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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상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한 개인 또는 그룹 구성원의 여러 데이터 
통신장비의 데이터를 동기화(synchronization)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동기화할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동기화 서버에는 각 사용자가 통신장비를 통하여 암호화하여 업로드한 데이터(암호
화된 메시지원문과 그 원문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저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 데
이터를 통신장비로 전송한다. 통신장비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갱신할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 새로운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암호화하고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한다.

이로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관리자)에게 조차도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상태에서, 개인정보와 같은 여
러 데이터가 일괄 저장·관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유한 여러 통신장비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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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인터넷, 보안, 통신장비, 데이터, 동기화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2는 도 1의 동기화 서버의 구성을 기능모듈별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중 동기화가 클라이언트측(통신장비 사용자측)
에서 일어나는 제 1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중 동기화가 서버측에서 일어나는 제 2 방법
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 중 제 3 방법이 수행되는 흐름을 도시하는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한 형식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의 각 단계에서 데이터(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어
떻게 변환되는 지를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 보안방법 및 그를 이용한 데이터통합관리와 동기화방법, 더 상세하게는 서버와 클라
이언트 사이에 교류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암호화함으로써 권한없는 자가 서버내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
도록 하는 데이터 보안방법과, 그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유저 그룹의 여러 데이터 통신 기기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를 인
터넷의 웹서버에서 개인 또는 유저 그룹별로 통합 관리하고 동기화하여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개인용 컴퓨터(PC)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PDA, 핸드헬드 PC(Handheld PC; H/PC), PCS 등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들 또한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데이터 통신 장비들은 다른 데이터 통신 장비들과 
전자메일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도, 주소록, 전화번호부, 일정관리, 달력과 같은 개인
정보 스케줄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PC 및 데이터 통신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한 개인이 여러가지의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통
신장비들 사이의 정보교환이 없기 때문에, 한 장비의 데이터가 갱신된 경우 다른 기기의 동일 종류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음으로서 한 개인이 소유하는 장비들 사이의 정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
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통신기기의 저변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 통신 장비(PC, PDA, PCS, H/PC 등) 사이의 정보의 통일화, 즉 데이터의 동기화(Synchroniz
ation of Data)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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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 동기를 위하여, 지금까지 상용화된 무선 데이터 통신기기의 경우에는 PC에 저장된 데이터와 동기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변환용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두 장비 중 어느 하나이상에 설치한 상태에서 PC의 시
리얼포트에 무선 데이터 통신기기를 연결하고(Cradle connection), 전술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데이터의 
갱신에 의한 동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서버를 이용한 데이터 동기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제2000-0039327호 한국특허출원에서는 이
와 관련된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장비의 정보 통합 관리 및 공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인터
넷 서버에 각 회원이 동기화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와 동기화 하고자 하는 데이터(대상) 정보를 설정하여 두고, 
해당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업로드 하면, 서버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또는 선택된) 
장비로 갱신된 데이터를 전송·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동기화를 달성한다.
    

이러한 데이터 동기화방법은 데이터의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서버가 관리하는 회원(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그
대로 서버 운영자 및 관련된 자에게 공개되므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이러한 동기화 서
비스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서버에 저장되고 각 통신장비로 전송·동기화되는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회원개인 
또는 그룹) 이외에는 서버 관리자라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암호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암호화 방법이 요구하는 기
능으로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밀성(confidentiality)과, 정보를 보내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Authentication)과, 전달 중간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무결성(Integrity), 정보제공자가 정보제
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인방지(Non-repudiation)가 있으며, 이중 필요에 따라 선택된 기능들을 구
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구비하는 종래의 암호화 방식으로 기밀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 "키(key)"를 이용한 암호화 방
식이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키 기반 암호화 방법은 크게 하나의 비밀키(secret key)를 이용하는 대칭형 알
고리즘(Symmetric algorithm)과 공개키(public)-개인키(private key) 조합을 이용하는 공개키 알고리즘(Public-
key algorithm, Asymmetric algorithm)으로 대별된다. 또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정보의 변경여부(무결성)
나 보낸 사람을 확인(인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Message Digest)방법이 있다.
    

    
대칭형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로부터 복호화 키를 계산해낼 수 있거나, 반대로 복호화 키로부터 암호화 키를 계산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통상 비밀키라고 하는 하나의 키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모두 수행한다 . 정보를 보내는 자는 
정보(메시지)를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변환하여 타인에게 보내고, 정보를 받은 자 역시 같은 비밀키로 암호
문을 복호화 한다. 이 방법은 암호화와 복호화가 빠르고 다양한 암호화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응용성이 넓다는 장
점이 있으나, 복수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 비밀키의 생성 및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비밀키의 안전한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는 DES, IDEA, RC2, RC5, SEED등이 있다.
    

    
공개키 알고리즘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며, 하나로 부터 다른 하나를 계산해낼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서, 
공개키(public key)라는 암호화 키와 개인키(private key)라는 복호화 키의 조합을 이용한다.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자는 정보를 받을 자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보내고, 메시지를 
받은 자는 자신의 비밀키로 복호화한다. 암호문은 암호화할때 사용한 공개키에 대응하는 개인키로만 복호화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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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칭형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키 교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키 방식은 암호화·복호화 속도
가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암호화·복호화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개키 기반(Public Key Infrastructur
e; PKI)의 암호화 알고리즘으로는 RSA, LUC, Diffie-Hellman, Elliptic Curve등이 있다.
    

    
한편, 암호화 방법은 아니지만,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message digest; MD)가 있다.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단방향 해쉬함수(hash function)을 이용하여 주어진 정보(메시지)를 일정한 길이내의 아주 
큰 숫자값(해쉬값)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 정보를 보낸때 암호문과 함께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함께 보내면, 정보
를 받은 자가 복호화하여 평문(plain text)을 만들고 그의 해쉬값을 구한 후 수신된 해쉬값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그 값이 같다면 정보의 전달중에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해쉬값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하
여 암호화되어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는 Snefru, CRC-32, CRC-16, MD2, MD4, 
MD5, SHA, Haval 등이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공개키기반 및 대칭키 기반의 혼합방식으로서, 메시지 자체는 임
의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비밀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비밀키 자체는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공개키 암
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한 후, 두 암호문을 보내는 방식을 이용한다. 받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키로 비밀키를 복호화하고, 
그 복호화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또한, 인증,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위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이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라 한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를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공개키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원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비
교함으로써 보낸 사람의 인증, 내용의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장비의 데이터 동기화에 있어서 전술한 암호화방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동기화
될 데이터를 해당 개인(또는 그룹)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인터넷상의 보안 데이터 동기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 상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칭형 또는/및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와 메시지 다이제스트(또는 전자서명)를 이용함으로써 저장되는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장비의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전술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도입함
으로써, 동기화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개인은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연락처, 전자메일, 패스워드, 전자인증, 계좌정보 등)의 
접근성,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서버는 고객의 인증과 부인방지를 달성하면서, 복수의 데이터 통신장비에 위
치하는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은 동기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동기화서버, 1 이상의 동기용 데이터 통신장비, 상기 DB, 서버 및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컴퓨
터 네트워크 연결채널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전술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기화 데이터 
각각은 키(key)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필드 및,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메시지 원문에 대하여 
해쉬함수에 의하여 추출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 필드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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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통신장비 사용자(데이터를 동기화
하고자 하는 자)가 통신장비 중 하나를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 동기화 요청을 하는 단계와, 서버는 상기 데이터베이스
를 검색하여 요청받은 데이터를 상기 통신장비로 전송하는 단계와, 통신장비는 전송받은 암호화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복호화하고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무결성 확인단계와, 무결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통신장비가 
저장된 해당 데이터를 전송받은 데이터중 메시지 원문 필드 부분으로 갱신하는 데이터 동기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데이터 동기화 단계 이후에, 통신장비가 새로운 메시지 원문을 
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새로운 메시지 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하여 키로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새
로운 메시지원문과 그에 대한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서버로 전송하여 갱신·저장하게 하는 데이터 업데이트 단
계를 추가로 포함한다.

전술한 키는 대칭키 암호화 방법에 이용되는 비밀키(secret key)이며, 무결성 확인단계는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데이
터 중 메시지 다이제스트 부분을 복호화하고, 메시지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한 후, 그 둘이 일치하는 경
우에 무결성을 인정함으로써 수행된다.

전술한 제 1 방법은 동기화 단계가 클라이언트측, 즉 사용자의 개별 통신장비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동기화 프로세
스가 서버에서 수행되는 제 2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 방법에서의 무결성 확인단계 이후에, 통신장비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던 최신 메시지 원문을 키로 암호화하여 서버
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된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과 이미 저장되어 있던 대응 암호화 메시지원문을 기초로 적당한 동
기화 로직에 의하여 데이터를 동기화 한다. 동기화된 암호화 메시지 원문은 다시 통신장비로 전송되어 저장됨으로써 동
기화가 완료된다. 이후에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측에서 동기화된 암호화 메시지 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
스트를 추출한 후, 키로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갱
신한다.
    

제 2 방법의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대칭키 기반의 비밀키일 수 있으나, 동기화하려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용
자가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인 경우에는, 공개키 기반의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private key)일 수 있다. 
공개키가 사용되는 경우,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암호화에는 개인키를 이용하고, 무결성 검사 및 메시지원
문 복원을 위한 복호화에는 그룹에 포함되는 사용자 모두의 공개키를 이용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제 3 방법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 인증기관(CA)등과 같은 외부 정보제공 서버가 사
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특정한 메시지원문을 동기화 서버로 전송하고, 동기화 서버는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해당 사용자가 이후에 동기화서버에 접속하여 전술한 특정 메시지원문의 동기화를 요구하는 경우에 서버는 
저장되어 있는 최신 메시지원문을 전송하여 주고,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그를 복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여러 개의 
통신장비 내의 데이터를 동기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하에서는 첨부되는 도면을 기초로, 전술한 제 1 방법, 제 2 방법 및 제 3 방법에 대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동기화 서버(14)와, 1 이상의 데이터 통신장비(11, 12, 13) 및 이들을 연결하는 컴퓨터 연결채널로서의 인터넷(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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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며, 동기화 서버(14)에는 본 발명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 정보, 데이터 통신장비에 대한 정
보, 동기화할 대상에 대한 정보, 본 발명에 의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암호화된 메시지원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 등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15)가 연동되어 있다.
    

전술한 제 3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인터넷(16)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정보제공 서버로서의 금융기관 서버
(17), 인증기관 서버(18)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외부 정보제공 서버로
부터 제공되는 데이터로서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이다.

    
본 발명에 의한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장비로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셀룰
러폰(Cellular phon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핸드헬드 PC(HandHeld PC), 모뎀 또는 LAN 카드와 같
은 네트워크 연결장비를 갖춘 노트북 컴퓨터, 일반 PC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술한 장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
터넷과 같은 컴퓨터 연결채널을 통하여 동기화 서버와 연결되고 서버 및 서로 다른 장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비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연결채널(16)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장비(데이터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등의 폐쇄형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나, 본 서비스의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인터넷(Internet)인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 및 그 상위계층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 즉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Telnet, FTP(File Transfer Protocol), DNS(Domain Name System),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NFS(Network File Servi
ce),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전세계적인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도 2는 도 1의 동기화 서버(14)의 구성을 기능모듈별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동기화 서버는 제어모듈(21), 데이터관리 
모듈(22), 동기화 로직(logic)을 포함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동기화를 수행하는 동기화 프로세서(24), 송·수신모듈(
26) 및 어댑터 수단(25)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버 내부 또는 외부에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23)와 연동되어 
있다.

    
데이터 관리모듈(22)은 제어모듈의 콘트롤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 삭제, 갱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동기화 프로세서(24)는 데이터 통신장비로부터 전송된 업데이트 데이터와 종래의 데이터를 기초로 정해진 루
틴에 따라 데이터를 동기화(Synchronization)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동기화 프로세서가 따르는 동기화 방법은 동기
화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여러가지의 충돌 해결 루틴을 포함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된 데이터와 종래의 데이터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여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물론, 이러한 동기화 프로세서(24)는 동기화가 서버측에서 일어나는 
제 2 방법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제 1 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측 장비(통신장비) 내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어댑터 수단은 최종적으로 동기화된 데이터를 각 통신장비로 전송하기 위하여, 동기화 데이터를 수신할 장비에 맞게 데
이터 포맷(양식) 및/또는 전송 프로토콜(protocol)을 조정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도 6와 관련하여 설명할 
바와 같이, 동기화된 데이터가 "연락처" 정보이고 데이터를 전송받을 장비가 PCS인 경우, PCS에서 "연락처" 정보를 관
리하는 소프트웨어(예컨데, PCS PIMS)의 양식에 맞게 데이터 포맷을 변환하고, PCS가 데이터를 받아서 인식할 수 있
는 프로토콜(예컨데, WAP)로 데이터를 패킷화(encapsulation)하는 기능을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동기화데이터(암호화된 메시지원문 및/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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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프로토콜은 해당 데이터 통신장비가 PC 또는 노트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TCP/IP(Transfer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또는 UDP(User Datagram Protocol)이 이용될 수 있으며, 대상 장비가 휴대폰 또는 PDA인 경
우에는 최근 거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이에 제한되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동기화 서버는 도스(DOS), 윈도우(WINDOWS TM ), 리눅스(Linux TM ), 유닉스(UNIX), 매킨토시(Macinto
sh)등의 운영체제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되는 웹사이트(Website), TTPS와 유닉스환경에서 사용되는 CERN, NCSA, APACHE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버(server)는, 통상적인 의미의 웹서버 프로그램 이외에도, 상기 서버상에서 동작하는 일련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포함하고,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통신장비와, 데이
터베이스 및 각 모듈 사이를 연결·중개해 주는 소정의 시스템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기
화 서버에 포함되는 각 수단 또는 모듈들은 독립된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포
함되는 프로그램 모듈(또는 프로시저;Procedure)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드웨어적
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15, 23)에는 회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사용자 정보, 사용자가 선택하여 등록한 데이터 통신 장비 정보 
및 동기화 대상 파일 정보등이 회원별로 구별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동기화 대상 데이터 즉,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이 회원별로 저장·관리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목적에 따라 회원정보 DB, 동기화 데이터 D
B등으로 구분되어 구현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의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 하나의 모듈 또는 통합 구현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용자 정보의 가능한 필드(field)는 회원의 ID, 공개키, 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직업, 취미 등의 인적사항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통신장비 정보는 장비명, 장비 타입, OS, 구조,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목록 등의 필드를 
가질 수 있다. 동기화 대상 정보의 가능한 필드는 장비별 파일/디렉토리 종류, 파일/디렉토리 위치, 파일/디렉토리 크기 
등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데이터베이스(15, 23)는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수단에 구현되는 데이터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라클(Ora
cle), 인포믹스(Informix), 사이베이스(Sybase), DB2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이나, 젬스
톤(Gemstone), 오리온(Orion), O2 등과 같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OODBMS)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목적에 맞게 구현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은 적당한 필드(field)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제 1 및 제 2 방법을 수행하는 데이터 통신장비 내에는 비밀키(또는 공개키-개인키 조합)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하고, 추출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및 메
시지 원문을 암호화하기 위한 프로세서(processor)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동기화가 클라이언트측에서 일어나
는 제 1 방법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동기화를 수행하기 위한 충돌해결 루틴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서
등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PC, PDA, 휴대폰 등에 설치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은 Visu
al C++, Visual Basic, Java와 같이 적당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위의 프로그
래밍 언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3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장비는 사용자의 인증서, 공개키 및 개인키
를 구비하고 있으며, 개인키를 이용하여 동기화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
다.
    

이하, 데이터 통신장비로의 데이터 전송 및 동기화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2000-0039327호 한국특허출원에 기재된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중 동기화가 클라이언트측(통신장비 사용자측)
일어나는 제 1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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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용어의 통일 및 단축을 위하여, 메시지원문은 MS,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MD, 이들이 결합된 형태를 DATA
라고 칭하며, 대상이 암호화된 경우에는 아래첨자 e(encrypted)를 복호화된 경우에는 아래첨자 d(decrypted)를 붙이
는 것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SSL(Secure Socket Layer)과 같은 세션(Session)이 연결되고(S311),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서(certificate)를 서버에 제공하고 서버가 인증함으로써 서버로의 접근권한을 얻는다(S312). 
사용자가 서버로 특정 데이터의 동기화를 요청하면(S313),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데이터를 통신
장비(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주며, 이 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비밀키(Secret key)로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MSe) 및 
그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MDe)이다(S314).
    

    
통신장비측에서는 수신받은 메시지 다이제스트(MDe)를 복호화하여 수신 메시지 다이제스트(MDdr이라 칭함)를 생성
하고, 수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MSe) 또는 복호화된 메시지 원문(MSd)을 해싱(hashing)하여 산출 메시지 다
이제스트(MDdc라 칭함)을 추출한 뒤(S315), 이 두 메시지 다이제스트(MDdr 및 MDdc)가 일치하는 지 비교하여 일
치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정한다(S316). 이 때 수신받은 암호화 메시지 원문(MSe)을 해싱할 지, 일단 메시
지 원문을 복호화 한 후 그를 해싱할 지는 최초 사용시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기준, 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MSe)에 대한 것인 지, 아니면 복호화된 평문 메시지 원문(MSd)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하여 진다. 그러나, 암호화/복호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암호화된 메시지원문(MSe)을 해싱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장비는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이 확인되면 메시지 원문을 복호화하고(S318), 클라이언트측에 있는 동기화 로직에 
따라 해당 메시지 원문을 동기화한다(S319). 이 후에 사용자가 추가할 데이터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연락처를 주소록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메시지원문)를 통신장비에 입력하면, 통신장비는 입력
된 정보를 기초로 동기화 로직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데이터(메시지원문)를 동기화한다(S320, S321). 이후에 통신장
비는 새로이 동기화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 저장하기 위하여, 갱신된 새로운 메시지 원문(또는 이를 먼저 암호화한 후, 
암호화한 메시지 원문)을 해싱하여 추출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한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하고, 이를 암호화된 메
시지 원문(MSe)과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S322, S323). 서버는 갱신된 새로운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
는 해당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갱신한다(S324). 도면에서, 클라이언트측에서 수행되는 단계에는 "C+일련번호", 
서버측에서 수행되는 단계에는 "S+일련번호"를 병기하였다.
    

    
이러한 제 1 방법을 요약하면, 일단 서버에 있는 최신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통신장비의 데이터를 한 번 동기화하
고,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통신장비에 저장하면서 동시에 서버로 보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방식
으로 수행된다. 즉, 데이터의 동기화가 클라이언트(통신장비)측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측에 동기화 로직(
예를 들어, 동기화방식, 충돌해결 루틴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화 로직은, 한 개인의 데이터 동기화시
에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저장하는 "시간기반(time-based)" 동기화 로직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지만, 예를 들어, 특정장비의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주는 동기화 방식 등이 이용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중 동기화가 서버측에서 일어나는 제 2 방법
에 대한 흐름도이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부터 메시지의 무결성 확인까지는 제 1 방법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S411∼
S417). 다만, 대칭키 기반의 비밀키만을 암호화/복호화에 이용했던 제 1 방법과는 달리 공개키 기반의 공개키-개인키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키 기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기화할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그룹형태로 공유하
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 7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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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메시지의 무결성이 확인되면, 데이터 통신장비는 저장하고 있는 최신의 메시지원문(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
된 동기화 데이터)을 키(개인키 또는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 메시지원문(MSe)을 생성한 후, 서버로 전송한다(
S418). 서버는 제어모듈 내에 있는 동기화 로직(logic)에 의하여 수신 암호화 메시지원문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
를 갱신함으로써 데이터를 동기화한다(S419). 이러한 동기화 로직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수신된 메시
지 원문에 대응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즉 데이터의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충돌처리 루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돌처리에 대한 사항은 제2000-0039327호 한국특허출원에 상세하게 기
재되어 있다. 물론, 수신된 메시지 원문에 대응되는 이전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로 저장하면 된다.
    

    
서버는 동기화된(최종적으로 DB에 저장된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 메시지 원문을 통신장비로 전송하고(S420), 통신장
비는 동기화된 메시지 원문을 수신하여 그를 공개키 또는 비밀키로 복호화한 후 저장함으로써 통신장비로의 데이터 동
기화가 종료한다(S421). 통신장비는 동기화된 메시지원문(암호화된 메시지원문 또는 복호화된 메시지원문)을 해싱하
여 메시지 다이제스트(MDd)를 추출한 후(S422), 개인키 또는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MDe)
를 생성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한다(S423). 서버는 동기화된 메시지원문에 대응하는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M
De)를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영역에 저장함으로써 모든 단계가 종료된다(S424).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동기화된 메
시지원문(암호화된)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도록 수신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저장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제 2 방법은 요약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동기화 대상 데이터에 대응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암호화된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수신하여 무결성을 검사하고, 갱신할(동기화할) 메시지원문을 
암호화하여 서버로 보낸다. 서버가 동기화를 수행한 후, 동기화된 메시지원문을 다시 클라이언트측으로 전송하고, 클라
이언트는 그를 수신하여 저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측의 데이터 갱신이 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동기화된 메시지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하고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하며, 서버는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동기화된 메시
지원문과 함께 저장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 중 제 3 방법이 수행되는 흐름을 도시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자신이 가진 통신장비 중 하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서버, 인증기관 서버 등의 외부 정보제공 서버와 접속하
고(S511), 외부 정보제공 서버에게 자신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인 자신의 인증서와 함께, 외부 정보제공 서버에 저장
된 자신과 관련된 정보 중 특정한 정보를 동기화 서버로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한다(S512). 외부 정보제공 서버는 사용
자가 인증된 경우에 한하여(S513), 특정한 정보(메시지원문)를 추출하고, 그를 해당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동기화서버로 전송하며(S514), 동기화서버는 전송받은 (암호화된) 메시지원문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영역을 갱신
한다(S515).
    

이후에 그 사용자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동기화 서버에 접속하고, 특정 메시지원문에 대한 동기화를 요청하면(S516), 
동기화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거쳐 해당되는 (암호화된)메시지원문을 통신장비로 전송하여 준다(S517). 통신장비는 
사용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원문을 복호화하고 저장함으로써 여러 장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동기화할 수 있다
(S518, S519).

이 때, 동기화서버가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원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느 사용자의 어떠한 종류의 정보
인지, 즉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왜냐하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동기
화 서버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외부 정보제공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 또는 자체적인 로직에 의하여 메시지 원문의 종
류를 나타내는 인식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 9 -



등록특허 10-0380335

 
서버가 암호화된 메시지원문의 종류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후술할 데이터의 형식의 일예에서 "도메인
명"이나 "객체명" 등의 항목은 암호화하지 않고, 단지 "필드"와 "내용(값)"만을 암호화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DTD(Data Type Definition)을 통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데이터 타입으로 암호화한 메시지원문을 변환하
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이용하여 전송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여도 된다.

    
사용자가 외부 정보제공 서버로 하는 메시지원문 전송요청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첨부함으로써 부인방지 
및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서명"이란 사용자가 외부 정보제공 서버로 하는 요청내용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해당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수신한 외부 정보제공 서버는 사용자
의 공개키로 복호화한 메시지 다이제스트와 요청내용으로부터 추출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비교함으로써 부인방지 및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정보제공 서버의 종류 및 메시지원문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으나, 그 예를 살펴보면 외부 정보제공 서버는 은행, 증
권사등의 서버이고 메시지원문은 해당 사용자의 계좌번호, 잔고, 특정 주식의 주가 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외부 정보
제공 서버는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이고 메시지원문은 해당 사용자 또는 타인의 인증서(Digital Certifica
te) 또는 해당 인증서의 유·무효 여부를 알 수 있는 "인증서 폐지목록(CRL)"일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한 형식을 테이블 형태로 도시한 것이다.

    
도면에 예시된 데이터는 크게, 도메인명, 객체명, 필드명, 내용 등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원문과, 각각의 메시지 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MDe 또는 MDd)로 이루어져 있다. "도메인명"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가장 큰 카테고리로서, 
도면에서는 "연락처"정보, "은행계정"정보,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정보, "일반 개인 작업내용"에 대한 정보등이 도시
되어 있다. 이러한 "도메인명"의 분류는 임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도메인명에는 소분류단위로 "객체"와 "필드명", 
및 객체-필드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내용" 항목이 추가된다. "연락처" 도메인명을 예로 들면, "객체"는 개인의 이름을, "
필드명"은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처의 종류를, "내용"은 그에 해당되는 값(value)을 나타낸다. "디지털 
인증서"는 해당 사용자의 친구, 관련자 또는 거래기관의 공인된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서는 예를 들면, 
IETF 의 보안영역(Security Area)의 공개키 기반(Public-Key Infrastructure) 인증서 양식인 X.509 포멧 또는 R
FC 2459 포맷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동기화의 대상이 되는 메시지원문의 기본 단위는 "도메인명" 단위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더욱 더 세부적으로 "객
체" 단위일 수도 있다. 동기화되는 메시지원문의 기본 단위가 "도메인명"이라 하면, 예를 들어 "연락처"에 해당되는 정
보 전체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클라이언트에서 추출되며 클라이언트에서 추출되며, 이 값은 다시 사용자의 개인
키 또는 비밀키로 암호화되어 다른 값 (MDe, 도면에서는 "7979ace980e")으로 변환된다. 즉,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 "연락처"에 포함되는 데이터(메시지원문; MSd)를 암호화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MS
e)과, 그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MDe)이다. 이 때 메시지원문 전체가 암호화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
연락처"라는 도메인명은 분류단위(서버가 데이터를 분류하여 저장하기 위한 인식단위)로 사용되기 위하여 암호화되지 
않고, 그 하부 정보들만 암호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데이터는 그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도면에 예시된 "도메인명"을 따르
는 분류 이외에도 데이터 통신 장비에 저장되고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방법의 각 단계에서 데이터(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어
떻게 변환되는 지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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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a는 본 발명에 의한 제 1 방법 및 제 2 방법에서의 메시지 무결성 확인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버로 부터 사용
자가 요구한 데이터(DATAe=MSe+MDe)가 전송되고, 통신장비는 수신된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MDe)를 자신의 
비밀키 또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수신 메시지 다이제스트(MDdr)을 생성한다. 그 다음으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또는 
복호화된 메시지원문을 해싱하여 산출 메시지 다이제스트(MDdc)를 생성한 후 이 둘(MDdr, MDdc)의 동일성을 비교
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무변조)을 확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에는 대칭키 기반의 비밀키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기화할 데이
터를 여러 사용자가 그룹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키 기반의 공개키-개인키 조합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룹의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있고, 메시지원문 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암호화할 때는 각
자의 개인키를 사용하고 복호화할 때에는 그룹 구성원 전체의 공개키(공개키 1, 2 ‥‥ n; 이를 "공개키링(ring)"이라 
칭한다)를 사용한다. 즉, 무결성 검사를 위하여 또는 메시지원문의 복원을 위하여 복호화하는 경우에는 어느 구성원이 
해당 데이터를 업로드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룹 구성원 전체의 공개키를 모두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복호화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메시지원문은 데이터를 업로드한 구성원의 공캐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미있는 정보로 복호
화 될 수 있고, 무결성 검사에서는 공개키링 중에서 하나에 의하여 복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MDdr)가 산출 메시지 
다이제스트(MDdc)와 일치하면 무결성을 인정한다.
    

반면에, 이렇게 그룹의 데이터 동기화에 하나의 공통된 비밀키를 이용하게 되면 그 비밀키가 구성원 중 하나에 의하여 
유출되는 경우, 동기화되던 그룹 전체의 데이터가 유출 및 변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전술
한 바와 같이 공개키-개인키를 사용하면 비록 한 구성원의 개인키가 공개되더라도 그 구성원이 업로드한 데이터만 유
출되고, 나머지의 그룹 정보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개키 기반의 그룹 데이터 동기화는 제 1 방법보다 제 2 방법에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제 1 방법의 경우
에는 동기화가 클라이언트측에서 일어나므로, 모든 그룹 구성원의 데이터 통신장비가 같은 동기화 로직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제 2 방법은 동기화가 서버측에서 일어나고 클라이언트측에서는 데이터의 암호화/복호화만 일어
나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키 기반의 그룹 데이터 동기에서의 "공개키"는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만 공개되어 있고, 다
른 타인에게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개키"의 개념과는 약간 상이하다.

도 7b는 제 1 방법에서의 추가(갱신) 정보의 서버로의 업로드 단계를 도시하는 것으로, 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측(통신장비측)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한 후, 새로운 메시지원문이 있을 
경우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메시지원문(MSd)을 해싱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MDd)를 생성하고,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비밀
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 메시지원문(MSe) 및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MDe)를 생성한다. 이 둘을 결합하여 암호화 
데이터 패키지(DATAe = MSe+MDe)를 생성한 후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된 암호화 패키지를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영역에 저장·갱신한다. 이로써 서버측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항상 가장 최신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게 된다.

    
도 7c는 제 2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동기단계에 대한 것으로, 서버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원문 및 메시지 다이제
스트를 전송받아 무결성을 확인한 후, 이를 통신장비에 바로 저장하지 않고, 통신장비에 있는 가장 최신의 새로운 메시
지원문을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 메시지원문(MSe)을 생성한 후, 이를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전송받은 새로운 메시지원문과 이미 저장되어 있는 대응 메시지원문을 기초로 동기화 로직에 따라 메시지원문
을 동기화함으로써 동기화 메시지원문(MSesync)을 생성한 후 통신장비(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통신장비는 전송받
은 동기화 메시지원문을 사용자의 공개키 또는 비밀키로 복호화한 후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동기화를 수행하며, 이어
서 암호화된 또는 복호화된 동기화 데이터(MSesync 또는 MSdsync)를 해싱하여 새로운 메시지 다이제스트(MDd)를 
추출한다. 새로이 추출된 메시지 다이제스트(MDd)를 비밀키 또는 사용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암호화 메시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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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MDe)를 생성한 후, 이를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하게 한다. 따라서 서버에는 통신장비측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동기화 메시지원문(단, 암호화되어 있음; MSesync)과 그에 대한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MDe)가 저장되어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면, 한 사용자 또는 그룹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데이터 통신장비의 데이터를 인
터넷 상의 서버에 일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서, 대칭형 또는/및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와 메시지 다이제스트(또는 전자서명)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은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연
락처, 전자메일, 패스워드, 전자인증, 계좌정보 등)의 접근성,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서버는 고객의 인증과 
부인방지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서버(관리자)에게도 데이터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한 사용자 또는 그룹 구성원
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데이터 통신장비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동기화(Synchronization)할 수 있다.

또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최신 정보를 동기화 서버로 전송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개인의 여러 데이터 통신장비로 동기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기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동기화서버, 1 이상의 동기용 데이터 통신장비, 
상기 DB, 서버 및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채널을 이용한 데이터 동기화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기화 데이터 각각은 키(key)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필드 및,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 
및 암호화 되지 않은 메시지 원문 중 하나에 대하여 해쉬함수에 의하여 추출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신장비 사용자가 통신장비 중 하나를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 동기화 요청을 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요청받은 데이터를 상기 통신장비로 전송하는 단계;

통신장비가 전송받은 암호화 데이터 중에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필드를 복호화하고,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필드 부분 및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원문 필드 부분 중 하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한 후, 복호화된 수신 메시지 다이제스트
와 추출된 산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무결성을 인정하는 무결성 확인단계;

무결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통신장비가 저장된 해당 데이터를 전송받은 데이터중 메시지 원문 필드 부분으로 갱신
하는 데이터 동기 단계; 및

통신장비가 새로운 메시지 원문을 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새로운 메시지 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하
여 키로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새로운 메시지원문과 그에 대한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서버로 전송하여 갱신·저
장하게 하는 데이터 업데이트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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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키(key)는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방식에 이용되는 개인의 비밀키(secret ke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
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동기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동기화서버, 1 이상의 동기용 데이터 통신장비, 
상기 DB, 서버 및 통신장비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채널을 이용한 데이터 동기화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기화 데이터 각각은 키(key)로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필드 및, 암호화된 메시지 원문 
및 암호화 되지 않은 메시지 원문 중 하나에 대하여 해쉬함수에 의하여 추출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 필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신장비 사용자가 통신장비 중 하나를 이용하여 서버에 데이터 동기화 요청을 하는 단계;

서버는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요청받은 데이터를 상기 통신장비로 전송하는 단계;

통신장비가 전송받은 암호화 데이터 중에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필드를 복호화하고, 암호화된 메시지원문 필드 부분 및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원문 필드 부분 중 하나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한 후, 복호화된 수신 메시지 다이제스트
와 추출된 산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무결성을 인정하는 무결성 확인단계;

무결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통신장비의 최신 메시지 원문을 키로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서버는 소정의 동기화 로직에 의하여 암호화된 최신 메시지 원문과 종래의 대응 메시지를 동기화하여 암호화된 동기화 
메시지원문을 생성하고, 통신장비로 전송하는 단계;

통신장비는 암호화된 동기화 메시지원문에 대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추출하고 키로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

서버는 전송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로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갱신·저장하는 단계;로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키(key)는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방식에 이용되는 개인의 비밀키(secret ke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
서의 보안 데이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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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키(key)는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방식에 이용되는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private key)이며,

상기 메시지원문과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암호화에서는 데이터를 동기화하려는 1 이상의 그룹사용자 각각의 개인키가 
이용되고, 복호화에는 1 이상인 그룹사용자의 공개키 전체가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 데이
터 관리 및 동기화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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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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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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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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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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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 19 -



등록특허 10-0380335

 
도면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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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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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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