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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신 장치(예를 들면, 팩스 장치)(제 1 도)는 비제한 부분(예를 들면, 헤더)과 제한 부분(예를 들면, 메시지의 주요부
분)을 가지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보안 메시지 전송을 제공한다. 비제한 부분은 항상 수신 장치에서 출력된다. 그러
나, 비제한 부분에 대한 액세스는 단지 사용자(예를 들면, 메시지 수신자)로부터 사전결정된 정보의 수신에만 응답하여 
제공된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 스마트 카드를 수신 장치로 삽입한 후에 패스워드의 사용 혹은 PIN 로드의 사용을 포
함할 수 있다. 제한 부분이 암호화되는 경우, 사용자는 암호해독 키를 제공하여 수신 장치가 제한 메시지를 암호해독하
도록 해야 하거나 혹은 그의/그녀의 스마트 카드가 제한메시지의 실제적인 암호해독을 수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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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 시스템 및 팩시밀리 장치의 블럭도,

제 2 도는 보안 팩시밀리 메시지의 전송 절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제 3A 내지 3B 도는 보안 수신 팩시밀리 장치에 대한 일련의 동작을 기술하는 흐름도,

제 4 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테이블 및 메시지를 도시하는 도면,

제 5 도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의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팩스 장치 104 : 네트워크 제어 장치

110 : 통신 장치 120 : 제어 장치

170 :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175 : 스마트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장치(communication apparatuses)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안(secure) 통신 장치 및 메시지를 통신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팩시밀리 기계는 많은 사무실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팩시밀리 기계는 그들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각종 특징을 제공한다. 종래 기술의 팩시밀리 기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취인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수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수신된 팩시밀리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므로,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팩시밀리 
정보를 수신하였을 경우에 보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1993년 3월 2일에 지. 에스. 랑(G. S. Lang)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5,191,611 호에는 저장매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함으로써 저장매체상의 물질을 보호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특히, 저장매체는 섹터(sectors)들로 분
할되고, 각 섹터는 특정의 사용자에게 할당된다. 적절한 신호 열이 실행될 때에만 저장매체의 그 섹터를 액세스할 수 있
다. 특히. 랑(Lang)은 사용자가 저장매체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로서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사용하
려고 했다. 스마트 카드는 암호화 키(encryption key)와 처리능력을 포함하고, 이러한 암호화키와 처리능력이 결합되
어 저장매체를 보호하는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한다.
    

    
상기 참조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랑(Lang)은 보안 컴퓨터화 팩스(secure computerized fax: SCFAX) 전송을 

 - 2 -



등록특허 10-0361388

 
위한 팩시밀리 장치(제 6 도)를 개시하고 있다. 전송자는 전송될 메시지/문서(message/document)를 로드(load)하고, 
전송자의 스마트 카드에 진입하고, 그리고, 수신자의 어드레스에 진입한다. 수신자의 팩스는 수신자의 신원(identity)
을 통보받고, 이 팩스 기계는 적절한 저장매체 섹터에 정보를 저장한다. 전술한 설명에 따라, 특정 섹터에 팩스 데이터
를 저장함으로써 적절한 전송이 보장된다.
    

더욱 개선된 보안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그자체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암호화 키, 혹은 수신자의 공용 키(public ke
y)에 의해 암호화된다. 스마트 카드와 전송 팩스 기계를 인터페이스(interface)하는 전송자에 의해 암호화가 수행된다.

    
랑(Lang) 방식의 문제점은, 수신자 팩스 기계가 사전에 비밀 팩스(confidential fax)를 수신할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
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사람과 연관된 메모리 섹터에 팩스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반대의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개인 사무실에 위치되어 있어 개인에게로 팩스를 통신하는 팩스 기계는 이 팩스 기계를 액세
스하려는 다른 사람이 없으므로 향상된 신뢰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로, 공개되거나 혹은 " 반공개된" 팩스 기
계는 향상된 신뢰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팩스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의 신원을 사전에 알 
수 없을 것이다.
    

    
본 발명은 메시지 전송 부분(예를 들어, 헤더 메시지(header message))에 대한 비제한 액세스(unrestrcted access)
를 제공하고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향상된 신뢰성을 가지는 메시지 
통신(예를 들어, 팩스 문서)을 제공한다. 메시지의 비제한 부분은 메시지 수신자를 식별하고 메시지의 제한 부분의 존
재를 표시한다. 제한된 부분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예시하는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다음 방안, 즉 수신 장치에 패스
워드(password)를 제공하고, (이전에 전송자가 제한된 부분은 암호화했을 때) 적절한 키를 사용하여 제한된 부분을 
암호해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두 해결방안에 있어서, 수신자의 장치가 처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 처
리능력은 장치내의 프로세서(processor)에 의해, 혹은 보다 높은 보안을 원할 경우에는 수신자가 가진 스마트 카드에 
의해 제공된다.
    

일 구성에 있어서, 수신된 메시지의(예정된 수신자를 식별하는) 헤더 메시지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제한되며, 
메시지의 예정된 수신자의 공용 키, KRP , 혹은, 전송자의 전용 키 혹은 비밀 키(private or secret key), K SS 를 사용
하여 선택적으로 암호화된다. 출력되는 헤더 메시지 부분은 제한된(암호화되지 않거나 혹은 암호화된) 메시지의 수신
을 수신자(및 알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제한된 메시지에 대한 액세스(그리고, 필요하다면 암호해독하는)
는 1) 수신자가 로그인(login) 및 패스워드 처리를 완료하거나, 혹은 2) 수신자가 그의/그녀의 스마트 카드를 장치로 
삽입하고 장치에 의해 인증되는 개인 보안 코드를 기입한 후에 이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수신자는 
다수의 수신하여 저장한 암호화 메시지중의 하나가 암호해독되어 출력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메시지 전송자가 스마트 카드를 삽입하고 스마트 카드내의 " 어드레스 북(address book)" 을 액세스
하도록 한다. 전송 장치는 전송자의 스마트 카드로부터 얻은 어드레스 리스트(이름 및 번호)를 디스플레이하고, 전송자
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신자(및 각종 암호화 키)를 전송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전송자의 메시지는 수신자의 
공용 키 KRP 혹은 전송자 전용 키 KSS 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수신자의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은 팩시밀리(fax) 장치(제 1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기술되지만, 통상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장치에도 용이하게 적용되어, 음성(voice), 텍스트(text), 팩스, 그래픽 혹은 비디오 메시지가 전송자와 수신자 위치간
에 전송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 1 도에는 기능요소(101, 191)를 통하여 전화 스위치 네트워크(190)와 연결되는 2 개의 팩시밀리 장치(100)를 포
함하는 예시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1 도에는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팩시밀리 
장치(100)의 실시예에 대한 예시적인 블럭도가 도시된다. 도면에 있어서, 네트워크 제어 장치(Network Control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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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CU)(104)는 잘 알려진 방식으로 전화 스위치 네트워크(190)에 팩시밀리 장치를 연결하는 기능요소(101)에 대
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제어한다. 기능요소(101)는 각각이 팩시밀리 메시지를 전송 및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하
나의 이중화 기능요소(duplex facility)이거나, 혹은 팩시밀리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요소와 팩시밀리 메
시지상에 다이얼-아웃(dial-out)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기능요소로된 2개의 단신 기능요소(simplex facility)(102, 
103)일 수 있다. NCU(104)는 팩시밀리 기계(100)와 네트워크(190)사이에서, 전화(105)를 통한 시그널링(signali
ng) 및 음성 통신과, 통신 장치(110)및 제어장치(120)를 통한 시그널링 및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제어 장치(120)는 전반적인 팩시밀리 장치(100)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 장치(120)는 프로그램 제어하에 동작하여, 
NCU(104), 통신 장치(110), 오퍼레이터 패널(operator panel)(140), 출력 장치(150) 및 입력 혹은 스캐닝 장치(
160)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 장치(120)는 본 발명의 표준 팩시밀리 기능 및 각종 특징 및 기능들(제 2 및 3 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과 제 4 도의 데이터 테이블을 저장하는 RAM(122) 및 ROM(123)과 마이크로 컴퓨터(1
21)를 포함한다.
    

통신 장치(110)는 이미지 신호를 변조 및 복조하기 위한 모뎀(modem)과, 이미지 신호를 복호하(decoding) 및 부호
화(encoding)하기 위한 디코더/인코더를 포함한다. 또한, 이 장치는 이중 톤 다중 주파수(Dual Tone Multi Frequen
cy: DTMF)와, 출력 호출을 다이얼하는데 사용되는 다이얼 펄스 발생기(111)를 포함한다.

오퍼레이터 패널(140)은 사용자가 팩시밀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팩시밀리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버튼(141)(예를 들면, 송신 버튼), 혹은 스위치와, 디스플레이(142)를 포함한다.

    
출력 장치(150)는 전형적으로, 팩시 밀리 장치에 합체되는 프린터이고, 잘알려진 방식으로 이용되며 수신된 팩시밀리 
메시지의 하드카피(hard copy)를 생성한다. 입력 혹은 스캐닝 장치(160)는 팩시밀리 장치로 전송될 문서 이미지를 공
지된 방식으로 판독하는데 사용된다.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혹은 판독기)(170)는 본 발명에서 각종 스마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스마트 카드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가 팩시밀리 장치(100)로부터 그의/그녀의 팩스 메
시지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스마트 카드(175) 및 인터페이스(170)는 본 발명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적
합한, 잘 알려진 AT& T 스마트 카드 컴퓨터 보안 시스템(Computer Security System: CSS)일 수 있다. AT& T C
SS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user authentification system)으로서, 사용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호출하고, 스
마트 카드는 시스템으로부터의 동적인 도전에 응답하여, 스마트 카드의 신빙성(authentificity)을 확인한다. 그 다음, 
사용자는 사용자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PIN 코드를 기입한다. 단지 스마트 카드 및 사용자 신원이 인증될 
때에만,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된다.
    

    
제 5 도에는 스마트 카드(175)의 블럭도가 예시되어 있다. 스마트 카드(175)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170)와 통신
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접점 인터페이스(contactless interface)(501)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502)는 인터페
이스(501) 및 메모리 장치(503)로 연결되어, 스마트 카드(175)의 동작을 제어한다. 메모리 장치(503)는 본 발명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해독 프로그램(506) 및 테이블(507), 그리고, 전술한 CSS 인증 기능(505)을 구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502)는 스마트 카드(175)를 제어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메시지 수신, 
암호해독 및 전송, 그리고, 데이터 조작, 카드 인증을 수행한다.
    

제 1 도에 도시된 전술한 팩시밀리 장치(100)의 동작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더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들 장치의 동작이 본 발명에 따라 수정될시에는, 그 장치의 동작을 보다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의 도
면 및 설명을 가이드(guide)로 사용하여, 팩시밀리 장치의 다른 특징 및 동작과 적절히 연계하도록, 본 발명의 동작이 
하드웨어 및 팩시밀리 장치의 프로그램 제어 구조로 집적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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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에서는 보안 팩시밀리 메시지의 전송을 설명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제 1 및 2 도를 함께 참조하여, 전송
모드에서의 팩시밀리 장치(1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단계(201)에서 절차가 시자된다. 단계(203)에서, 전송자는 그의 
혹은 그녀의 스마트 카드(175)를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170)로 삽입한다. 단계(203)에서 팩시밀리 장치는 예시적
인 AT& T CSS 배치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전송자의 스마트 카드를 인증한다. 단계(205)에서, 전송자는 PIN 코드를 
입력하고, 팩시밀리 장치는 전송자의 신원을 인증한다. 스마트 카드 및 전송자 신원이 인증되면, 단계(207)에서, 팩시
밀리 장치는 전송자의 스마트 카드를 액세스하고 어드레스 북(제 4 도의 테이블(401))을 디스플레이(142)상에 디스
플레이한다. 테이블(401)은 수신자의 이름, 팩시밀리 번호, 전화번호 및 공용 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단계(209)에서, 
테이블(401)의 크기가 디스플레이(142)의 디스플레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211)에서, 시스템은 전송자가 디
스플레이(142)를 어드레스 리스트의 다음 필드 혹은 다음 페이지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단계(213)에서, 전송자는 팩시밀리 메시지를 전송할 수신자를 선택한다. 단계(215)에서, 팩시밀리 장치(100)는 선택
된 수신자 식별자를 사용하여, 전송자의 스마트 카드(175)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디스플레이한다(테이블(401)). 단계
(217)에서, 전송자는 테이블(401)의 데이터를 부가 혹은 변경할 기회를 가진다. 단계(219)에서, 전송자는 테이블(4
01)의 데이터를 부가 혹은 변경한다. 단계(221)에서, 전송자는 문서 혹은 메시지를 팩스 장치로 입력하고, 적절하다면 
(전송되는 팩스 메시지의 주요부분(body)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제한 플래그 및 암호화 플래
그를 설정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다.
    

본 발명에 따라, 단계(223)에서, 메시지의 주요부분은 제한적(제한 플래그 1) 혹은 비제한적(제한 플래그 0)으로 전
송될 수 있는 반면, 메시지의 헤더부(header portion)는 비제한적으로 전송된다. 또한, 제한된 메시지는 암호화되거나
(암호화 플래그 1) 혹은 암호화되지 않은(암호화 플래그 0)채 전송될 수 있다. 또한, 암호화 메시지는 두개의 상이한 
방식, 예를 들면, 수신자의 공용 키 K RP (KRP 암호화 플래그 1)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송자의 전용 키 KSS (KSS 암호화 
키 1)를 사용하여 암호화될 수 있다. 실제 암호화 키 K RP 와 KSS 는 테이블(401) 및 테이블(402)로부터 각각 얻어진
다. 제한 및 암호화 플래그는 헤더 메시지의 일부로서 전송된다(테이블(403)을 참조).

(403)을 참조하면, 수신자의 이름 및 팩시밀리 번호, 날짜/시간, 전송자의 이름 및 팩시밀리 번호, 전송자의 공용 키(
KSP ), 메시지 식별 번호, 제한 플래그, 수신자의 공용 키 암호화 플래그(K RP ), 그리고, 전송자의 전용 키 암호화 플래
그(KSS )와 같은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헤더 메시지가 도시되어 있다. 전송자 및 수신자에게만 단지 알려진 다른 특
수 수신자 패스워드(특수 패스워드)가 헤더 메시지의 일부로서 수신중인 팩스 장치로 전송되고, 수신자 테이블(410)
에 다른 데이터로서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테이블(404)에 출력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수 패스워드는 
수신자에게 메시지의 제한된 일부를 출력하기 전에, 수신자의 신원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계(224)에서, 제한 플래그가 세트(set)인지의 여부가 판정된다. 제한 플래그가 세트가 아닌 경우, 단계(229)에서 
문서 혹은 메시지가 암호화되지 않은채 전송된다. 단계(224)에서, 제한 플래그가 세트인 경우, 단계(225)에서, 암호화 
플래그의 세트 여부가 판정된다. 암호화 플래그가 세트가 아닌 경우, 단계(229)에서, 전송자의 문서 혹은 메시지가 암
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된다. KRP 혹은 KSS 플래그가 세트인 경우, 단계(227)에서, 헤더 메시지는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전송되고, 문서 혹은 메시지의 주요부분은 적절한 수신자의 공용 키 KRP 혹은 전송자의 전용키 KSS 를 사용하여 암호
화되어 전송된다. 문서 혹은 메시지가 암호화될 경우, 랜덤 시퀀스 데이터 비트(random sequence of data bits)와 같
은 기능 요소를 통해, 수신하는 팩스 장치 또는 기능 요소를 감시하는 장치로 전송된다. 차후의 단락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랜덤 시퀀스 데이터 비트는 단지 적절한 키가 사용될 때에만 암호화될 수 있다.

    
제 1 및 3A 도를 함께 참조하여, 수신 모드에서의 팩시밀리 장치(1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단계(301)에서, 팩시밀리 
메시지가 수신된다. 테이블(401)에는 팩스 장치(100)에서 디스플레이되거나 혹은 인쇄되는 헤더 메시지의 리스트가 
도시되어 있다. 각 헤더 메시지는 팩스 장치(100)가 수신하는 팩스 메시지 혹은 문서와 관련이 있다. 단계(303)에서는, 
(헤더 메시지의 제한 비트를 검사함으로써) 수신된 팩스 메시지, 예를 들면, (405)가 제한부를 가지는 지의 여부를 판
정한다. 제한부(예를 들면, 메시지(407))가 없는 경우, 단계(305)에서 팩스 장치는 프린터 출력 장치(150)가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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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프린터 장치(150)가 사용중이 아니라면, 단계(307)에서 테이블(404)의 헤더 메시지와 
팩시밀리 메시지가 출력된다. 그러나, 프린터 장치(150)가 사용중이라면, 단계(309)에서 팩스 장치(100)는 팩시밀리 
메시지를 저장한다. 그후, 단계(311)에서, 팩시밀리 장치는 프린터(150)가 사용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프린터(1
50)가 사용중인 경우, 프린터 장치(150)가 더이상 사용중이 아닐 때까지 단계(311)로 되돌아가고, 단계(313)에서 메
시지가 출력된다.
    

    
단계(303)로 되돌아가서, 수신된 메시지가 (메시지(405, 406 혹은 408)와 같이) 제한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단계
(325)에서 제한된 메시지는 메모리(RAM(122))에 저장되고, 테이블(404)의 적절한 헤더 메시지와 관련된다. 단계(
327)에서, 프린터 장치가 사용중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프린터 장치(150)가 사용중이 아닌 경우, 단계(329)에서 장
치는 헤더 메시지를 출력하고/하거나 테이블(404)에 예시된 형태로 디스플레이한다. 제 3B 도에서, 단계(331)에서 사
용자 혹은 수신자는 그의/그녀의 스마트 카드(175)를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170)로 삽입하고, 오퍼레이터 패널(1
40)을 통하여 그의/그녀의 PIN 번호를 입력한다. (후속 설명은 팩스 장치의 사용자로서의 수신자를 기술하지만, 수신
자의 로그인 및 패스워드를 알거나 혹은 수신자의 스마트 카드 및 PIN 번호를 가지는 사용자가 또한 팩스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다.) 수신자가 적절하게 그의/그녀의 스마트 카드를 삽입하고 적절한 PIN 번호를 입력한 경우, 단계(339)에서 
스마트 카드 및 PIN의 유효성(validity)이 판정된다. (이것은 팩시밀리 장치(100) 및 스마트 카드(175)에 저장된 인
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취된다.) 스마트 카드 및 PIN 번호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 단계(337)에서 동작은 종료된다. 
스마트 카드 및 PIN 번호가 유효한 경우, 제어는 단계(341)로 진행된다.
    

테이블(404)의 각 헤더 메시지(405 내지 408)는 모든 데이터 필드의 엔트리(entry)를 포함할 수 있다. 테이블(40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이한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된 다수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 오퍼레이터 패널(140)은 수신자가 
테이블(404)에 리스트된 다수의 메시지로부터의 출력에 대한 그의/그녀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을 포
함한다. 단계(341)에서, 수신자는 그/그녀가 다수의 메시지를 가지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수신자가 다수의 메시지
를 가지지 않는 경우, 제어는 단계(344)로 넘어가고, 이와 달리, 수신자가 다수의 메시지를 가지는 경우, 제어는 단계
(343)로 넘어간다. 단계(343)에서, 수신자는 출력할 그의/그녀의 수신된 메시지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계(344)에서, 
팩스 장치(100)는 수신 메시지가 수신자의 공용 키 K RP 를 사용하여 (즉, KRP 플래그의 상태를 검사함으로써) 암호화
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테이블(404)에서의 메시지(403)와 같이)선택된 메시지가 키 K RP 를 사용하여 암호화되
는 경우, 제어는 단계(345)로 넘어간다. 단계(345)에서, 선택된 메시지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170)를 통하여 스
마트 카드(175)로 출력된다.

(제 3 및 5 도를 함께 참조하면) 예시적으로, 스마트 카드(175)는 무접점 인터페이스(501)를 통하여 암호화된 메시지
를 수신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502)는 메모리(503)로부터 수신자 전용 혹은 비밀 키 K RS 를 얻고, 키 KRS 를 사용하
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호해독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수신자의 공용 키 KRP 는 전송될 팩시밀리 메시지를 암호화하
는데 사용되었다. 키 KRP 및 KRS 는 서로 상반 관계(inverse)인 암호화 기능을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메시지가 
키 KRP 의 암호화 함수에 의해 암호화될 때, 랜덤 시퀀스가 발생된다. 암호해독 함수 K RS 가 함수 KRP 를 사용하여 암
호화된 메시지에 적용될 때, 원래의 메시지가 발생된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K RS x KRP (원래 메시지) = 원래의 메시
지이다. 이러한 암호화 배치는 에이. 알. 코엔그(A. R. Koeng)에 의해 1986년 3월 20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590,
470 호에 개시되어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전송자의 전용 키 K SS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는 단지 전송자의 공용 
키 KRP 를 사용하여 암호해독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347)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502)가 수신자의 공용 키 K RP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에 키 KRS 를 
적용하면, 결과적인 암호해독된 메시지는 전송자가 전송한 원래의 메시지이다. 그후, 단계(349)에서, 수신자의 스마트 
카트(175)는 암호해독된 메시지를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170)를 통하여 팩스 장치(100)로 출력한다. 단계(351)에
서, 팩시밀리 장치(100)는 프린터 장치(150)를 통하여 암호해독된 메시지를 출력한다. 단계(353)에서, 수신자는 수
신자에 대한 부가적인 메시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부가적인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어는 단계(343)로 복
귀되고, 부가적인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 수신 모드는 단계(355)에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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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44)로 되돌아가서, K RP 플래그가 세트가 아닌 경우, 단계(381)가 수행된다. 단계(381)에서 팩스 장치(100)는 
선택된 메시지가 전송자의 전용 키 KSS 를 사용하여(KSS 플래그가 테이블(404)의 선택된 헤더 메시지에서 세트인지를 
검사함으로써) 암호화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테이블(404)의 메시지(405)와 같이) 암호화된 것인 경우, 단계
(382)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스마트 카드(175)로 출력된다. 단계(383)에서, 스마트 카드(175)는 전송자의 공용 키 
KSP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호해독하여 원래의 메시지를 얻는다. 단계(384)에서, 스마트 카드(175)는 암호
해독된 메시지를 팩스 장치(100)로 출력한다. 그후, 상술한 바와 같이 단계(351)에서 팩스 장치(100)는 암호화된 메
시지를 출력한다.

단계(381)로 되돌아가서, K SS 플래그가 세트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K RP 및 KSS 플래그가 세트가 아닌 테이블(40
4)의 메시지(408) 와 같이) 팩스 메시지의 제한 부분이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제어는 단계(363)로 복귀된다. 단계(3
63)에서, 팩스 장치는 메시지의 암호화되지 않은 제한 부분을 프린터(150)를 통해 출력한다. 단계(364)에서 더이상의 
메시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더이상의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제어는 단계(330)로 복귀된다. 더이상의 메시
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신 절차는 단계(365)에서 종료된다.

    
단계(331)로 되돌아가서, 수신자가 스마트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304)를 수행한다. 단계(334)에서 수
신자는 그의 로그인, 패스워드 및 (적절하다면 메시지(403)의 특수 패스워드와 같은)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로그인 및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단계(335)에서 팩스 장치(100)는 타임아웃(time out)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타임아웃하지 않는 경우, 제어는 단계(331)로 복귀된다. 타임아웃이 발생되는 경우, 단계(337)
에서 팩스 장치(100)는 동작을 종료한다. 종료후에, 팩스 장치(100)는 각 수신자마다 이전에 수신된 메시지를 식별하
기 위하여 테이블(404)의 헤더 메시지를 계속 디스플레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수신자는 언제라도 검색
하기 위하여 그의/그녀의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331)는 단계(329)로 즉시 후속할 필요는 없다.
    

단계(334)에서, 수신자의 로그인 및 패스워드(및 사용된다면, 선택적으로 다른 특수 패스워드)를 테이블(410)에 기입
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수신자의 로그인 및 패스워드를 검사한다.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단계(360)에서 수신자는 다수
의 메시지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단지 하나의 메시지만이 존재하는 경우, 단계(362)가 수행된다. 다수의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361)에서 수신자는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하고, 단계(362)에서는 제한 메시지가 암호화
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사용자는 메시지를 암호해독하기 위하여 단지 전송자의 공용키 KSP 만을 입력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하여, 메시지가 전송자의 전용 키 KSS 를 사용하여 암호화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제한된 메시지가 수신자의 
공용 키 KRP 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경우, 수신자는 그의/그녀의 전용 키 K RS 를 장치(100)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수신자에 대한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다.)

단계(362)로 되돌아가서 K SS 플래그가 세트인 경우, 단계(372)에서 수신자는 전송자의 공용 키 K SP 를 입력한다. 단
계(373)에서, 팩스 장치(100)는 키 K SP 를 사용하여 제한된 메시지를 암호해독하여, 원래의 메시지를 얻는다. 즉, K

SP x KSS (메시지) = 전송자가 전송한 원래의 메시지이다. 이후, 단계(363)에서 펙스 장치(100)는 프린터 장치(150)
를 통하여 암호해독된 제한된 메시지를 출력한다. 보다 많은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단계(364)에서 제어를 단계(36
1)로 복귀시킨다. 더이상의 메시지가 없는 경우, 수신 모드는 종료된다.

단계(362)로 되돌아가서, K SS 가 세트가 아닌 경우에는 메시지를 암호해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계(363)에서 팩
스 장치(100)는 메시지의 제한된 부분을 출력한다. 처리는 상술한 방식대로 단계(363)로부터 속행된다.

전술한 내용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다른 장
치 및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능요소(facility)를 통하여 전송자의 메시지(message)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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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한 부분(unrestricted portion)과 제한된 암호화 부분(restricted encrypted portion)을 포함하는 상기 메시지
를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수단(301)과,

상기 수신한 메시지의 비제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출력하기 위한 제 1 출력수단(150, 329) 상기 비제한 부분은 상기 제
한된 부분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암화화 키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함 - 과,

상기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사전결정된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메시지의 암호해독된 제한된 부분을 상기 사용자에게 출
력하는 제 2 출력 수단(150, 351)과,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수단(smart card interface means)(501)- 상기 사전결정된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 카드
가 상기 인터페이스로 삽입된 후에 입력되는 사용자-입력 개인 식별 번호(user-entered personal identification n
umber: PIN)(331)를 포함함- 과,

    
상기 수신한 사용자-입력 개인 식별 번호(PIN)에 응답하여, 상기 스마트 카드에 의해 상기 제한된 암호화 부분을 암호
해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상기 암호화키 식별 정보 및 상기 제한된 암호화 부분을 상기 스마트 카드에 출력하도록 상
기 인터페이스 수단을 인에이블링(enabling)하는 수단(345)- 상기 인터페이스 수단은 상기 스마트 카드로부터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암호해독된 제한된 부분을 수신하고, 상기 제 2 출력 수단을 통하여 출력함- 을 포함하는 통
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제한 부분은 상기 제한된 부분이 암호화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비제한 부분은 상기 제한된 부분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의 유형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장
치.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다수의 메시지가 수신되고,

상기 비제한 부분은 각 수신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 식별자(recipient identification)를 포함하고,

상기 사전결정된 정보는 상기 사용자에게로 출력될 상기 다수의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팩스 장치인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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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장치인 통신 장치.

청구항 7.

기능요소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통신 장치에 있어서,

메시지로서 전송될 제 1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제 1 입력 수단과,

상기 메시지 전송이 예정된 수신자로 제한되도록 요청하고, 상기 메시지가 다수의 사전결정된 암화화 키로부터 선택된 
사용자-선택(user-selected) 암호화 키를 사용하어 암호화되도록 요청하는 제 2 사용자 입력을 수신하는 제 2 입력 
수단과,

상기 제 2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여, 비제한 부분과 제한된 부분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 상기 비제한 부분
은 수신 위치에서의 수신자에게 출력되도록 배열되어, 예정된 수신자와, 상기 제한된 부분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된 상기 
사용자-선택 암호화 키를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암호화 플래그(encrytion flags)를 식별함- 을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선택 암호화 키는 상기 하나 이상의 암호화 플래그에 의해 표시되는 상기 예정된 수신자의 공용 키(publ
ic key) K RP 인 통신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선택 암호화 키는 상기 하나 이상의 암호화 플래그에 의해 표시되는 사용자의 전용 키(private key) K S

S 인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2 사용자 입력은 상기 인터페이스로 삽입되는 스마트 카드로부터 수신된 수신자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의 상기 비제한 부분의 일부로서 사용자의 공용 키가 전송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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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그 내부로 삽입된 스마트 카드의 어드레스 북(address book)을 디스플레이하는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상기 어드
레스 북은 상기 사용자에 의해 상기 의도된 수신자를 선택하는데 사용됨- 를 더 포함하는 통신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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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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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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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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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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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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