닛에 의해 수행되어 비통합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I/O 유닛(76)은 별도의 키보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I/O 유닛은 동일한 유닛이 입력 및 출력 양자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O 유닛은 사용자의 터치에 응답하여 활성화되는 가상 키를 포함하는 출력을 디스플레이

하는 터치 스크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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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주변 장치(6)의 사용자는 워크업 사용자(walk-up user) 또는 원격 사용자일 수 있다. 워크업 사용자는 장치(6)

에서 국부적으로 그 장치로의 액세스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원격 사용자는 비워크업 사용자이다. 워크업

사용자의 경우에,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될 바와 같이, 장치(6)에 의해 수신된 인증 정보는 장치(6)로부터 인증자

(48)로 전송되고 장치(6)는 인증자(48)로부터의 액세스 정보 정책을 수신한다. 네트워크에 이미 로그한 원격 사용자의 경

우에, 도 2의 장치 드라이버(54)가 사용자 및 장치(6)에 대응하는 액세스 정책 정보를 요청하고 인증자(48)에 사용자 로그

인 및 장치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자(48)는 액세스 정책 정보를 장치 드라이버(54)에 전송한다. 인증자(48)는 사용자에 의해 장치 드라이버(54)를 통해

제출되는, 바람직하게 작업과 함께 인증된 사용자에 관련된 액세스 정책을 장치(6)에 통지한다. 인증자(48)가 장치(6)에

의해 전달된 인증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인증 실패" 메시지 또는 "서비스/기능 사용

불가능함" 메시지, 또는 양자 모두가 전달된다. 사용자가 인증된 경우에, 인증자(48)가 액세스 정책 정보를 액세스 제어기

(49)에 전달하는데, 이는 작업 요청 및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액세스가 승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액세스 정책 정보가 장치(6)로의 작업 요청과 함께 전송된다. 이후 장치(6)는 액세스 정책 정보에서 확인된 범위까지 작업

요청을 진행한다. 액세스 제어기(49)가 액세스가 거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액세스 거절" 또는 "요청된 서비스/기

능 불가능함" 메시지 또는 양자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를 관리하고 및/또는 제어하는 처리 단계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장치(6)에 액세스하도록 하기 전에, 요청은 서버(8)에 저장된, 인증자(48)와 같이 신뢰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모든 인증 정보는 서버(8)에 존재하는 디렉토리 서비스(47)에 유지된다. 사용자는

인증 정보를 네트워크 주변 장치(6)에 제공함으로써 작업을 개시한다. 사용자는 사용자가 인증된, 네트워크 주변 장치(6)

상에서 사용가능한 임의의 서비스 및 사용자가 인증된, 인쇄 서비스의 흑백 또는 컬러 기능과 같이 임의의 서비스에 대응

하는 임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워크업 사용자는 장치에 직접 액세스하기 때문에, 단계 S301에서 워크업 사용자는 인증 정보를 장치(6)에 제공한다. 바람

직하게, 단일의 보편적인 사인온 기능은 인증 정보가 사용자의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에 따라 유효하다. 어느 경우에도, 동

일한 인증 정보가 다른 목적(예를 들어, 서버(8) 또는 거기에 저장된 파일에 액세스)에 대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유리하게도, 보편적인 사인온은 인증이 필수인 임의의 다른 목적 및 장치(6)에서의 로그인에 대한 별도의 고유의

사용자명/패스워드의 입력을 회피한다.

단계 S302에서 장치(6)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인증 정보를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차례로 결정하는 인증자(48)

에 통신한다. 인증자(48)는 단계 S303에서 사용자에 의해 디렉토리 서비스(47)에 저장된 사용자 인증 정보(예를 들어 사

용자명 및/또는 패스워드)에 제공된 인증 정보를 비교하고 테스트한다.

단계 S304에서 사용자가 인증자(48)로부터 인증의 획득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작업 요청에 대

한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인증자(48)는 바람직하게 단계 S305에서 장치(6)에 전송된 "인증 실패" 메시지를 통해 실패를

통신한다. 사용자가 인증 획득에 성공하면, 단계 S306에서 인증자(48)가 디렉토리 서비스(48)로부터의 액세스 정책 정보

를 검색한다. 워크업 사용자에 대하여 검색된 액세스 정책 정보는 디렉토리 서비스(47)에 저장된 사용자의 기업 액세스 정

책 정보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다.

단계 S307에서, 액세스 컨트롤러(49)는 검색된 액세스 정책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기능에 대한 워크업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을 조사한다. 단계 S308에서, 상기한 사용자의 장치(6)에의 액세스 허용여부와 특히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기능에의 액세스 허용여부를 판정한다.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309로 처리를 진행하여

장치(6)에 대해 "액세스 거부" 메시지를 전송한다. 서버(8)가 상기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단

계 S310으로 처리를 진행하여 장치(6)에 상기한 액세스 정책을 전송한다.

다시 말하면, 서버(8)는 제1 패스에서 인증 체크를 실시하여, 체크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즉, 서버가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

용함), 서버(8)는 장치(6)에 대해 상기한 액세스 정책을 전달하여, 상기한 장치(6)에서 제2 및 최종의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장치(6)의 서비스/기능에의 사용자의 액세스 가능여부를 판정한다.

상기한 장치(6)와 서버(8) 사이의 통신은 SSL(secure socket layer),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등의 안전한 트랜스

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안전한 통신 채널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해커에 의한 상기한 장치로의 비인증 액세스의 가능

성(chance)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액세스 제어 정보는 암호화(cryptographic)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

호화된 형태로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 해싱 및 사이닝 오퍼레이션(cryptographic hashing and 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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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을 이용하여 상기한 액세스 정보에 대한 비인증 수정 또는 탬퍼링(tampering)을 탐지할 수도 있다. 암호화된 액

세스 정보는 장치(6)에 의해 수신되는 때에 해독된다. 암호화 해싱 및 사이닝 오퍼레이션을 이용한 경우, 수신된 액세스 제

어 정보의 탬퍼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기한 해시를 검증(verify)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장치(6)는 인증 정보를 암

호화할 수도 있고, 및/또는 암호화 해싱 및 사이닝 오퍼레이션을 이용하여 상기한 인증 정보를 서버(8)에 전송할 수도 있

다.

상기한 암호화(encryption)는 상기한 디렉토리 서비스(47)에 기억되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지만, 상기한 정보를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디렉토리 서비스(47)에 기억시켜 둘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한 액세스

정책 정보는 디렉토리 서비스(47)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기억되고, 인증자(48)에서 암호화된다. 서버(8)와 장치

(6) 사이의 통신을 위한 적정(propriety) 프로토콜 및 적정 안전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을 표준 프로토콜과 연계하여 사용하

는 것도 본 발명에서 고려될 수 있다.

상기한 장치(6)가 인증 서버(8)로부터 사용자 액세스 정책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액세스 컨트롤러(66)는 단계 S311로 진

행하여, 인증자(48)로부터 수신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한 장치(6)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및/또는 기능에 대

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판정한다. 다음은 복합 기능 네트워크형 주변 장치에서의 사용자 액세스 정책 정보의 예이다.

서비스 기능 정책

인쇄 B/W Y

컬러 Y

1일 할당량 150

스캔 B/W Y

컬러 N

해상도 L

1일 할당량 50

팩스 로컬 Y

장거리 N

해상도 H/L, L

1일 할당량 25

복사 B/W Y

컬러 N

해상도 H, H/L, L

1일 할당량 500

상기한 예에서, 사용자는 인쇄 서비스의 흑백 및 컬러 기능을 하루 최대 150매까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사용자

는 스캔 서비스를 저해상도에서 하루 흑백 50매까지 스캐닝할 수 있으며, 팩스 서비스는 장거리 전신을 통해 전송되지 않

는 한 하루 25매까지 중간 해상도 또는 저해상도로 전송할 수 있으며, 또한 복사 서비스는 모든 해상도에서 하루 500매의

흑백 복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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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312에서, 사용자는 판정된 액세스 레벨에 따라서 상기한 장치(6)의 서비스/기능에의 액세스가 허용된다. 이는 특정

사용자에 대해 취득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생성을 통하여 액세스 컨트롤러

(66)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장치(6)는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와 같은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 그러면 상기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가 장치(6) 상에 표시되어 서비스/

기능이 가상 키로서 I/O 유닛(76) 상에 나타나게 된다.

도 5 내지 도 9는 장치(6)와 워크업 사용자의 각 단계에서의 상호작용에 따른 UI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표시 화면(10)을 나

타낸 것이다.

도 5는 사용자가 장치(6)에 액세스를 시도하기 전의 UI를 나타낸 표시 화면의 스크린샷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장치는 잠

김 상태이며, 워크업 사용자의 로그인을 요구하고 있다.

도 6은 사용자가 장치(6)에 로그인하는 UI를 나타낸 표시 화면의 스크린샷이다. 도 6의 예에서, 사용자는 사용자명과 패스

워드를 제공하여 로그인하며, 이들은 안전한 방식으로 서버(8)에 전송된다.

도 7은 워크업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메뉴를 나타낸 표시 화면의 스크린샷이다. 화

면 상단의 버튼들 800은 가상 버튼(즉, 실제의 버튼이 아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이들은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장

치(6)의 서비스(즉, scanftp, logout, scopy)를 표현하고 있다. 상기한 버튼 800 아래 부분은 영역 701로서, "scopy" 서비

스에 대응하는 작업의 디스플레이이다. scopy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장치(6)를 이용하여 스캔 및 복사를 가능하게 한

다. 화면 우측편의 가상 버튼들 702는 이용가능한 기능(복사, 매수, 용지 선택)에 대응한다. 즉, 사용자는 버튼 702를 이용

하여 복사, 용지 매수 설정 및 용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스크롤 버튼 703을 이용하여 영역 701에 표시된 작업 리

스트를 스크롤할 수 있다.

도 8은 워크업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메뉴의 또 다른 일례를 나타낸 표시 화면의 스

크린샷이다. 도 8의 예에서, 영역 701은 장치(6)의 "Hold&Print" 서비스에 대응하며 "Hold&Print" 작업의 리스트를 제공

한다. 이 경우, 화면에는 장치(6)의 "Hold&Print", "Scan FTP", "Logout" 서비스에 대응하는 버튼들 800이 포함된다. 상

기한 "Hold&Print"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인쇄 작업을 저장하고, 장치(6)에서 저장된 작업의 인쇄를 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화면 우측편의 가상 버튼들 802는 이용가능한 기능(리스트의 업데이트, 인쇄 작업 및 작업 삭제)에 대응한다.

즉, 사용자는 버튼 802를 사용하여 리스트의 업데이트/리프레시 (update/refresh), 작업의 인쇄 또는 작업의 삭제를 할 수

있다. 스크롤 버튼 703은 사용자로 하여금 영역 701에 표시된 작업의 리스트를 스크롤하는 것을 허용한다.

도 9는 워크업 사용자가 장치(6)로부터 로그아웃하는 UI를 나타낸 표시 화면의 스크린샷이다. 도 8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화면에는 장치(6)의 "Scan FTP", "scopy" 및 "Logout" 서비스에 대응하는 버튼들 800이 포함된다.

UI가 "비인증" 선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들 선택을 디스에이블시켜 비인증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키들을 흐림

(gray-out)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용자는 바람직하기로는 터치 스크린을 통하여 I/O 유닛(76)에 표시된 비-흐림 처

리된 키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판정된 액세스 레벨에 따라서 장치(6)의 사용을 진행할 수 있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서,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장치에의 액세스를 관리 및/또는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형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주변 장치의 처리 단계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 S1001에서, 장치

(6)는 사용자가 인증 및 소정의 작업 요청 정보(예컨대, 도 6에 도시된 화면을 통하여 수신된 인증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사용자에 의해 상기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장치에서의 작업 개시는 진행되지 않는

다. 상기한 정보가 제공된 후라면, 사용자는 [예컨대, 도 7 내지 도 9에 도시된 화면을 통하여] 장치(6)의 서비스/기능을

이용하여 작업이 수행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장치(6)가 사용자의 작업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버(8)는 사용자의 인증

과 서버측 인증에 성공해야 하며, 장치(6)에서도 그 인증 패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계 S1002는 단계 S1001에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상기한 인증 및 소정의 작업 요청 정보가 인증자(48)에 전달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계 S1002에서 장치(6)로부터 서버(8)측에 정보가 전송되게 되면, 서버(8)측에서는 도 4a 및 4b의 단계

S303 내지 단계 S310이 수행된다. 인증자(48)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인증 정보를 디렉토리 서비스(47)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 정보와 비교 또는 테스트하며, 액세스 컨트롤러(49)에서는 액세스의 허용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장치

(6)에 전송한다. 인증과 관련하여, 액세스 컨트롤러(49)는 제공된 작업 요청 정보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 그 특정 작업의

액세스 허용여부를 판정하며, 만약 서버(8)측에 수신된 작업 요청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액세스 컨트롤러(49)는 장치

(6)의 임의의 서비스/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인증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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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1003에서, 장치(6)는 서버(8)로부터 결과를 대기한다. 단계 S1004에서, 사용자의 인증 성공 여부를 조사하며, 서버

(8)로부터 수신된 결과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인증자(48) 및 액세스 컨트롤러(49)로부터 각각 장치(6)의 서비스/기능에 대

해 소정의 액세스 레벨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상기한 인증 또는 허가 중 어느 하나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서버(8)는 장치(6)에 대하여 에러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용자가 인증/허가의 획득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버(8)로부터 수신된 에러 메시지는, 단계 S1005에서, 장치(6)에

의하여 처리되며, 예를 들어 장치(6)에 의해 "인증 실패" 또는 "액세스 거부" 메시지가 표시되어, 장치(6)의 서비스/기능에

의 사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한다. 서버(8)에서의 사용자의 인증/허가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단계 S1006에서 장치

(6)는 수신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장치(6)의 서비스/기능에의 사용자 액세스 레벨을 판정한다. 단계 S1007에서,

장치(6)는 판정된 액세스 레벨에 기초하여 상기한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메뉴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연산 기기(1)와 같은 워크스테이션을 통하여 원격 사용자가 장치(6)를 액세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격 사용

자가 장치(6)를 액세스하는 프로세스는 워크업 사용자의 경우와 상이하다. 다음의 예는 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장치(6)를

이용하여 작업의 인쇄를 행하고자 하는 원격 사용자와 워크스테이션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1. 사용자가 상기한 애플리케이션내로부터 인쇄 오퍼레이션을 개시한다.

2. 장치(6)가 인증자(48)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8)를 판정한다.

3. 인쇄 드라이버와 인증자(48) 사이에 안전한 파이프가 생성되어 이를 통하여 인증 정보가 서버(8)에 보내진다.

4. 워크스테이션 상의 장치 드라이버(54)가 서버(8)에 대하여 액세스 정책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전송한다. 상기한 요청은

사용자 및 장치(6)를 식별한다. 드라이버(54)는 또한 인증 정보와 이와 연계된 소정의 작업 요청 정보를 제공한다.

5. 인증자(48)에서 인증을 수행하고 액세스 컨트롤러(49)에서 허가를 행하며, 상기한 인증/허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치

(6)에 대하여 응답(예를 들어, "인증 실패" 또는 "액세스 거부" 메시지, 또는 액세스 정책 정보)을 전송한다.

6. 드라이버(54)는 수신한 액세스 정책 정보를 사용자가 제출(submit)한 작업과 함께 장치(6)에 전달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라 원격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형 주변 장치에의 액세스 관리 및/또는 제어를 위한 처리 단계의 흐름

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 S1101에서 사용자는 네트워크(7)에 로그인한다. 단계 S1102에서, 사용자가 작업 요청을 개시

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작업 요청이 개시되면, 단계 S1103에서 장치 드라이버(54)는 서버(8)로부터 상기한 사용자와

장치에 부합하는 액세스 정책 정보를 요청하고, 인증 및 작업 요청 정보를 서버(8)에 제공한다. 인증 정보는 시도-응답

(challenge-response) 메커니즘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용자의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단계 S1104에서, 서버(8), 즉 예컨대 서버(8)의 인증자(48) 및 액세스 컨트롤러(49)는 요청된 액세스 정책 정보를 제공하

기 전에, 상기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실시하며, 상기한 작업 요청에서 요청된 서비스/기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액세스 레벨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1105에서, 서버(8)는 상기한 인증 및 허가

중의 어느 하나가 성공적이지 못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그렇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메시지(예컨대, "인증 실패" 또

는 "인증 거부" 메시지)를 전송한다. 만약 인증 및 허가 양자가 성공적인 경우에는, 단계 S1108로 처리를 진행한다.

단계 S1108에서, 서버(8)는 액세스 정책 정보를 다시 드라이버에 전송한다. 단계 S1109에서, 드라이버가 상기한 액세스

정책 정보를 작업 요청과 함께 장치(6)에 전달하도록 한다. 단계 S1111에서, 장치(6)는 요청된 서비스/기능을 사용자의 액

세스 레벨과 비교 또는 테스트하여, 상기한 사용자의 요청이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에 합치(conform)하는지의 여부를 판정

한다.

사용자의 작업 요청이 사용자의 판정된 액세스 레벨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면, 단계 S1112에서 "액세스 거부" 조

건으로 되어 상기한 사용자의 작업 요청은 거부되게 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사용자의 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 거부" 조건

을 알리는 메시지가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단계 S1111에서의 조사 결과 사용자의 작업 요청이 사용자의 판정

된 액세스 레벨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단계 S1113에서 장치(6)는 상기한 판정된 액세스 레벨에 따라서 상기한 요

청 작업의 수행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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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장치(6)로의 액세스를 제어/관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계들의 전체 계략도를 제공한다. 도 12는 장치(6)의 관점을

도시한다. 즉, 도 12는 본 발명에 따라서 원격 사용자에 의한 장치로의 액세스를 관리 및/또는 제어하는 네트워크 주변 장

치를 위한 처리 단계들의 흐름도를 도시한다. 장치(6)에 원격적으로 전송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치(6)는 사용자

에 대한 액세스 정책 정보 및 요청된 서비스/기능 모두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용자에 의해 제출되는 작업은 요청된 서비스

/기능을 식별한다. 장치 드라이버(54)는 액세스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장치(6)에 전송되는 작업 스트립의 일부로서

서버(8)로부터 수신된다.

단계 S1201에서, 장치 드라이버(54)는 사용자의 작업을 장치(6)에 전송한다. 장치(6)는, 단계 S1202에 따라, 사용자의 액

세스 정책 정보가 작업 요청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한다. 사용자의 액세스 정책 정보가 작업 요청과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S1203은 에러 메시지가 드라이버(54)에 반송되도록 하여, 요청된 서비스/기능으

로의 사용자 액세스를 거부한다.

사용자의 액세스 정책 정보가 작업 요청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 S1204는 수신된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

하여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을 판정한다. 단계 S1204에서, 장치(6)는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에 대해 요청된 서비스/기능을

비교하고 테스트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자 요청이 사용

자의 소정 액세스 레벨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은 결과적으로 단계 S1206에 따라 드라이버(54)에 전송되는 에러 메시

지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사용자의 작업 요청을 거부한다. 단계 S1205에서의 요청이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작업 요청이 사

용자의 소정 액세스 레벨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으로 되는 경우에, 단계 S1207은 장치(6)가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일단 워크업 사용자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모든 기업 사용자들(즉, 워크업 및 원격 사용자들)이 서버(8)에 의해 인증되는 경

우에는, 서버(8)는 이들 사용자에게 액세스 정책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라 원격 사용자 또는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장치로의 액세스를 관리 및/또는 제어하는 서버의 처리 단

계들에 관한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 S1301에서, 서버(8)는 장치(6) 또는 드라이버(54)로부터 작업 요청 정보 및 인증과

함께 액세스 정책 요청을 대기한다. 단계 1302에서, 서버(8)에 위치된 인증자(48)는 디렉토리 서버(47)로부터 인증 정보

를 검색한다. 단계 1303에서, 검색된 정보는 단계 S1301을 따라 수신된 사용자 인증 정보에 대하여 비교되고 테스트된다.

단계 1304는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인증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한다. 사용자 인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단계 1305는 "인증 실패" 메시지가 서버(8)로부터 전송되도록 한다.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레벨이 단계 S1306을 통하여 액세스 정책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된다. 단계 S1308에서, 작

업 요청에 의해 요청되는 서비스/기능으로의 액세스에 대해 사용자가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이 행해지고, 사용자

액세스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단계 S1309는 "액세스 거부" 메시지가 서버(8)로부터 전송되도록 한다. 사용자가 장치(6)에

대한 충분한 액세스 레벨을 갖는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단계 S1310은 사용자의 액세스 정책 정보가 서버(8)로부터 전송

되도록 한다.

서버(8)는 장치(6), 연산 기기(1) 또는 이 양자 모두에 대하여 국지적으로(locally) 위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7)

가 인터넷인 경우에, 서버(8)는 연산 기기(1) 또는 이 양자 모두에 대하여 원격적으로(remotely) 위치될 수 있다. 서버(8)

가 국지적으로 위치되는 경우에도, 서버(8)로부터 수신되는 액세스 정책 정보가 신뢰될 수 있는 신뢰성있는 아키텍처를 사

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2001년 12월 5일자의 미국특허출원 제10/017,438호의 부분 연속 출원인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현재 고려되는

것들과 관련하여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은 상술된 것들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반면,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의 사상과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변형 및 동등물을 커버하고자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기업 사용자 인증과 비기업 사용자 인증 모두를 제공하는 집중형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비기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서비스 및/또는 기능으로의 액세스를 통제하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수준에서의

장치/자원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특권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장치에서의 사용자 인증에 기초하여 장치에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 및/또는 기능에 대한 비

기업 사용자의 비인증 상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워크업 사용자와 원격 사용자들 모두에 대해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 관리를 중앙집중화된 레벨(centralized level)로 제공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58024

- 16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구현하는 대표적 하드웨어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도 1에 도시된 컴퓨터의 내부 아키텍처를 나타내는 상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 및/또는 제어에 사용되는 구성부품들의 개요를 나타내

는 블록도.

도 4a와 도 4b로 이루어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 및/

또는 제어 처리 단계의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한 장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장치에 대한 워크업 사용자 로그인에 앞선 단계에서의 UI를 나

타내는 도면.

도 6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한 장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워크업 사용자가 장치에 로그인하는 UI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한 장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워크업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메뉴(customized service menu)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한 장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워크업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기능에 대응하는 또 다른

맞춤형 서비스 메뉴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한 장면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워크업 사용자가 장치로부터 로그아웃하게될 UI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장치로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 및/또는 제어를 위해 액세스 제어 정보에 기초

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의 처리 단계의 흐름도.

도 11a와 도 11b로 이루어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 및/

또는 제어를 위한 처리 단계의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세스에 대한 관리 및/또는 제어를 위한 주변 장치의

처리 단계의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

도 13a와 도 13b로 이루어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원격 사용자 또는 워크업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주변 장치로의 액

세스에 대한 관리 및/또는 제어를 위한 서버의 처리 단계의 흐름을 예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연산 기기

3 : 고정 디스크

6 : 네트워크 주변 장치

7 : 기업 네트워크

8 : 서버

20 :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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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2 : 키보드 인터페이스

23 :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24 : CD-ROM 인터페이스

26 :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27 : 마우스 인터페이스

28 : 플로피디스크 인터페이스

29 : ROM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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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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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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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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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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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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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658024

- 24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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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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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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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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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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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등록특허 10-0658024

- 30 -



도면12

등록특허 10-0658024

- 31 -



도면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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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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