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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식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통한 동적 데이터그램스위치, 및 온-디맨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에

의해가능해지는 퍼베이시브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 보안

요약

데이터 송신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원격 애플리케이션 공유의 액세스 제어, 관리 모니터링, 신뢰도, 및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된다. 다수의 사용자간의 안전하고 안정된 네트워크 접속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공

개적이고 분산된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 의해 지원된다.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지원시에, 데이

터그램 스키마가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칭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된다. 이동식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제공되어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의 구현을 허용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전달 애플리케이션을 인증된 사용자에게 타게팅하도록 구성되

어,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달성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물리적 또는 행위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전사적 네트워크 환경에 배치되어 광범위한 비즈니스, 리서치 및 관

리 공정을 지원하는데 바람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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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네트워크 인증, 네트워크 보안

명세서

배경기술

실시형태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공개 또는 비공개 네트워크 설정에서

원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공 및 보안 데이터 송신에 관한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개선된 액세스 제어, 관리 모니터

링,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신 및 원격 애플리케이션 공유의 신뢰도 및 통합을 위한 방법 및 통합된 시스템이 제공된다.

개시된 방법 및 시스템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원되는 네트워크 트랜잭션에서 동적 데이터 스위

칭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그램 스키마를 사용한다.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식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제공된다. 개시된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가능한 퍼베이시브,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 보안

은, 금융 및 은행 환경, 국가 보안 및 군사적 정보 기술 (IT) 시스템, 건강 관리 네트워크, 법률 및 다른 전문 자문 서비스를

위한 IT 기반구조 및 다양한 온라인 상업 트랜잭션 시스템 등에 편리하게 배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및 방

법은 생체인식 및 다른 적절한 인증 수단과 결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관련 분야의 설명

국제화에 따른 디지털 혁명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성장 및 진화가 새로운 국가간

의 사업의 등장을 촉진하면서 기존 사업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 현재의 국제 경제에서, 사업 또는 연구 기관의 생존능

력은 정보를 프로세싱하고 관리하는 효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데이터 송신 및 관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점차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 및 사업 구상자들은, 안정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송신, 효과적인 액세스 제어, 및 다수의 사

용자에게 서비스되는 분산된 컴퓨터간에 애플리케이션의 원격 공유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에 대한 중요한 시도에 직면했다.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이 규격화된 IT 기반구조에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더넷, 토큰 링 및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

쳐가 널리 채택되었다. 데이터 암호화 및 압축에 대한 관련 기술들이 유사하게 공지되고, 보안 데이터 송신을 용이하게 하

는데 사용되어 왔다. 기존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흔히 데이터 트랜잭션의 인터셉트 및 네트워크 접속의 손실을 겪는다. 일

반적으로 손실된 접속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손실된 접속의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재확립하여 재접속의 무결성을 보장

하는 것은 더 힘들다. 데이터는 유실될 수도 있고, 데이터 송신은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 복구를 허용하는 정보의 시작

레벨을 추적하고 모을 수 없다면, 손실은 영속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안정도의 부족이 데이터 송신의 신뢰도를 크게 위협

하고 따라서, 분산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리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실패에 대처하는데에 현저한

비용이 발생된다. 최근에 온라인 전자 사업이 직면한 어려움들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 산업을 방해

할 수 있다.

불안정하고 -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 네트워크 통신의 문제점은, 분산된 사업적 IT 환경에서 안전한 정보의 배포 및 애

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견고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부족에

의해 심화된다. 비공개 사업 및 공개 기관은 흔히 보안 침해로부터 현저한 금전전 손실을 겪는다. 또한, 통합되지 않은 정

보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때문에 비효율적인 IT 보안 솔루션에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단점은 명백하다. 주로, 4 개의 양태가 현저하다: 첫째로, 현저하게 사업 성장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통합 시스템이 부족하다. 상이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은 상이한 판매자로부터

다수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강요된다. 이러한 상품 각각은 전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요구의 개별적인 면만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방화벽은 인터넷을 통해 송신되고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은, 인증된 로그인

명칭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가상 비공개 네트워크 (VPN) 를 여는 사람이 실제로 의도된 사용자인 것을 입증하고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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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며; VPN 은 IT 부가 사용자 권리 및 액세스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 또는 방

법은 네트워크의 모든 면을 단독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경쟁하는 판매자들로부터의 다수의 보안 상품에 의존하는 것은 비

호환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변적인 주변 보안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지

나치게 고가이다. 대체로, 이러한 패치워크 솔루션은 규격화된 IT 프레임워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둘째로, 기존의 촛점은 디바이스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스템 중심 접근방식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개별

사용자의 액세스 지점을 보호할 수 없다. 현재의 접근방식의 이러한 내재된 문제점은, 디바이스의 수 및 사용자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 세계는 퍼베이시브 컴퓨팅으로 전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 더 현저해진다.

시스템 중심 시스템에 내재하는 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거나 또는 라우팅 상에서 흔적을 감추어서, 그 아이텐티티를 위장하는 침입자의 시도로 흔히 표현된

다.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

는 너무나 자주 성공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패스워드는 깨기 쉬우며; 패스워드는 흔히 분명하거나 또는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 상에 저장되어 있다. 기존의 기반구조 지원 디지털 인증 및 공개/비공개 키 또한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 따라서 시스템 중심인 - 기존의 방

법은 내재적인 보안 장애를 나타낸다.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기 위

해 효과적인 수단이 채택되지 않으면, 높은 레벨의 보안성은 환상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더 양호한 네트워크 보안을 위

해, 디바이스 및 데이터 보호로부터 사용자 보호로의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정당화되고 있다.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

하고 입증하여, 이동형 액세스 및 이벤트 기반 사용자 중심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중심 방식이 바람직하다.

세째로, 기존의 IT 보안 솔루션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너무 복잡하다. 평균적인 사용자가 복잡한 보안 과정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이는 흔히 사업적 IT 환경에서 에러 및 보안 실패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VPN 은 인스톨, 동작 또는 유지가 용

이하지 않다. 암호화 이메일은 과도한 작업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거의 없다. 좋은 패스워드를 선택하고 기억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찮을 수 있다. 복잡한 보안 과정을 수행하는 IT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효과

가 없다. 일반적인 사용자는 보안 과정을 우회하거나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을 찾으려 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

어 패치의 범람을 유지하고 동작하는 것은 많은 IT 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용량을 초과하게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친

근하고 최소의 동작 및 관리로 충분한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IT 보안 산업에는 특정한 관성이 존재한다. 변화 및 새로운 방법론은 어느 정도 저항받

는다. 기존의 방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제공자측 및 소비자측 모두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지배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에 대한 집착, 및 개선과 변형에 대한 임시변통적인 접근방식이 진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전술한 이유 때문에, 소망하는 신뢰도, 효율, 및 사용자 친화력을 전달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

다. 분산적인 IT 프레임워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퍼베이시브 컴퓨팅 및 정보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있는 종류의 보안 솔

루션이 기존의 오류에 대처해야 한다.

숙련된 네트워크 엔지니어 또는 비지니스 IT 네트워크에 정통한 사용자는 더 뛰어난 IT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규격화된 컴퓨팅 및 IT 네트워크의 연혁을 간략하게 리뷰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제 1 컴퓨터는 메인프레임이었다. 이 복잡한 모놀리스 디바이스는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보호된 환경을 요구했다. 이러

한 디바이스들은 매우 특수한 지식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서만 동작될 수 있었다. 이 디바이스들로의 액세스는 제

한되었고, 이 디바이스들은 다른 디바이스와 제한된 접속성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이들은 쉽게 보호되었다.

퍼스널 컴퓨터 (PC) 의 도래,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및 특히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에 관련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컴퓨터 디바이스의 크기는 감소했고; 디바이스들은 쉽게 이동가능하게 되었고, 친

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움으로 평범한 개인에 의해 동작가능하게 되었다.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들은 접속되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접속성을 그 정점 - 집합체가 될 수

있는 전세계적 접속성 - 까지 이끌었다. 데스크탑 및 랩탑 PC 에 추가하여, 가정 및 사무실의 외부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개인 휴대 단말기 (PDA), 테이블 PC, 및 이동 전화가 보편화되었다.

기술의 급속한 진보 및 사업적 요구의 증대가 전세계적으로 IT 분야에 대한 전례없는 시도를 제공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 - 방대한 디바이스로부터 액세스가능한 - 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는 "올웨이즈-온" 접속의

배경에 대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관련한 사생활보호 및 정보 소유권을 다루는 많은 국가에서 규제 개시가 현

저하다. 명백하게, 특히 퍼베이시브 컴퓨팅에 의해 표시되는 IT 진화의 불가피한 다음 국면의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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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포괄적으로 비즈니스-와이즈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요구된다. 모든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

해 대체되고 있으며, 대체될 것이다. 텔레비젼, 전화기, CD 및 DVD,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및 컴퓨터 게임 플랫폼

등은 - 아직 아니라면 - 모두 인터넷 액세스를 지원할 것이다. 네트워크 데이터 액세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사적인 통합 데이터 및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려움

의 정도는 그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요약하면, 조직화된 IT 기반구조의 진화, 및 보안 네트워크 통신에서의 현재의 결함을 반영하여, 당업자들은, 네트워크 데

이터 송신의 보안성, 안정성, 효율성 및 유동성을 개선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요구, 및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전사적

정보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필요를 인식할 것이다.

다양한 실시형태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안 데이터 송신의 신뢰도, 유동성 및 효율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개선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방법 및 시스템은, 안전하고 유동적인 네트워

크 접속, 및 다수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공개 클라이언트-서버 아

키텍쳐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IT 네트워크 플랫폼은 퍼베이시브 보안, 즉, 다양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요구되는

보안을 전달하고, 사용자 중심, 즉,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보다 사용자를 더 보호한다. 퍼

베이시브 및 사용자 중심 보안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시스템 및 방법의 일 실시형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네트워

크 디바이스를 사용하든 실행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는, 데이터그램 스키마가 제공되고,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

원하는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칭의 구현을 허용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이동식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제공되어,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구현한다. 본 발명에 따른 퍼베이시브,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 보안은, 분산적인

컴퓨터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 정부, 군대, 공장을 포함하는 전사적 IT 환경에서, 또한 금융 서비스, 보험, 컨설

팅, 건강관리 및 제약 산업에서 편리하게 배치될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르면, 이러한 IT 보안 플랫폼은, 특히 창

고업, 세일즈, 고객 서비스, 마케팅 및 광고, 원격 전자 회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원격 공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즈

니스 동작들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특정한 실시형태에서 생체인식법 및 또 다른 적절한 인

증 방법론과 결합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의 패치워크 솔루션에 비해 분산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트워크가 다양한 어레이

의 디바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하는 전세계적인 사용자들에게 자원을 동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조직이 전체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이 얻어지고 단일한 솔루션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네트워

크 보안 플랫폼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호스트 디바이스가 아닌 사용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러

한 사용자 중심 방식은 전례없는 단순화와 유동성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에 개선된 사용자 친화력을 부여한다. 강화

된 보안은 사용자에게 평이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활동은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될 수도 있다. IT 부는 모든 사

용자 액세스에 대해 완전한 제어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라, 일 실시형태에서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버 사이에 보안 네트워크 접속 시스템

이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사용자에게 송신되고,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iii)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호

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 인증 및 암호화 방식

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

비스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그램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스와핑하기 위한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를 포함

한다.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인증되는 네

트워크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네트워크 서버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한 복수의 인증 방법으로부터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d)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서버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네트워크 서버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며, 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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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객체는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단계; (f)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네트

워크 서버가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 및 (g) 네트워크 서버가 성공한 인증 시도 또는 실

패한 인증 시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단계 (c) 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또는 생체인식 측정값

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단계 (e) 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true) 랜덤 코드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순수 랜덤 코드는 시스템 외부에서 엔트로피 소스를 샘플링

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분류는 화자 입증이고,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한

다. 각 클래스는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의 문제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단계 (f) 의 결정은,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

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적어도 하나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합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및 랜덤 합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된 수퍼 분류자를 포

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수퍼 분류자는, 음성 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동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비대칭적 및 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

에 따르면,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블록 체인 및 암호 포워딩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한다. 또 다른 실시형

태에서,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 (Rijndael) 에 기초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사용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SKE 는 공개 키 시

스템을 사용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사용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는 논리 테스트, 지능

형 데이터 캐리어 및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

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 기반 원격 단말 서버 애플리케이션, 메인프레임을 위한 3270/

5250 단말 에뮬레이터 상의 애플리케이션, 직접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고, 직접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툴, 고객 관련 관리 (CRM) 툴, 및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패키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데이터그램 스키마 및 파서를 포함한다.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램 타입에 속하는 2 이상의 데이터그램을 포함한다. 데이터그램은, (i) 네트워크 송신에 대한 콘텐츠 데이

터, 및 (ii) 네트워크 접속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고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구성

된다. 각 데이터그램 타입은 복수의 함수를 가진다. 파서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램 타입을 파싱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주 (major) 데이터그램 타입, 및 하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의 부 (minor)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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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파서는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파싱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매트릭스

는,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제 1 다수의 각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제 2 다수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를 포함

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주 데이터그램 타입은, (i) 사용자 접속을 인증하는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 (ii)

콘텐츠 데이터를 송신하는 콘텐츠 데이터그램, (iii) 포인트 대 포인트,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및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

트 데이터 송신을 관리하는 통지 데이터그램, (iv) 네트워크 서버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사이에 프록시 데이터를 전달하

는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 (v)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타입, (vi) 대량의 데이터 및 미디어 파일

을 전달하는 대량 콘텐츠 전달 데이터그램, (vii) 네트워크 사용자를 탐색하는 사용자 디렉토리 데이터그램, 및 (viii) 원격

으로 네트워크 사용자를 제어하는 원격 관리 데이터그램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데이터그램 스키마의 각 데이터그램은, (A) (i)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

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크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

송하기 위한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일반 레이아웃을 가진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일반 레이아웃은 하나 이상의 추가 헤더 필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일반 레이아웃은

TCP 헤더에 후속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함하고;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

며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네트워크 서버는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

링하고 제어하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함한다. 네트워크 서버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레이더 접속기는 손실된 접속을 검출하고, 네트워크 서버에의 콘택

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보안 네트워크 접속 시스템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시키고 기존의 네트워

크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사이에서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인젝터를 더 포함하며, 기존의

네트워크는 무선 또는 유선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인젝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고,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

하고 제어하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하나 이상의 서버 및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

스템이 제공된다. 서버는, 복수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그램을 동적으로 할당하고 스와핑하는 동적 데이

터그램 스위치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와 접속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이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 송

신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 스킴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서버에 접속시키고, 서버를 통해 기존의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인젝터를 더 포함한다. 기존의 네트워크는 유선 또는 무선

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서버, 클라이언트 및 인젝터 각각은 레이더 접속기를 포함한다.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며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된다. 클라이언트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

버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고, 인젝터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의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용 데이터 저장을 위한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하는 하

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가 제공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되어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

터를 송신할 수 있다. 데이터 송신은 동적 스위치 데이터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송신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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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되어, IO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단계; 및 다

수의 애플리케이션 지원시에 데이터그램의 동적 할당 및 스와핑을 위한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를 네트워크 상의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이 방법은 데이터 벡터 객체와 결합하여 인증, 암호화, 및 랜덤화를 수행

한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특히 물리적 및 행위적 생체인식 측정값을 가진 수퍼 분류자가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라,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목표 전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

법은, 네트워크 서버가 배치되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

스에 도킹하도록 구성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사용자에게 송신하고, 네트워크 서버는 동적 스위치 데이터그램을 통

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와 통신하는 단계; 서버가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및 인증 성공시에

사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의 액세스를 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상에 미리 로드되거나 네트워크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상에 인스톨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는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는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 (PDA), 이동 전화, 디지털

TV, 오디오 또는 비디오 플레이어, 컴퓨터 게임 콘솔,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폰, 및 네트워크 가능 가전기기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 기반 원격 단말 서버 애플리케이션, 메인프레임에 대한

3270/5250 단말 에뮬레이터 상의 애플리케이션, 직접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다. 직

접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툴, 고객 관련 관리 (CRM) 툴, 및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패키지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클라이언트, 서버, 및 인젝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도시한다.

도 2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객체 벡터 수퍼 분류자를 도시한다.

도 3 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다양한 구성요소, 모듈 및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데이터그램 파서

를 도시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데이터그램의 일반 레이아웃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다양한 모듈 및 그에 따라 구현되는 프로세스를 도시한

다.

도 6 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다양한 구성요소, 모듈 및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를 도

시한다.

도 7 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다양한 구성요소, 모듈 및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서버를 도시한다.

도 8 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다양한 구성요소, 모듈 및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인젝터를 도시한

다.

다양한 실시형태의 상세한 설명

관련 용어의 간단한 설명

다음의 용어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 데이터 벡터 객체 (또한 데이터 객체 벡터, 객체 벡터라고도 한다), 분

류자, 의사 결정, 결정 분석, 객체 기반 결정 분석 (또한 객체 분석이라고도 한다), 난수, 난수 생성기, 시드, 랜덤화, 확률,

확률 밀도 함수, 인증, 비공개 키, 공개 키, 타원 곡선 암호화 (ECC;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서명, 파서

(parser), 패킷, 헤더, TCP, UDP, 방화벽, 범용 직렬 버스 (USB; Universal Serial Bus), 애플 직렬 버스 (ASB), 직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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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병렬 포트, 토큰, 파이어와이어, 및 본 발명의 명세서 전체에 걸친 또 다른 관련 용어는 종래 기술, 즉, 수학, 컴퓨터과

학, 정보 기술 (IT), 물리학, 통계학, 인공 지능, 디지털 네트워크,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 기술, 암호해독법, 암호 및 해독,

압축 및 압축해제, 분류 이론, 예측 모델링, 의사 결정, 음성 인식 및 생체인식법에서 확립된 통상의 의미와 일관되게 이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용어들, 안전 키 교환 (SKE; Secure Key Exchange), 차세대 암호화 방식 (AES; Advance Encryption Standard),

공개 키 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 (EVFS; Encrypted Virtual Files

Systems), 가상 사설 네트워크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침입 탐지 시스템 (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비무장 지대 (DMZ), 개인 휴대 단말기 (PDA), USB 키, USB 토큰, USB 동글 (dongle), 병렬 포트 동글, 직렬 포트 동글,

파이어와이어 디바이스, 토큰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DVD, 컴팩트

디스크,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표준 (MPLS), 라이트웨이트 디렉토리 액세스 프로토콜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전자 데이터 교환 (EDI), 인터넷 릴레이 챗 (IRC; Internet Relay Chat), 순환 중복 검사

(CRC; Cyclic Redundancy Checksum), 터미널 식별자 (TID; Terminal Identifier), 및 본 발명의 명세서 전체에 걸친 또

다른 관련 용어들은, IT 산업, 전자 또는 온라인 상업 및 특정한 네트워크 보안 및 특정 관련 분야에서 확립된 통상의 의미

와 일관되게 이해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원격으로 디지털 및/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매체 (광섬유 등)

를 통해 상호접속되는 임의의 네트워크 가능 디바이스의 그룹을 말한다.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공개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기업 인트라넷 시스템과 같은 비공개 네트워크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접속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라고도 하는 네트워크 가능 디바이스는 컴퓨터, 디지털 이동 전화, PDA,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통신기 또

는 유무선 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도 있는 임의의 다른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는 본 명

세서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일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접속 디바이스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와 같은 이

동 클라이언트를 위한 호스트 컴퓨터일 수도 있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조한

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이러한 클라이언트 및 하나 이상의 이러한 서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네트워크는, 이하 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하는 하나 이상의 인젝터를 또한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 (VPN) 는 보안 과정 및 터널링을 적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공개 네트워크 기

반구조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트랜잭션에서 프라이버시를 달성한다. 터널링은 보호된 데이터 - 비즈니스에 대한 사유물

또는 개인에 대한 비밀 - 의 공개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을 말한다. 공개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노드는, 송신이 사설 네트

워크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통상적으로, 사설 네트워크 데이터 및 프로토콜 정보를 공개 네트워크 송신 유닛 내에

캡슐화함으로써 터널링이 달성되어, 사설 네트워크 프로토콜 정보는 데이터로서 공개 네트워크에 나타난다. 터널링은 인

터넷을 사용하여 사설 네트워크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다양한 터널링 프로토콜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일

부 예로, 마이크로소프트 및 다수의 다른 회사에 의해 개발된 포인트 대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PPTP); 시스코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GRE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및 레이어 투 터널링 프로토콜 (L2TP) 이 있다. 터널링, 및 VPN 의

사용은 보안 데이터 송신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암호화를 대체하지 못한다. 암호화는 VPN 에 접속되고 VPN 내에서 사용

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생체인식법은, 사용자를 인증하고, 보호된 기관 네트워크 또는 보호된 정보 소스로의 액세스를 적절

히 인증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적 특징 - 물리적 또는 행위적 - 을 말한다.

물리적 생체인식법은 음성 인식 (즉, 화자 확인),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데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

식 등을 포함한다. 행위 생체인식법은 개인적 행동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될 수 있는 임의의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는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디지털 정보 또는 정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된다. 콘텐츠 데이터는 사용자에 의한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에

지정되는 임의의 데이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서, 고객 계좌 정보는, 다양한 인증 계좌 관리자 및 시

스템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조작되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및 서버 사이에서 송신될 수도 있는 일 타입의 콘텐츠

데이터로 구성된다. 계좌 지급 정보는 EDI 트랜잭션의 경우에 일 타입의 콘텐츠 데이터일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콘텐츠 데

이터의 또 다른 예로는 제조 설비에서 원재료 또는 완성된 생산품에 대한 재고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흔히, 제조

엔지니어 및 사업 계획 직원에 의한 액세스를 위해 이러한 설비 전체에 걸쳐 클라이언트 및 서버 사이에서 송신된다. 오디

오, 비디오 파일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 데이터이다. 본 명세서에서 트랜잭션 데이터 - 접속

데이터라고도 함 - 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접속의 상태 및 이들간의 데이터 송신을 나타내는 임의의 정보

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사용자 인증 상태 및 인증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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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의 데이터 압축 및 암호화는 통상의 산업 관례에 따라 구현될 수도 있다. 압축/압축해제 및 암호/해독에 대한

다양한 사양 및 알고리즘이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고, 다양한 관련 상품이 공개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하며;

본 명세서의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브라우져와 같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일 수도 있다. 이러한 브라우져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어러TM 및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TM 가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또 다른 실

시형태에서는 단순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ERP 시스템 등과 같은 표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플러그인 툴을 포

함할 수도 있다. 또한, 임의의 실시형태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키패드, PDA, 마이크로폰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생

체인식 입력 유닛과 같은 정보 입력기의 임의의 지점일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모듈을 말한다. 레이더 접

속기는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라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인젝터에 포함되거나 접속될 수도 있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 클라

이언트의 레이더 접속기는 실패한 접속을 검출하고 서버에의 콘택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된다. 레이

더 접속기는 우선, 포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그 후 네트워크 접속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 실패가 검출된 경우 서

버를 호출함으로써 접속 재확립을 시도한다. 서버측에서는, 레이더 접속기가 항상 활성화 상태로 남아, 다양한 클라이언트

와의 접속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퍼베이시브 컴퓨팅은 사람들의 사업 및 가정내 사무에서의 네트워크 컴퓨터 또는 또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의 증가되고 널리 보급된 사용을 말한다. 디지털 및 웹 가능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예를 들어, 이동 전화, 디지털

TV, PDA,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카메라 폰, 및 네트워크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및 광대역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가 퍼베이시브 컴퓨팅의 시대를 나타낸다.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사용되는 퍼베이시브 보안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호스트 또는 접속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요구되

는 보안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따른 사용자 중심 보안은, 시스템이 네트워크 서버에 접

속하기 위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호스트 디바이스 대신에 하나 이상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

한다. 퍼베이시브 및 사용자 중심 보안은 언제 어디서나 본 명세서의 시스템 및 방법을 사용하고 임의의 네트워크 디바이

스를 사용하여 일 실시형태에서 실행될 수도 있다.

데이터그램은 "소스와 수신지 컴퓨터 사이에서의 사전 교환 및 전달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소스로부터 수신지 컴퓨터

로 라우팅되는 충분한 정보를 반송하는, 자체포함되고 독립적인 데이터 엔티티" 로서 정의된다. 2001년 11월

Whatis.Com, QUE 의 기술용어 백과사전 참조. 데이터그램 및 패킷은 상호교환가능한 ID 로 사용될 수 있다.

용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IDC) 는 본 명세서의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용어 "클라이언트" 와 상호교환가능하게 사용된

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전술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도록 구성되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와 접속하여 네트워크 상의 IO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본 명세서의 특정한 실시형태에 따라, 인증 및 암호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의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이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

어는 USB 키, 파이어와이어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컴팩트 디스크, DVD,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플래시, PDA, 스마트 디

지털 미디어, 또는 토큰 디바이스로 또는 이러한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토큰 디바이스는 직렬 포트 동글 또는 병

렬 포트 동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동글, 임의의 일회성 패스워드 생성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 액세스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디지털 미디어 판독기는 본 명세서에 따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이는 상이한 방식으로 다

양한 포트 또는 드라이브를 통해 다양한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사용자가 서

버에 의해 적절히 인증되면, 사용자를 대표하여 보안 네트워크 접속의 확립 및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론치를 위해 모든

데이터 및 기능을 보유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참조.

클라이언트-서버-인젝터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및 하나 이상의 서버를 포함하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제

공된다. 각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서버로의 보안 접속을 위한 인증 및 암호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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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참조. 시스템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직

접 각각의 사용자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 보안이 가능하다. 어떠한 종류의 접속 디바이스 또는 로컬 호

스트 컴퓨터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호스트에 도킹시키고, 목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인

증 세션을 론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액세스 안전장치의 중요한 점은 접속 디바이스 또는 로컬 호스트 머신이 아니고,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로 송신되는 개별 사용자에 있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이동성은 시

스템에 의해 부여되는 보안 솔루션에서의 퍼베이시브니스 (pervasiveness) 를 강화시킨다. 이것이 임의의 접속 디바이스

또는 로컬 호스트 머신을 사용하는 요구되는 보안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에 인젝터가 포함된다. 클라이언트-서버-인젝터 시스템은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구조와의 편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송신 및 애플리케이션 공유의 전반적인 보안을 용이하게 한

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와 접속하는 인젝터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참조.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 하나 이상의 서버,

및 하나 이상의 인젝터가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설비될 수도 있다. 각 인젝터는 하나 이상의 서버와 링크되고 통

신한다. 각 서버는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접속하고 서비스한다. 시스템의 다수의 서버는 전체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

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서로 통신할 수도 있다.

도 1 은 일 실시형태에 따라 인젝터 (105), 클라이언트 (103) 및 한 쌍의 피어 (peer) 서버 (101) 간의 접속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각 서버, 클라이언트 및 인젝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는 레이더 접속기 (107) 를 가진다. 레이더 접속기

(107) 는 네트워크 접속의 상태를 계속하여 모니터링한다. 접속 실패가 검출되면, 클라이언트 측의 레이더 접속기 (107)

는 서버를 호출함으로써 접속을 재확립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시도를 한다. 클라이언트는 가장 최근의 접속에 대한 접속

상태의 파라미터를 기록했기 때문에 - 따라서, 기억함 - 실패한 접속은 소망하는 정확도로 빠르게 복구될 수도 있다. 그 결

과, 데이터 송신의 무결성이 보호될 수도 있고, 실패 비율은 감소될 수도 있다.

레이더 접속기 (107) 에 부가하여, 임의의 다른 모듈 및 프로세스는 도 1 에 도시된 클라이언트 (103), 인젝터 (105) 및 2

개의 피어 서버 (101) 간에 공통된다. 승인 매니저 (109) 는 사용자 승인을 할당하고 관리한다. 서비스 촉진기 (111) 는, 특

정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요청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장한다. 데이터그램 파서 엔진 (113) 은 도 1 에 도

시된 바와 같이, 각 클라이언트 (103), 서버 (101) 및 인젝터 (105) 에 포함되어 있다. 파서 엔진 (113) 은 시스템의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및 파서를 구비할 수도 있다. 도 7 및 8 을 참조하면,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801) 및 프레임 파

서 (703, 803) 는 각각 서버 (101) 및 인젝터 (105) 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비스 파서 (601) 및 서비스 프레임 (603) 은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103) 에 포함된다. 데이터그램 (701, 801) 은 클라이언트측 및 서버측 모두에서 레이

더 접속기 (107) 와 함께 동작하여, 데이터그램 송신의 다수의 인스턴스를 프로세싱한다. 이하,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801)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암호 엔진 (115) 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트랜잭션의 암호 및 해독을 프로세싱한

다. 클라이언트 (103), 서버 (101) 및 인젝터 (105) 시스템에서, 암호 엔진 (115) 은,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는 레이더

접속기 (107) 뒤의 하나의 레벨이다. 서버 (101) 및 인젝터 (105) 모두에서 구현되는 파싱 엔진 (113) 및 서비스 촉진기

(111) 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수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송신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모듈 및 프로세스, 및 또 다른 모듈 및 프로세스를 이하 클라이언트 (103), 서버 (101) 및 인젝터 (105)

에 대한 개별적인 절에서 설명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 컴퓨터 또는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임의의 컴퓨터 또는 디바이

스이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호출하고 접속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일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는 일 실

시형태에 따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IDC) 이다. 클라이언트 또는 IDC 는 네트워크에 링크된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상

에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플래시 메모리를 실행시킴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일 실시형태에서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또는 IDC 에 의해 제공되고, 일단 사용자가 IDC 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하면 사용자가 네트

워크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송신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로그온하도록 로그인 형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형태는 텍스트, 객체 또는 그래프 등의 상이한 포맷의 입력을 수용할 수

도 있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트랜잭션 및 데이터 송신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송신할 수 있게

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따라 이동형일 수도 있다.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지능형 데이터 캐리

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스, 직렬 포트 동글 또는 병

렬 포트 동글과 같은 토큰 디바이스, 또는 다른 디지털, 아날로그 디바이스 또는 매체 판독기로 또는 이러한 장치 상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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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형태에 따라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3 개의 주요 구성요소: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메모리,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입력-출력 (IO) 장치, 및 메모리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프로세싱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가진다. IDC 는, 네트워크에 배치된 컴퓨터 호스트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IO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

터를 송신할 수 있다.

IDC 의 메모리는, CD, 플로피 디스크, DVD, EP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및 플래시 메모리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USB 키 등) 와 같은 임의의 컴퓨터 판독가능 미디어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IDC 의 IO 장치는, 예를 들어, 마우스 포트, 키보드 포트, 직렬 포트 (USB 포트 또는 ASB 포트), 병렬 포트, 적외선 포트,

및 펌웨어 접속 (IEEE 1394)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IO 접속 또는 포트를 통해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

IO 접속은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 실시형태에서, 근거리 무선 접속이 IDC 와

블루투스 사양에 따른 호스트 디바이스 사이에 확립될 수도 있다. www.bluetooth.org 참조.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802.11b-g 및 적외선 통신이 사용된다. IO 장치는,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음성 또는 이미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도

록 구성되는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따라서 IDC 는 VoIP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IDC 프로세서는 일 실시형태에서 집적회로 (IC) 를 구비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IC 가 주문형 집적회로 (ASIC) 이

다. IC 는 IDC 상에 미리 로드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상에 인스톨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원

격 서버로부터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IDC 의 프로세서는 IC 를 포함하지 않

고;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의 IC 에 의존하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인스톨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IDC 메모

리에 로딩되는 정보 및 IDC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프로세싱하도록 구성된다. 애플리케이션 전달에 대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 참조.

본 명세서에 따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인증 및 암호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

성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서버 위치를 결정하고, 인증 프로세스를 개시함으로써 서버에 자신을 제공한다. 인증 및

암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조. 본 명세서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IDC 로 송신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IDC 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의도한 서버에 접속하고, 접속종료하고, 재접속할 수도 있다. 접속은 일 실시형태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네트

워크 호스트 디바이스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는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

기 (PDA), 이동 전화, 디지털 TV, 오디오 또는 비디오 플레이어, 컴퓨터 게임 콘솔,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폰, 및 네트워

크화된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척기, 건조기 및 식기세척기와 같은 네트워크 가능 가전기기일 수도 있다. 임의의 실시형태

에서, IDC 는 호스트 디바이스에 직접 내장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공유 또는 보안 데이터 교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액세스는 각 사용자에 대해 비공개이며 보안되어 있다.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조.

따라서, IDC 는 네트워크 통신에 큰 이동성, 및 강화된 사용자 중심 보안을 부여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보안되고 제어된 방식으로 IDC 를 통해 의도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는, 임의의

허가된 애플리케이션이, 인증된 사용자에게 송신되는 IDC 에 사전 로딩되고, 인증된 사용자는 서버로 등록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IDC 가 어떠한 로컬 호스트에 도킹되는지에 무관하게, 서버에 의한 적절한 인증에 따라 IDC 로부터 애플리케이

션을 실행시킬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하나의 위치에서 USB 키 IDC 를 컴퓨터 - 인터넷에 접속된 - 에 삽입

하고, 일단 서버 - 또한 인터넷에 위치하는 - 에 성공적으로 접속되면 USB 키 IDC 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론치할 수도 있

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파일을 서버 또는 USB 키 IDC 상에 저장할 수도 있다. 파일은 네트워크 서버에 접

속된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 (EVFS) 에 저장된다. EVFS 의 다음의 설명 참조. 또 다른 위치인 경우, 사용자는 상이한 컴

퓨터 호스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USB 키 IDC 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론치하고 - 서버에 의한 적절한 인증에 따라 - 동

일한 파일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IDC 와 네트워크 서버간의 이러한 보안되고, 이동형인 사용자 중심 접속

성은 데이터 액세스 및 애플리케이션 전달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일 실시형태에 따라 독립형 애플리케이션 또는 동작 시스템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사용

자는, 판독전용 (read-only) 이며 복사방지된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동작 시스템을 가진 IDC 로 송신될 수도 있다. 사용자

는 IDC 를 사용하여, 동작 시스템 또는 저장 디바이스를 가지지 않는 호스트 시스템을 부팅하고, IDC 상에 액세스 서버기

반 애플리케이션 또는 미리 로딩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도 있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고유의 시리얼 넘버뿐만 아니라, 복사방지 및 판독전용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IDC 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애플

리케이션의 초기 인스톨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인스톨이 완료되면, IDC 는 시스템 명칭, MAC 넘버, 프로세서 시리얼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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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또 다른 정적 시스템 기반 정보를 요청하여 복사방지 코드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는 감춰진 암호화된 코드의

형태로 IDC 에 저장할 수도 있다. 이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오리지널 호스트 디바이스 상에만 인스톨되는 것을 보장할

수도 있다.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미디어 특정 분포에 적합하다. 각 사용자는, DVD, CD, 또는 MP3 데이

터 파일과 같은 특정한 디지털 미디어 소스에의 액세스를 인증하는 하나 이상의 특정한 디코더로 작동하는 IDC 로 송신될

수도 있다. 서버는 IDC 를 통해 특정한 데이터 파일의 액세스 및 사용을 트래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전달 패러다임은, 특수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툴, 및 다양한 고

객 관계 관리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및 전사적 자원 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패

킷 등을 포함하는 IT 툴 및 상업적 소프트웨어 패킷뿐만 아니라 사유 데이터 콘텐츠에 특히 유용하다. 중앙집중된 데이터

및 파일 관리뿐 아니라 엄격한 인증 및 암호화와 결합된 제어되고 목표화된 전달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사적 라이센스 및

플로우팅 라이센스와 같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방식의 실질적 경쟁자로 만든다. 이러한 능력에서, IDC 는 사유 데

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권리 관리 (DRM) 를 가능하게 한다.

도 5 를 참조하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다수의 모듈 및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예를 들

어, 애플리케이션 부팅 로더 (501) 는, 시스템 통합자 (SI) 및 OEM 제조자들이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인스톨되는 애플

리케이션 또는 IDC 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커스항 부팅 호출을 생성하게 한다. 애플리케이션 부팅 로더 (501) 는

본 실시형태에 따른 IDC 의 프로세서의 일부이다.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을 부팅하기 위한 config 파일, SYS 파일 또는 실

행 파일 등이라 할 수도 있다.

IDC 의 메모리는 일 실시형태에 따라 - 예를 들어, SI 또는 OEM 에 의해 - 사용자 데이터 저장영역 (503),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영역 (505) 및 관리 config 분할영역 (507) 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사용자 데이터 저장영역 (503) 은 기록 및

판독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저장영역 (505) 은 판독만 가능하다. 관리 config 분할영역 (507) 은 판독전용이고

복사방지되어 있다. 분할 정보는, 사용자의 관점이 아닌 방식 또는 사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방식으로 IDC 에 저장

된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온 디바이스 인증 클라이언트 모듈 (509), 네트워크 접속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레이더 접속기

(511), 및 암호화 모듈 (513)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모듈이 포함된다. 인증 클라이언트 (509) 는, 객체 방법 (515), 패스

워드 시스템 (517), 및 또 다른 권리 정책 (519)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용자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6 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클라이언트의 또 다른 예시를 제공한다. 프로세스에 포함된 바와 같이 다양한 모

듈 및 구성요소가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버와의 접속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메시징 (605), 스트리밍 (607), 및 또 다

른 커스항 통신 (609) 을 포함하는 상이한 타입의 송신을 지원한다. 일 실시형태의 네트워크 서버에서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703) 에 대응하는 데이터그램 파서 (서비스 파서 (601)) 가 사용된다.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를 가진 서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조. 보안 키 교환 (611) 및 암호화 (613) 가 클라이언트에 구현된다.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

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에 결합하여 랜덤화가 사용된다. 데이터 객체의 생성 및 분석에서 랜덤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

조. 또한, 레이더 접속기 (615) 가 클라이언트를 서버에 링크시키는 클라이언트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레이더 접속기

(615) 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접속을 모니터링한다. 접속은 인터넷과 같은 공개 네트워크를 통할 수도 있다. 또한 접

속은 사설, 사업자 네트워크, 특히 배분적 계산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확립될 수 있다.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를 갖는 서버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접속하고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개 - 예를 들어, 인터넷 - 또는 비공개 - 예를 들어, 기관 환경 - 네트워크 상에 배치된 임의의 컴퓨터 또는 디지털 디바

이스일 수 있다. 네트워크는 유선일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또는 전체로 무선일 수도 있다. 서버는 시스템에서 다양한 클라

이언트 또는 사용자의 승인 또는 권리를 규정한다. 승인은 물리적인 사용자 아이덴티티 - 예를 들어, 생체인식 측정결과에

따라 - 및 지리적 위치 - 예를 들어, 로컬 호스트명, 로컬 시간, 또는 임의의 다른 검출가능한 파라미터 - 에 기초하여 컴파

일되고 송신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허용하고, 사용자에게

속하거나 사용자가 액세스하도록 인증된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액세스를 허용한다. 데이터 파일은, 각각의 사

용자에게 보안되고 비공개된 액세스를 제공하는 EVFS 내에 존재한다. EVFS 에 대한 다음의 설명 참조. 또 다른 실시형태

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접속이 확립되면, 서버는 인증된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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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 실시형태에 따른 서버는 일련의 모듈 및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이들 중 일부는 도 6 에 도

시된 클라이언트에 포함된 모듈 및 구성요소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SKE (705) 및 암호화 (707) 는 서버에 구현된다. 또

한, 랜덤화는 인증 및 암호화 방식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VFS (709) 는 서버에 링크되어, 데이터 액세

스 및 저장을 위한 비공개 파일 시스템을 각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EVFS (709) 는 EVFS 인터페이스 (711) 를 통해 서

버에 링크된다. 다음의 상세한 설명 참조. 또한, 레이더 접속기 (713) 는 서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클라이언트측에서 레

이더 접속기 (615) 와 인터페이싱한다. 각 측에 레이더 접속기를 가진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네트워크 접속은 네트워크

접속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명세서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라, 레이더 접속기는 접속

실패를 검출하여 필요한 경우 접속을 재확립한다. 예를 들어, 메시징 (715), 스트리밍 (717), 및 커스항 통신 (719) 을 포함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데이터 송신은 임의의 실시형태에 따른 데이터그램 방식에 기초한 동적 데이터그램에 의해 실시된

다. 다음의 예 1 참조. 서버를 통한 전달을 위해 의도된 모든 데이터 - 콘텐츠 데이터 또는 트랜잭션 데이터 - 는 데이터그

램으로 포맷된다. 각 데이터그램은 일 실시형태에 따른 TCP 패킷 내에서 반송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UDP,

HTTP, 및 HTTPS 와 같은 또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수의 데이터그램 타입이 일 실시형태에 따

른 데이터그램 방식에 규정된다. 주 데이터그램 타입은 복수의 부 또는 서브 타입을 가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서, 부 데이터그램 타입은 더 낮은 레벨의 데이터그램 서브타입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일련의 방법 및 기능이 각각의 데

이터그램 타입 또는 서브타입에 대해 규정될 수도 있다. 각 데이터그램 타입 또는 서브타입은 하나 이상의 특정한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하고 하나 이상의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반송할 수 있다. 다양한 타입은 상이하고 특정한 특권 및/또는 승

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데이터그램은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에 의해 서버에서 프로세싱된다.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실시간으로 데이

터그램을 생성 (701), 할당, 프로세싱 및 스와핑할 수 있다. 데이터그램 할당 및 할당해제는 동적으로 수행된다. 일 실시형

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그램이 할당되면서 다른 데이터그램은 할당해제될 때 동일한 메모리 공간이 사용된다. 메모리 포

인터가 다수의 데이터그램에 대해 사용된다. 하나의 데이터그램이 서비스중일 때, 그 포인터는 할당된 메모리를 지정한다.

메모리 포인터의 사용은, 다수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중인 네트워크 데이

터 송신을 지원할 때에 높은 레벨의 효율성 및 속도를 제공한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데이터그램의 스위치가 하나의

포트를 통한 네트워크 접속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데이터그램의 스위치가 다수의 포트와 접

속되어 구현될 수도 있다.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는 일 실시형태에 따른 데이터그램 파서 엔진 (113) 을 구비한다. 또한 파서 엔진 (113) 은,

주 및 부 타입에 기초한 데이터그램을 필터링하는 파서 (703) 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선 데이터는 소켓으로부터 판독되

고, 그 소켓에 대한 인-큐 에 첨부된다. 그 후, 파서 엔진 (113) 은 그 소켓이 큐 내에 완전한 데이터그램을 가지는지 여부

를 알기 위해 체크한다. 완전한 데이터그램을 가지지 않는 경우, 파서 엔진은 휴지상태가 되어 소켓에 도달하는 다음 패킷

을 대기한다. 완전한 데이터그램을 가지는 경우, 파서 엔진은 소켓의 인-큐로부터 완전한 데이터그램을 제거하여, 이를 해

독 및 파싱 유닛에 전송하여 해독하고 파싱한다.

그 후, 파서 엔진 (113) 은, 데이터그램이 해독 및 검증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통과하지 않은 경우, 파서 엔진은, 데

이터그램이 변경 또는 인젝션의 신호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체크한다. 변경 또는 인젝션이 검출되면, 데이터그램

은 폐기되고 그 데이터그램을 전송한 사용자는 접속해제될 수도 있다. 데이터그램이 성공적으로 해독되고 검증된 경우, 파

서 엔진 (113) 은 그 데이터그램의 의도된 수신자의 결정을 시도한다. 데이터그램이 또 다른 접속 서버에 의도된 경우, 데

이터그램은 그 피어 서버 상에서 피어 파서 엔진 (113) 에 포워딩된다. 데이터그램이 로컬 서버에 의도된 경우, 로컬 파서

(703) 로 전달된다.

그 후, 파서 (703) 는, 전송자가 그 특정 타입의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이것은 객체 분류자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한 설명 및 다음의 예 2 참조. 전송자가 특정한 타입의 데이

터그램을 전송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경우, 그 데이터그램은 폐기되고 로그파일이 생성된다. 전송자가 그 데이터그램 타입

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 파서는, 그 전송자가 특정한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및 수신자가 그 데이

터그램을 수신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더 체크한다. 권한을 가지지 않고, 그 부정적인 권한이 영구적이면, 데

이터그램은 폐기되고 로그파일이 생성된다. 권한을 가지지 않지만 그 부정적 권한이 일시적이면, 데이터그램은 후속적인

검색 및 프로세싱을 위해 저장될 수도 있다. 전송자가 데이터그램을 전송할 권한을 가지고 수신자가 그 데이터그램을 수신

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파서는 계속 진행하여 데이터그램 타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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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일 실시형태에 따른 파서 (703) 에서 구현되는 데이터그램 타입 결정 (301) 및 데이터그램 파싱에 대한 관련 프로

세스를 도시한다. 각 데이터그램 타입은, 인스턴트 메시징 엔진 (303), 브로드캐스트 엔진 (305), 접속 프록시 엔진 (307),

사용자 인증 엔진 (309), 사용자 관리 엔진 (311), 사용자 디렉토리 엔진 (313) 등과 같은 대응하는 프로세싱 엔진을 가진

다. 데이터그램 타입이 결정되면, 데이터그램은 대응하는 데이터그램 타입에 대한 지정된 엔진에 공급되어 프로세싱된다.

피어링 엔진 (315) 은 또 다른 접속 서버, 피어 서버에 상주하는 피어 파싱 엔진을 말한다. 사용자 로그온 및 로그오프가 모

든 피어에 브로드캐스트된다 (317). 각 피어 서버로의 사용자 액세스는 의도에 따라 통합되어 관리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사용자가, 더 높은 레벨의 액세스 특권을 승인하는 피어 서버에 의해 인증되고 그 피어 서버에 접속되는 경우, 서버에

대해 사용자가 가진 기존의 접속은 해제될 수도 있다. 사용자 관리 엔진 (311) 과 접속된 권한 엔진 (319) 은 모든 사용자

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기록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기능성을 제공하는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예를 들어, VPN 터

널링 엔진 (321) 을 포함하는 또 다른 모듈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서버는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동적으로 프로세싱한다. 매트릭스는 제 1 의 소정수 (예를 들어,

256) 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하고, 주 데이터그램 타입 각각은 제 2 의 소정수 (예를 들어, 256) 의 부 데이터그램 타

입을 가진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파서 (703) 가, 3 이상의 차원 또는 층을 가진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파싱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싱은 데이터그램 타입, 필드 및 층에 기초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데이터그램의 일반 레이아웃에 따라, 데이터그램이 적절히 파싱되면 각각의 데이터그램에 대해 적절한 기능 또는 방법이

실행될 수도 있다. 도 4 는 일 실시형태에 따른 데이터그램의 일반 레이아웃을 제공한다. 데이터그램 레이아웃은 주 데이

터그램 타입 (403), 부 데이터그램 타입 또는 서브타입 (405), 데이터그램 길이 (407) 및 데이터그램 체크섬 (409) 과 같은

헤더 필드 및 페이로드 필드 (401) 를 포함한다. 페이로드 (401) 는 송신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반송한다. 추가적인 헤더 필

드 (411) 가 또 다른 데이터그램 타입에 대해 포함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다음의 예 1 를 참조하면, 주 데이터그램 타입은: 사용자 접속을 인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 콘텐츠 데이터 송신을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 데이터그램;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및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데이터그램; 및 네트워크 서버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간의 프록

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 등을 포함한다.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은: 인증 요청을 개시할 수 있는 인증 요청 데이터그램; 인증 요청시에 응답을 전송할

수 있는 인증 응답 데이터그램; 및 인증 세션의 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인증 결과 데이터그램과 같은 부 또는 서브 데이터

그램 타입을 포함한다.

콘텐츠 데이터그램은: 콘텐츠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정규 콘텐츠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고 로그인 세션을

확립할 수 있는 원격 로깅 데이터그램; 및 원격 접속으로부터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원격 데이터 집합 데이터그램; 송신

된 콘텐츠 데이터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콘텐츠 승인 요청 데이터그램; 및 송신된 콘텐츠 데이터의 검증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콘텐츠 승인 응답 데이터그램과 같은 부 또는 서브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한다.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은: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네트워크 서버로 프록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서버로의 프록

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 프록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서버로부터의 프록시 데이터

와 같은 부 또는 서브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한다. 주 데이터그램 타입의 또 다른 예는 인스턴트 메시지 타입이다. 이것

은, 파일 송신 타입, 오디오-비디오 송신 타입, 인스턴트 메일 메시지 타입 및 원격 데이터 집합 타입과 같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한다.

서버 및 클라이언트와 접속하는 인젝터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본 명세서의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버를 기존 네트워크 기반구조에 접속시키도록 구성되는 인

젝터를 포함한다. 인젝터는 네트워크 접속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일 수 있다. 인젝터는 물리적 접속 데이터

를 논리적 네트워크 자원으로 변환한다. 이것이 기존 네트워크와의 편리한 통합을 허용하고, 기존 IT 기반구조를 변형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도 8 을 참조하면, 일 실시형태에서의 인젝터는 클라이언트 (도 6) 또는 서버 (도 7) 에서의 인젝터와 유사한 모듈 및 프로

세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SKE (805) 및 암호화 (807) 가 인젝터에서 구현된다. 또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에 결합하여

랜덤화가 사용된다. 서버와 같이, 인젝터는 EVFS (809) 에 링크되어, 기존 네트워크에의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가상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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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파일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VFS (809) 는 가상 파일 시스템 (VFS) 인터페이스 (811) 를 통해 인젝터에 링크

된다. 클라이언트 및 서버와 같이, 인젝터는 예를 들어, 메시징 (813), 스트리밍 (815), 및 또 다른 커스항 통신 (817) 을 포

함하는 상이한 타입의 통신을 지원한다.

또한, 인젝터는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 (801) 를 사용하고 데이터그램 또는 프레임 파서 (803) 를 가진다. 데이터그램 스

위치 (801) 및 프레임 파서 (803) 는 네트워크 서버에서의 데이터그램 스위치 (701) 및 데이터그램 파서 (703) 에 대응한

다. 또한, 레이더 접속기 (819) 는 인젝터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서버측의 레이더 접속기 (713) 와 인터페이싱한다. 레이더

접속기 (819) 는 인젝터와 서버 사이에서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또한,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라 레이더

접속기 (819) 는 접속 실패를 검출하고 필요에 따라 접속을 재확립할 수도 있다.

인증 및 암호화

본 명세서의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은, 예를 들어, 암호화된 또는 암호화되지 않은 ASCII 스트링, 단

일 분류 모델 및 수퍼 분류 모델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증 및 암호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

호 암호화가 사용될 수도 있다.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블록 체인화, 암호 포워딩 또는, 암호 및 해독 엔

진 모두가 예측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 및/또는 키를 변형하는 임의의 다른 방식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보안 키 교환 (SKE) 이 사용될 수도 있다. SKE 는 한번만 사용되고 그 후에 폐기되

는 랜덤한 키의 쌍 생성을 포함한다. SKE 에 따르면, 서버에 의해 소유되고 제어되는 공개-비공개 키 쌍을 제외하고는 어

떠한 키도 임의의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 SKE 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개 키 저장 시스

템을 요구하는 공개 키 기반구조 (PKI) 와 다르다. 개재되는 공개 키 저장 시스템 - 네트워크 해커의 통상적인 목표 - 의

생략이 강화된 네트워크 보안을 허용한다.

특정한 실시형태에 따른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의 SKE 모듈은 상업용 (COTS)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개 키 시스템

을 사용한다. 일 실시형태에서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 이 사용된다. 2001년 11월, Announcing the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의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Publication 197 참조 (csrc.nist.gov/

publications/fips/fips197/fips-197.pdf 에서 이용가능). 또한, 웹사이트, csrc.nist.gov/CryptoToolkit/aes/;

csrc.nist.gov/CryptoToolkit/aes/rijindael/; 및 csrc.nist.gov/CryptoToolkit/aes/rijindael/rijindael-ip.pdf 참조. 또 다

른 실시형태에서는, 163 비트 타원 곡선 암호화 (ECC) 키가 사용될 수도 있다. ECC 기술은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3월 Tatsuaki Okamoto 등의 PSEC: Provably Secure Elliptic Curve Encryption Scheme (P1363a 에 제안) 참

조 (grouper.ieee.org/groups/1363/P1363a/contributions/psec.pdf). 또한, 웹사이트, world.std.com/~dpj/

elliptic.html 및 csrc.nist.gov/cryptval/dss/fr000215.html 참조.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랜덤 기반 및 조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암호에는:

Gost, Cast128, Cast256, Blowfish, IDEA, Mars, Misty 1, RC2, RC4, RC5, FROG, SAFER, SAFER-K40, SAFER-

SK40, SAFER-K64, SAFER-SK64, SAFER-K128, SAFER-SK128, TEA, TEAN, Skipjack, SCOP, Q128, 3Way,

Shark, Square, Single DES, Double DES, Triple DES, Double DES16, Triple DES16, Triple DES24, DESX,

NewDES, Diamond Ⅱ, Diamond Ⅱ Lite 및 Sapphire Ⅱ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해시에는: MD2, SH4, SHA-2,

RipeMD128, RipeMD160, RipeMD256, RipeMD320, Haval (128, 160, 192, 224 및 256 비트) with Rounds, Snefru,

Square, Tiger, 및 Sapphire Ⅱ (128, 160, 192, 224, 256, 288 및 320 비트) 가 포함된다.

일 실시형태에서의 인증은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한다. 인증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키스트로크, 스크린상에서의 터

치, 발성, 또는 생체인식 측정값의 선택을 포함한다. 이벤트 레벨 데이터는 이벤트 이전 및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 및 이벤

트시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벤트 윈도우는 이벤트의 기록시 또는 측정시에 특정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음향 샘플이 시간 제한 내에 선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 실시형태에 따른 수퍼 분류자를 컴파일링하는데 사용

될 수도 있다.

수퍼 분류자의 사용은 3 개의 양태: 분류 (다음의 부록 1 참조), 분석 (다음의 부록 2 참조), 및 판정 (다음의 부록 3 참조)

을 포함한다. 수퍼 분류자의 기능은 입력 벡터 데이터의 특성 추출이다. 입력 벡터 데이터는 2 진수일 수도 있고, 2 진수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록 3 참조. 일 실시형태에서는 객체 벡터 기반 수퍼 분류자가 사용된다. 다음의 예 2 참조. 다

음 절에서 설명하는 수퍼 분류자 기반 객체 분석에 랜덤화가 적용된다.

클라이언트 또는 IDC 가 네트워크 서버로의 접속을 시도할 때마다 인증이 수행된다.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인증 및 암호

화 방식은 IDC 로 사용가능하다.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1 단계로,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또는

IDC 를 통해 요청을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한다. 따라서, 인증 세션의 개시는 클라이언트 또는 IDC 로부터이다. 2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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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는 사용가능한 인증 방식의 리스트를 IDC 에 전송하고, 사용자는 이벤트 - 예를 들어,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발성, 키스트로크 또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통지 이벤트를 통해 리스트로부터 하나를 선택한다. 카메라 또는 생체인

식 디바이스와 같은 디지타이저로부터의 입력은 적절한 통지 이벤트의 또 다른 예를 구성한다. 3 단계로, 선택된 인증 방

식에 기초하여, 서버는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IDC 에 전송한다. 요구는,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라 순수 랜덤 또는 의사

랜덤인 패스워드일 수도 있다. 의사 랜덤 패스워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순수 랜덤 패

스워드는 시스템 외부에서 엔트로피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된다. 5 단계로, 서버는 IDC 로부터 수신된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객체 또는 객체 벡터로 변환한다. 6 단계로, 서버는 하나 이상의 분류자 또는 수퍼 분류

자를 사용하여 데이터 객체에 대한 객체 분석을 수행한다. 생체인식 측정결과에 기초한 수퍼 분류자가 사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또는 분류자에 기초한 판정이 서버로부터 IDC 에 전송되어, 사용자의 적절한 인증을 확인하여 IDC

의 서버로의 접속을 허용하거나 또는 IDC 로부터의 인증 시도가 실패했음을 선언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3 상태의 인증 또는 3 개의 인증 테스트: 클라이언트-서버 매칭에 대한 논리 테스트, IDC 에

대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테스트가 구현될 수도 있다. 랜덤화는 데이터 객체 분류자와 함께 또는 분

류자없이, 3 개의 테스트 중 하나 이상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 매칭에 대한 논리 테스트는, IDC 또는 클라이언트가 정확한 서버를 발견하게 하는 테스트이다. 이것은 다

수의 단계를 포함한다. 우선, 서버가 인스톨되거나 개시된 경우,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개/비공개 ECC 키 쌍이 서버

에 생성된다. IDC 가 구성되거나 생성된 때, IDC 가 서버의 "일반 코드" 로 프린트되고 지정된 서버로 "등록" 되도록, 이러

한 서버의 임의의 클라이언트 또는 IDC 에 서버 공개 키 (PK1) 가 제공된다. 그 후, IDC 가 사용자에 할당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할 때, 서버의 랜덤화기는 대량의 랜덤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하여, 접속 세션을 위한 새

로운 ECC (PK2) 공개/비공개 키 쌍의 생성시에 시드로 사용한다. 그 후, 이 공개 키는 검증만을 목적으로한 미리 생성된

서버 비공개 키로 표시된다. 그 후, 서버는 IDC 에 대한 서명 및 새롭게 생성된 공개 ECC 키 모두를 전송한다. 이러한 정보

의 수신시에, IDC 는 "검증 전용" 공개 키를 사용하고 키에 의해 프린트되어, 공개 ECC 키의 서명을 입증한다. 서명이 "프

린트" 와 매칭되지 않으면, 서버는 올바른 서버가 아니고, IDC 는 접속해제된다. 서명이 매칭되면, IDC 는 세션을 위한 새

로운 ECC (PK3) 공개/비공개 키 쌍을 생성하고, 그 공개 키를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및 설비 (CIF, 전술한 예 1 참조) 의

일부로서 전송한다. CIF 는 서버의 공개 키 PK2 를 사용하여 차례로 암호화된다.

IDC 에 대한 디바이스 테스트는 입증을 위한 IDC 의 물리적 파라미터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캐리어 디바이스 상에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배치할 때, 즉, 캐리어 또는 저장 디바이스가 IDC 가 되는 경우, IDC 는 서버에 등록되고, 그 파라

미터 중 특정한 파라미터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내부와 같은 서버 상에 저장된다. IDC 가 CIF 패킷을 생성하는 경우, IDC

가 도킹되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또는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상에 모을 수도 있는 임의의 정보를 CIF 상에 저장하

고, 이전의 논리 테스트에서 검증되었던 공개 키 PK1 으로 전체 CIF 패킷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CIF 를 서버에 전송한

다. 해독후, 서버는, CIF 내의 데이터가 서버에 미리 등록된 파라미터에 매칭되는지 여부 및 IDC 가 공지의 또는 정규의 네

트워크 호스트로부터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도 있다. 입증이 실패하면, 서버는 세션을 종료하고 IDC 를 접속해제

한다.

사용자에 대한 개인적 테스트는 특정한 사용자의 인증에 중점을 둔다. 이 테스트는 분류자 또는 수퍼 분류자로 또는 분류

자 없이 구현될 수도 있다. 수퍼 분류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류자는 다수의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공적

SKE 에 수반하여, 인증 요청 데이터그램이 IDC 에 전송되어, 인증 방법의 리스트, 및 이 방법들 중 하나가 시도-응답 기반

인증인 경우, IDC 가 인증될 시도를 포함한다. 그 후, IDC 는 인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양방향성 로그인을 위해 사용

자를 프롬프트하거나 프롬프트하지 않을 수도 있다. IDC 가 인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 로그인이

제공된다. 인증에 계속하여, IDC 는 서버에 인증 객체를 전송하고, 인증 객체는 서버에 의해 조사되어야 하는 검증 데이터

를 포함하는 또 다른 데이터그램 타입에서 구현된다. 인증 데이터 객체의 분석은 사용되는 인증 방법에 기초하여 변화한

다.

한편, 수퍼 분류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수퍼 분류자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그램

타입 및 서버에서의 데이터그램에 기초하여 구현된다. 성공적인 SKE 시에, 인증 요청 데이터그램은 수퍼 분류자로부터

IDC 로 전송되고, 인증 요청 데이터그램은, 인증 방법의 리스트 및 인증 방법 중 하나가 시도-응답 기반 인증인 경우 IDC

가 인증되어야 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그 후, IDC 는 인증 방법을 유사하게 선택한다. 인증에 대하여, 서버는 이벤트 레벨

작업의 실행에 대한 요청을 IDC 에 전송한다. 요청은 랜덤화기로부터의 입력에 기초하여 수퍼 분류자로 성립된다. IDC 가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로 얻어진 이벤트 레벨 데이터가 인증 데이터 객체로 랩 (wrap) 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이 데이터

객체는, 세션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특정한 네트워크 교환 세션에 대해 랜덤하게 생성된 개별적인 식별자를

포함한다. 그 후, 인증 객체는 IDC 로부터 복귀되고, 수퍼 분류자에 기초하여 서버의 "입증자" 에 의해 분석된다. 데이터 객

체 분석은 사용되는 특정한 인증 방법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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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벡터 객체의 생성 및 분석에서의 랜덤화

랜덤화 기술은 이론 수학 및 응용 수학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공통 분모가 존재하지 않는 의사 결정 프

로세스에 흔히 적용된다. 랜덤화의 사용은, 오늘날 사용가능한 거대한 계산 능력에 의해 용이해진다. 통상적으로 랜덤화는

시드의 사용을 포함한다. 난수 생성기는 하나 이상의 시드의 공급에 기초하여 난수의 풀을 생성한다. 시드의 특징에 따라,

랜덤화는 의사 랜덤 또는 순수 랜덤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난수 생성기는 의사 난수 생성기이다. 이것은 수학적

으로 미리 계산된, 절충될 수 있는 리스트에 기초한다. 대조적으로, 순수한 난수는 흔히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

크 외부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된다. 순수 랜덤화기를 깨기 위해서는 엔트로피의 소스

및 엔트로피가 시드를 생성한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랜덤화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보안에서 적용된다. 기존의 데이터 보안에서의 랜덤화의 적용은 대개 정적이다. 예

를 들어, 난수는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또 다른 컴퓨터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되어 순차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 상으

로 이동될 수도 있다. 수가 시스템 특정 난수 생성기에 의해 허용되는 난수 "프레임" 내의 수와 매칭되면, 사용자는 액세스

가 승인될 것이다. 이것은, 2 개의 비공개로 생성된 키가 공유 검증 지점에서 매칭되고 검증되는 공개 키 기반구조 (PKI)

와 유사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하나의 문제는, 공유 검증 지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위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정의

시드에 기반한 수들의 프레임 (또는 문자 숫자와 같은 임의의 원하는 출력 조합) 을 포함하는 난수 생성기는 시스템 공유

검증 지점에 존재한다. 난수 생성기는 무한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성되는 난수의 총 수는 생성기가 생

성되면 (시드되면) 미리 결정된다. 즉, 랜덤인 것은 난수가 생성되는 순서만이다. 이러한 랜덤화는 정적이다. 각 난수는 이

론적으로 예측된다.

본 명세서의 특정한 실시형태에 따른 랜덤화는 비정적 방식에서 적용된다.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분류자 또는 수퍼 분류자

를 통해 데이터 객체에서 구현된다. 후술하는 예 2 참조. 순수한 난수 생성기는 데이터 벡터 객체의 분석을 위한 난수를 제

공하도록 시드된다. 데이터 객체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인증을 위한 특정한 테스트에 사용된다.

다양한 실시형태에서, 다수의 개별적인 비공개 키가 순수 랜덤 값에 기초하여 생성된다. 이벤트 레벨에서 컴퓨터 외부의

엔트로피에 기초하여 데이터 객체가 수를 데이터 이미지 또는 값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 키들은 초기 서버 검증 키에 기

초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키들은 랜덤화기 또는 난수 생성기의 환경 외부에 존재하고 비정적이 된다.

랜덤화 기반 객체 변환에 사용되는 것은 키 자체이기 때문에, 2 개의 미지의 키 (비공개 키) 를 매칭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3 개 이상의 비공개 키가 유사하게 생성되고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임의의 수의 비공개

키가 분류자에서의 객체에 의해 생성되어 비공개 키의 수를 알려지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 실시형태에서, 랜덤화는, (i)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순수 난수 생성기에 기초한 인증 시도에 직면하도록, 그리고 (ii)

수행될 객체 분석이 선택되고, 선택된 분석이 수행되도록 구현된다.

통상적인 사전 프로그래밍된 난수 생성기는 다음의 형태:

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캠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W.H. Press 등의 Numerical Recipes 참조. 단순한 선형 합동 생성기가 사용되든

개선된 생성기가 사용되든지 간에, 시드의 계산이 예를 들어, 시퀀스에서 생성되는 다수의 난수를 관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난수 생성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 따라서 결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시퀀스에서

최소 유효숫자가 절단되어, 어떠한 힌트를 남길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러한 실시형태에서는, 시드에 부가하여, 생

성기 특정 상수 a, c 및 m 이 전술한 공식에 따라 제공된다. 상수 a 및 m 에 대해 많은 가능한 값을 가지는 표가 생성될 수

도 있다. 일부 잡음 입력을 사용하여 상수가 선택되는 경우, 이러한 접근방식은 더 견고한 랜덤화기를 유도할 것이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다수의 미리 선택된 난수 생성기가 N 개의 독립된 시드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단순 합이 다

음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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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약 2.3 × 1018 의 결합 주기를 가지는 2 개의 선형 합동 생성기를 결합시키기 위한 유용한 알고리즘의 예는 Numerical

Recipes 에서 설명하는 ran2 이다. 이 알고리즘은 2 개의 독립 시드를 사용하여 변형될 수도 있다. 3 또는 N 개의 생성기

를 사용하여 더 변형될 수도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는, 침입자가 쉽게 액세스하지 못하는 비결정 소스를 사용하여 하나 이

상의 시드가 획득된다. 비결정 소스는 랜덤화기 외부의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외부 디바이스, 외부 이벤트의 발생, 제

3 자, 및 컴퓨터의 최근 기록으로부터 유도되는 비트 등과 같은 해당 네트워크 시스템 외의 것일 수도 있다.

하나의 특정 분류자가 객체 기반 벡터의 분석에 사용되는 경우,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침입자가 분류자 및 시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분류자의 총체 - 즉, 다수의 분류자 또는 수퍼 분류자 - 가 사용되어, 더 낮은

예측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 클래스 결정적이 아닌 변량이 폐기되기 때문에 특성 벡터의 차원이 감소될 수도 있다. 후술하

는 부록 1 및 2 참조.

요약하면, 본 명세서에 따른 랜덤화는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보호를 개선한다. 데이터 객체는 이벤트 레벨에서 사용자에게

만 알려진 특정한 값 - 일 실시형태에서 생체인식 측정값과 같은 - 에 기초한다. 디바이스보다 사용자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이 본 명세서에 따른 사용자 중심 보안을 나타낸다. 순수 랜덤화 방식에서 이벤트 레벨에서 변환되고 수퍼 분류자에서

분석되는 데이터 객체가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입증하기 위한 더 우수한 토대를 제공한다.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 (EVFS)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른 EVFS 는 파일 리포지토리라고도 불리는 사용자마다 (또는 사용자 그룹 마다), 클라이언트마다의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 이것은 서버 기반 파일 시스템 또는 파일 및 데이터 저장 설비이며,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자가 그

들의 로컬 호스트 또는 클라이언트 캐리어로부터 파일 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한다. EVFS 는 예를 들어, 로컬 호스

트에서 저장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할 수도 있다. EVFS 의 사용 및 구현의 예는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웹사이트,

www.microsoft.com/technet/treeview/default.asp?url=/TechNet/prodtechnol/windows2000serv/deploy/confeat/

nt5efs.asp; www.serverwatch.com/tutorials/article.php/2106831; 및 www.freebsddiary.org/encrypted-fs.php 참

조.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버는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EVFS 인터페이스 (711) 를

통해 EVFS (709) 에 접속된다. EVFS (709) 는 사용자 디렉토리 (721), 사용자마다의 파일 데이터베이스 (723) 및 파일

저장영역 (725) 을 포함한다. 사용자 디렉토리는, 패스워드, 로그인 파라미터, 생체인식 프로파일, 물리적 또는 지리적 위

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태, EVFS 에 저장된 암호 파일에 사용되는 공개 ECC 키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사용자는, 클라이언트 또는 IDC 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했으며 네트워크에 의해 지원되는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개인이다. 애플리케이션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IDC 에 전달되고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은 IDC 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되는 호스트 컴퓨터 또는 디바이스를 실행시킬 수도 있다. 또

는,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대신 서버 상에서 원격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서버는 디렉토리 인터페이스 (727) - 서버에 상주 - 를 사용하여 사용자 디렉토리 (721) 에 액세스한다. 파일 저장영역

(725) 은, 사용자에게 관심있는 파일 및 임의의 다른 데이터를 저장한 디지털 미디어이다. 이는 임의의 종류의 컴퓨터 메모

리일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생성되고 변형된 파일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물리적 위치이며; 사

용자 애플리케이션은 IDC, 호스트 컴퓨터 또는 원격의 서버 상에서 실행된다. 파일 저장영역 (725) 은 빠르고 편리한 액세

스를 위해 최적화될 수도 있다.

사용자마다의 파일 데이터베이스 (723) 는, 원시 파일명, 데이터 및 시간, 및 파일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 키의 암호화된

표현과 같은 사용자 파일 정보를 포함한다. EVFS (709) 에 저장된 모든 파일은 순수 랜덤 명칭 및 순수 랜덤 암호 키로 할

당되고; 파일 저장영역 (725) 에서 서로 혼합된다. 데이터 액세스는 각 사용자에 대해 비공개이고 보안되어 있다. 각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사용자가 액세스할 권한을 가진 파일 또는 데이터를 찾거나 검색만 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각 파일 또는 기록에 대해 가지는 액세스 레벨은 서버에 의해 제어된다. 즉, 특정한 실시형태에서는, 사용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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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판독하고 편집하기 위해서만 승인되고, 파일을 서버 - 애플리케이션이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실행되는 경우에

는 IDC - 로부터 이동시키거나 복사하도록 승인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각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된 가상의 비

공개 데이터베이스 - 즉, 사용자마다의 데이터베이스 (723) - 를 가진다.

본 명세서에서 개시되는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709) 은 각 사용자에게 속하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강화된 보

호를 제공한다. 물리적 위협의 경우, 예를 들어, IDC 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EVFS (709) 에 저장된 데이터는, 파일

을 열 수 있는 비공개 ECC 암호 키로의 액세스를 가지는 파일을 소유자인 적절히 인증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판독될 수 - 또는 시인될 수 - 없을 것이다.

따라서, EVFS (709) 의 제공은 다양한 실시형태에 따른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양태를 강화한다. 암호화, 인

증, 및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 다른 특성과 함께, EVFS (709) 는 IDC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안전한 전달 및 독

립형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의 예에서 다양한 실시형태를 더 설명하고, 개시된 실시형태들은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실시예 1 : 데이터그램의 예, 및 주 및 부 (서브) 데이터그램 타입의 사양

데이터그램의 예

인스턴트 메시지 타입

인스턴트 메시지

원격 로깅

원격 데이터-집합

원격 커맨드 실행

파일 송신

오디오-비디오 통신

EDI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트 타입

비 실시간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증권 시세 표시기 (Stock ticker)

비 실시간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채널 기반 챗 (IRC 스타일)

실시간 포인트 대 포인트 송신

사용자 대 사용자 챗

오디오-비디오 회의 (오디오 또는 음성 전화통신)

실시간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브로드캐스트)

오디오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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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오디오 비디오 회의

사용자 디렉토리 타입

조회

업데이트

서버 큐 타입

오프라인 저장

서버 스와핑 영역

콘텐츠 필터 제어

필터 상태

필터 통계

필터 업데이트 (룰의 추가/제거)

필터 설정

필터 재설정

강제 데이터그램 필드

각 데이터그램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될 수도 있다:

바이트 타입 상주 콘텐츠

1 클라이언트 데이터그램 주 타입

1 클라이언트 데이터그램 부 타입(서브 타입)

8 서버 서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그램 (타임스탬프)

4 서버 데이터그램 발신자(전송자의 클라이언트-ID)

1 클라이언트 서명/CRC 타입

n 클라이언트 서명/체크섬 필드

(예컨대, ECC 서명, MD4, MD5, SHA, SHA1 등)

추가 헤더 필드가 데이터그램의 타입에 따라 전술한 필드에 첨부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추가 헤더 필드는 클라이언트에

상주하고, 서버에 의해 검증될 수도 있다.

서명/CRC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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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CRC 필드의 길이

0: 체크섬 없음 0 바이트 (무시됨)

1: ECC 서명 87 바이트

2: SHA 20 바이트

3: SHA1 20 바이트

4: MD4

5: MD5 16 바이트

6:

7:

8: CRC32

다양한 데이터그램에서 추가 헤더가 첨부된다. 헤더는 클라이언트에 상주하고 서버에 의해 검증될 수도 있다.

대칭적 암호 타입

SKE (보안 키 교환) 의 일부가 절충된다. 대칭적 암호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모두에 의해 지원될 수도 있고, 승인 및 암호

타입 우선권에 기초하여 선택될 수도 있다.

타입 명칭

1 Rijndael

2 Blowfish

3 RC6

4 Twofish

보안 키 교환

특정한 실시형태에서, SKE 는 대칭적 암호키가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위협에 놓이지 않도록, 랜덤한 일회성 (폐기되는)

암호 키를 구현하는데 사용된다.

SKE 가 실행되는 경우, 또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된다. 이 정보 또는 데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강

화된 특권 또는 제한을 구체화할 수도 있다.

SKE 프로세스 개관

1.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함

2. 서버가 SPK 데이터그램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함

3. 클라이언트가 서버 서명을 검증하고 CIF 데이터그램을 리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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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버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검증하고, SKP 데이터그램을 리턴함.

5. 클라이언트가 리시트 (Receipt) 를 전송함

6. 서버가 리시트를 전송함

SPK 데이터그램

서버 공개 키 (SPK)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에 세션에 대한 서버 공개 키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서버는, 침입하는 해킹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버 인스톨동안 생성되는 미리 공유된 공개/비공개 ECC 키로부터 비공개 키를 가진 키를 표시할

수도 있다.

바이트 크기 설명

2 세션에 대한 서버의 공개 키의 길이 (16진수)

n 세션에 대한 서버 공개 키

n 서명

CIF 데이터그램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및 성능 (CIF) 데이터그램은, IDC 가 실행되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 및 클라이언트가 세션에 대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공개 키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데이터 (IDC) 를 인코딩한다.

데이터는 CSV 형 방식으로 인코딩된다.

필드 설명

1 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 공개 키

2 암호 방법 및 지원되는 키길이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리스트

3 해시 방법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리스트

4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타입 (2 진 데이터로 인코딩될 수도 있다)

5 클라이언트 식별자 (2 진 데이터로 인코딩될 수도 있다)

6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칭 암호 키 -> 서버 스트림

7 대칭 암호에 대한 IV

암호 및 키길이는 다음과 같이 포맷된다.

<암호 방법>-<키길이><암호 방법>-<키길이>

클라이언트 데이터 타입은 (윈도우 기반 호스트에 대한 PNP 디바이스-ID 와 같은) IDC 하드웨어 환경의 설명을 말한다.

IDC 가 접속된 호스트 상에서, 예를 들어, 호스트 프로세서 시리얼 넘버, 마더보드 (마더보드 BIOS) 의 펌웨어 개정 시리얼

넘버, 상이한 하드웨어 토큰 (생체인식 입력 디바이스, 스마트카드 판독기, 플래시 판독기) 으로부터의 인증 데이터, 및 호

스트가 서버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MAC 등을 포함하는 임의의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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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CIF 데이터그램은 서버 공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교환된 값 (EV) 은 암호화된 패키지를 따라 전송된다. 전송

된 암호화된 데이터그램은 다음과 같이 판독될 수도 있다:

제 1 및 제 2 옥테트는 (16진수의) EV 의 길이임

n 옥테트가 EV 에 후속함

n 옥테트가 암호화된 CIF 데이터에 후속함

SKP 데이터그램

서버 키 패키지 (SKP) 데이터그램은 암호, 비트 길이 및 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확장될 수 없다.

서버는 SKP 데이터그램의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SKP 는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로 암호화되며, 차례로 서버에 전송

되고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다. 이 데이터그램은 CSV 형 방식으로 인코딩된다.

필드 설명

1 SKP 데이터그램 타입

SKP 타입 0

이것은 정규의 SKP 데이터그램이다. 이것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위해, 암호, 키길이 및 암호모드에 대한 정보를 클

라이언트에 유지한다.

필드 설명

2 서버에 대해 선택된 암호 -> 클라이언트 스트림

3 서버에 대한 비트길이 -> 클라이언트 스트림

4 서버에 대한 암호모드(ECB, CBC, CFB, OFB)->클라이언트 스트림

5 클라이언트에 대해 선택된 암호 -> 서버 스트림

6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트길이 -> 서버 스트림

7 클라이언트에 대한 암호모드(ECB, CBC, CFB, OFB)->서버 스트림

8 서버에 대한 대칭 암호 키 -> 클라이언트 스트림

9 서버에 대한 대칭적 IV -> 스트림

SKP 타입 1

IDC 가 특정한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업데이트 (또는 추가 아이덴티티) 를 검색하도록 한다.

필드 설명

2 추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서버의 IP 어드레스

3 서버가 경청하고 있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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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KE 동안 서버에 부여되는 옵션적인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SKP 타입 8

현재의 위치로부터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허용되지 않음을 IDC 에 통지한다. 타입 8 SKP 데이터그램의 성공적인 전송시

에, 서버는 접속을 자동으로 해제한다.

필드 설명

2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옵션)

SKP 타입 9

펌웨어 업데이트의 검색을 시도할 것을 IDC 에 요청한다.

필드 설명

2 펌웨어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서버의 IP 어드레스

3 서버가 경청하고 있는 포트

4 SKE 동안 서버에 부여되는 옵션적인 "클라이언트 아이덴티티"

SKP 타입 10

누락 또는 손실로 리포트되었을 때, IDC 가 사용자에게 IDC 디바이스를 리턴시킬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다.

필드 설명

2 사용자에게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SKP 타입 11

IDC 가 "자체 파괴" 를 시도하도록 지시한다

필드 설명

2 방법 (비트 필드)

3 쿠키 (옵션)

SKP 타입 11 방법

비트 설명

0 드라이브를 언링크시킴

1 와이프 (wipe)

2 "쿠키" 를 추가함

SKP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다. 교환값 (EV) 은 암호화된 패키지를 따라 전송된다. 전송된 암호화

된 데이터그램은 다음과 같이 판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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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및 제 2 옥테트는 (16진수의) EV 의 길이임

n 옥테트는 EV 에 후속함

n 옥테트는 암호화된 SPK 데이터에 후속함

CR 데이터그램

클라이언트 리시트 (CR) 데이터그램은, 대칭 암호, 비트길이 및 서버에 의해 제공되는 방법에 의해 암호화되는, 전체 (암호

화되지 않은) SKP 데이터그램의 SHA-1 해시이다.

SR 데이터그램

서버 리시트 (SR) 데이터그램은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의 암호 스트림의 테스트, 및 리스트로서 동일한 해시를 리턴시

킨다.

주 타입 0: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 타입은, 서버가 메시지, 에러 통지, 및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서버-클라이언트 특정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

다.

서브타입 1: 인증 요청

서버에의 접속시에,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자신을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타입 0, 1 데이터그램을 송신할 수도

있다. 이 데이터그램은, 서버에 의해 인증되도록 요구되는 인증 방식을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통지한다.

서브타입 2: 인증 응답

이 데이터그램은 사용자를 검증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된다.

복수의 인증 방법은 다음 리스트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데이터그램의 서브타입들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0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1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 x.509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예를 들어, www.webopedia.com/TERM/X/X_509.html 참조)

2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 ECC 서명

3 패스워드

4 패스워드 + X.509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5 패스워드 + ECC 서명

6 일회성 패스워드 (S-Key, 패스워드의 소정의 순서화된 리스트)

7 일회성 패스워드 + x.509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8 일회성 패스워드 + ECC 서명

9 음성키

10 음성키 + x.509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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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성키 + ECC 서명

12 생체인식 해시

13 생체인식 해시 + x.509 인증 서명

14 생체인식 해시 + ECC 서명

15 x.509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16 ECC 서명

17 콘텐츠 전달 ID (TID)

18 대안적인 캐리어에 의해 송신되는 일회성 패스워드

19 일시적인 인증-토큰 (auth-token)

사용되는 특정한 인증 방법은 이 데이터그램의 추가 데이터 필드의 수를 결정한다. 이하, 특정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의

다양한 필드의 예를 나타낸다:

방법 0

바이트 크기 설명

1 사용자명 필드의 길이

n 사용자명

1 패스워드 필드의 길이

n 패스워드

방법 1

바이트 크기 설명

1 사용자명 필드의 길이

n 사용자명

1 패스워드 필드의 길이

n 패스워드

n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필드에 대한 x.509 서명

방법 2

바이트 크기 설명

1 사용자명 필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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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용자명

1 패스워드 필드의 길이

n 패스워드

n 사용자명 및 패스워드 필드에 대한 ECC 서명

방법 8

바이트 크기 설명

1 패스워드 필드의 길이

n 일회성 패스워드

n ECC 클라이언트 인증 서명

방법 11

바이트 크기 설명

1 ECC 서명의 길이

n 음성키 데이터에 대한 ECC 서명

n 음성키 데이터

방법 12

바이트 크기 설명

n 생체인식 해시

방법 14

바이트 크기 설명

1 ECC 서명의 길이

n 생체인식 해시에 대한 ECC 서명

n 생체인식 해시

방법 16

바이트 크기 설명

n 시도에 대한 ECC 서명

서브타입 3: 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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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청이 프로세싱된 후, 클라이언트는, 인증 결과를 전달하는 0,3 데이터그램을 수신할 것이다. 이 데이터그램은 특정

한 정적 필드를 가진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1=승인, 0=거부

성공적인 인증에 대해, 추가 필드가 포함될 수도 있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전송된 사용자 프로파일

4 프로파일이 전송되면, 프로파일 필드의 길이를 표시함

n 마임인코딩된 (mime-encoded) 사용자 프로파일

서브타입 4: 일반적 에러

서버가 클라이언트 세션동안 임의의 에러를 직면한 경우, 이러한 타입의 데이터그램이 에러를 포착한다. 포함된 필드는 다

음과 같다:

바이트 크기 설명

n 에러 메시지

서브타입 5: 무효 데이터그램

서버를 통과한 데이터그램이 어떠한 이유때문에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면, 이러한 타입의 데이터그램은 페이로드에 그 이

유를 포함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n 에러 설명

서브타입 6: 부적당한 허용

데이터그램은, 네트워크 액세스가 거부되었음을 나타낸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주 타입

1 부 타입

n 에러 메시지

서브타입 7: 킵-얼라이브

이 데이터그램은 소정의 간격으로 서버 및/또는 클라이언트에 의해 서로에게 전송되어, TCP 접속을 개방상태로 유지한다.

이것은 시스템이 다양한 프록시-방화벽을 통해 실행될 때 (예를 들어, FW-1) 또는 다이얼-업 접속을 통해 실행될 때 (예

를 들어, 다이얼-업 라우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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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타입의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얼라이브인지 여부를 검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킵-얼라이브 데이터그램

을 리턴하도록 서버가 요청하는데 유용하다.

바이트 크기 설명

0,1 0=필요한 답 없음; 1=응답 요구

주 타입 1: 콘텐츠 데이터그램

서브타입 1: 정규의 콘텐츠 데이터그램

이 데이터그램은 송신될 실질적 콘텐츠 데이터를 포함한다.

바이트 크기 콘텐츠

4 최종 수신-ID

n 마임인코딩된 로그-데이터

서브타입 2: 원격 로깅

특정한 실시형태에 따라, 이 데이터그램은, 또 다른 네트워크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로깅 서버로 향하는, 인스톨된

"로그-집합자" 클라이언트를 가진 접속 디바이스로부터 로그-엔트리를 포함한다.

바이트 크기 콘텐츠

8 최종 수신-ID

n 마임인코딩된 데이터

서브타입 3: 원격 데이터-집합자

이 데이터그램은, 접속을 확립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서버의 "원격 데이터 집합자" 엔진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회를 나타낸다.

바이트 크기 콘텐츠

8 최종 수신-ID

1 데이터그램 타입 (조회 또는 답)

n 마임인코딩된 데이터

서브타입 4: 콘텐츠 승인 요청

이 데이터그램은, 종결 기록, 비용 리포트, 및 전자적 금융 트랜잭션 승인 등과 같은 송신된 콘텐츠 데이터의 승인을 요청

하는데 이용된다.

바이트 크기 콘텐츠

8 최종 수신-ID

n 승인에 대한 마임인코딩되고 XML 포맷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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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입 5: 콘텐츠 승인 응답

이 데이터그램은 콘텐츠 승인 요청 (서브타입 4) 에 대한 응답에 사용된다.

바이트 크기 콘텐츠

8 최종 수신-ID

1 승인 또는 거부

1 서명 필드의 길이

n "타입 8" 패킷의 데이터 필드에 대한 ECC 서명

주 타입 2: 브로드캐스트 데이터그램

이 타입의 데이터그램은 다양한 회의 및 브로드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다. 비실시간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실

시간 포인트 대 포인트 송신 (예를 들어, 사용자 대 사용자 챗, 오디오 비디오 회의); 실시간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예

를 들어, 증권 시세 표시기, 오디오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실시간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송신 (예를 들어, 오디오 비디

오 회의) 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브타입이 구현될 수도 있다.

주 타입 3: 접속 프록시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은 원시 접속 데이터를 반송하고, 클라이언트 상에 내장되거나 빌트-인 (built-in) 된 애플리케이

션으로부터 동일한 것을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프록시 접속은 제어 채널, 즉, 서버에 대한 제 1 접속 상에서 요청되고, 성공적으로 프로세싱된 요청시에 서버

에 대한 새로운 접속이 시작될 때 확립된다. 그 후, 또한 인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접속-ID" 가 부여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프록시 접속은 제어 채널 상에서 직접 확립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일 접속을 통한 데이터 송신을 지원한다.

이것은, 단말 서버 또는 텔넷 접속이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프록시 접속이 매우 적은 데이터를 반송하는 경우, 서버 및 클

라이언트 상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접속 타입

접속 프로토콜의 상이한 타입이 사용될 수도 있다.

0: TCP

1: UDP

서브타입 1: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프록시 데이터

이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단으로부터 입력되는 프록시 접속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를 반송한다. 하나의 사용자는 동시에

오픈되는 하나 이상의 프록시 접속을 가질 수도 있다. 접속 ID (CID) 필드가 각 접속을 식별하기 위해 포함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2 프록시 접속 ID

n 데이터

서브타입 2: 클라이언트로의 프록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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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프록시 접속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접속의 소유자) 로 역으로 입력되는 접속 데이터이다. 프록시 접속만이 접속의

소유자에게 접속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다른 어떠한 필드도 포함되지 않는다. 어떠한 원격

접속 (즉, 서버) 이 응답하는지를 클라이언트가 식별하기 위해, CID 가 데이터그램의 발신자 필드에 포함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N 데이터

타입 송신자 설명

0: 서버 원격 소켓을 접속

1: 서버 원격 소켓을 접속해제

2: 클라이언트 원격 소켓을 접속해제하지만, 프록시 접속 (CID) 은 유지.

3: 클라이언트 프록시 소켓 접속을 종료 (완전한 종료)

4: 서버 프록시 소켓을 종료 (완전한 종료)

주 타입 4: 대량 콘텐츠 전송

이 데이터그램은 오디오 비디오 미디어 및 데이터 파일과 같은 대량의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설계된다.

서브타입 0: 전송에 대한 리시트

전송자가 최종 수신자로부터 리시트를 요청하면, 최종 수신자는 송신에 대한 리시트를 가진 4,0 타입 데이터그램을 송신

할 수도 있다.

리턴된 리시트는 CRC 필드 및 전송-ID 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CRC 필드의 길이

n 전송된 콘텐츠에 대한 체크섬

n 전송-ID

서브타입 1: 콘텐츠 전송 요청

대량 콘텐츠의 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사용된다. 클라이언트의 요청 수신시에,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대

해 사용할 전송-ID (TID) 를 리턴하여, 클라이언트는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추가 접속을 오픈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제어 접속은 장기간의 전송동안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전송될 콘텐츠의 바이트 크기

2 전송될 청크 (chunk) 의 총 수

4 최종 수신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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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타입 2: 콘텐츠 전송 응답

바이트 크기 설명

1 0=전송 거부, 1=전송 승인

n 전송이 승인되면,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또 다른 접속을 오픈할 때, 이 필드가 제공되고, 서버에 부여될 전

송 ID (TID) 를 포함할 것이다.

서브타입 3: 콘텐츠 전송 세그먼트

바이트 크기 설명

2 세그먼트 수

n 세그먼트 청크

서브타입 4: 재송신 요청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송된 콘텐츠가 체크섬 체크를 통과하는데 실패한 경우, 콘텐츠의 세그먼트를 재요청하는데 사용된

다. 또한, 전송 접속의 손실로부터 복구하는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바이트 크기 설명

2 재전송될 청크

n TID

주 타입 5: 사용자 디렉토리

이 타입의 데이터그램은 사용자, 사용자 그룹을 탐색하거나, 사용자 디렉토리 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된다.

조회에서 탐색 필드는 마스크로서 취급된다. 내재된 데이터베이스 기반구조가 지원하는 경우, 탐색은 정규의 표현으로 취

급되는 탐색 마스크로 수행된다.

정규의 표현 탐색이 지원되는 디폴트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MySQL 이 구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

스템 구성은 정규의 표현을 사용하는 모든 탐색을 지원한다.

서브타입 1: 사용자 온라인

이 데이터그램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될 때, 시스템에 통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사용자의 사용자ID

서브타입 2: 사용자 오프라인

이 데이터그램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로부터 접속해제할 때 시스템에 통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사용자의 사용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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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입 3: 사용자 탐색 요청

이것은 특정한 데이터 마스크에 기초하여 전체 사용자 디렉토리 내에서 사용자를 탐색하기 위해 접속된 클라이언트에 의

해 사용된다. 이 타입의 탐색은 타입 5,10 데이터그램을 리턴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n 탐색을 위한 마스크

서브타입 4: 개별 사용자 탐색

서브타입 3 과 유사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더 정확한 매칭을 리턴한다. 이 타입의 탐색은 타입 5,10 데이터그램을 리턴한

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사용자ID

8 최후의 로그인

1 온라인 상태

n 디스플레이 명칭

주 타입 6: 원격 관리

이 데이터그램은, 네트워크 시스템의 관리자 또는 특권화된 사용자가 원격으로 또 다른 접속 클라이언트를 제어하고, 접속

된 클라이언트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업데이트를 푸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서브타입 1: 원격 콘솔 애플리케이션 실행

6,1 데이터그램은 규정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애플리케이션에의 오픈 조작을 유지하며,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

스-id 는 성공적 실행시에 개시자에게 리턴된다. 이 프로세스-id 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후속 커맨드 또는 제어 데이터

그램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목표 사용자-ID

n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경로 및 명칭

서브타입 2: 원격 실행 결과

6,1 데이터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시에 6,1 데이터그램의 개시자에게 역으로 전송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수신 사용자-ID

2 프로세스-ID

서브타입 3: 종료된 원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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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데이터그램에 의해 개시되는 원격 프로세스가 종료된 경우, 6,3 데이터그램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종료 코드로 전

송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수신 사용자-ID

2 프로세스-ID

2 애플리케이션 종료 코드

서브타입 10: 원격 툴 요청

원격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의 검색을 단순화하거나 원격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실행중인 프로

세스, 로그인한 사용자(들), 데이터 저장영역 등의 리스트 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원격 디바이스로부터의 정보를 검색하는

데 기본 툴-세트가 사용가능하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목표 사용자-ID

1 툴 식별자

n 옵션적인 파라미터 (특정한 툴이 필요로한다면)

툴 식별자

0 실행 프로세스 리스트

1 숨겨진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실행 프로세스 리스트

2 프로세스 (파라미터로서 주어지는 PID) 킬 (Kill)

3 서비스 리스트

4 서비스 (파라미터로서 서비스 명칭) 정지

5 서비스 (파라미터로서 서비스 명칭) 시작

6 서비스 (파라미터로서 서비스 명칭) 재시작

7 볼륨 레이블, 크기, 블록 크기, 사용되는 공간 및 파일 시스템 타입을 포함하는 로컬 저장 디바이스 리스트.

서브타입 11: 원격 툴 응답

요청된 툴에 따라 CSV 포맷 응답을 포함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수신 사용자-ID

n 원격 툴로부터 출력된 CSV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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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타입 20: 애플리케이션 전송 요청

애플리케이션의 전송 또는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개시하는데 사용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전송 타입

수신 사용자-ID

1 옵션 (비트필드)

4 콘텐츠의 크기

n 파일의 경로 및 명칭 목표 (옵션, 클라이언트의 루트 (root) 에 대한 디폴트)

옵션 비트필드

비트 설명

1 자동 실행 (또한, 자동 업데이트, 자동 확장 등을 커버)

2 사용자 프롬프트 (실행/업데이트 전)

3 전송 후 리시트 리턴

전송 타입

1 파일의 전송 (업데이트동안, 기존 파일이 제시될 것이 요구됨)

2 클라이언트 펌웨어 전송 (현재의 것을 대체)

3 클라이언트 ISO 코드의 전송 (현재의 것을 대체하고, ISO 코드는, 예를 들어, ISO 9660 및 국제 표준화 기구

www.iso.org 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 표준과 같은 CD ROM 데이터 포맷을 포함)

4 압축된 어카이브의 전송 (목표 위치에서 연장되도록)

서브타입 21: 애플리케이션 전송 응답

승인 또는 거부를 시그널링하는데 사용됨

바이트 크기 설명

1 승인/거부

8 전송-ID (전송이 승인된 경우에만 첨부)

서브타입 22: 애플리케이션 전송 콘텐츠 부분

이 데이터그램은 전송을 위한 실제 데이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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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옥테트 '콘텐츠 부분' 필드가 단일 전송에서 256^4 부분까지 허용할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의 전송을 위해, 4 기가

바이트 크기를 초과하는 이미지 및 어카이브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각각 1K 를 유지하는 데이터그램을 사용

하면).

'송신 부분' 필드는 1 에서 시작하고, 전송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1 씩 증가하며, 전송의 종점을 시그널링하기 위해 0

(zero) 의 '전송 부분' 을 가진 6,22 데이터그램을 전송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8 전송-ID

4 전송 부분

n 데이터 콘텐츠

서브타입 23: 전송 리시트

전송된 애플리케이션의 체크섬

바이트 크기 설명

1 CRC-타입

n 전송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체크섬

주 타입 7: 실시간 멀티미디어 전송

이 타입의 데이터그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클라이언트 대 클라이언트 송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서브타입 1: 전송 요청

송신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데 사용된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수신 사용자ID

2 미디어 콘텐츠 타입

4 Kbit/s 에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

미디어 콘텐츠 타입

타입 설명

1 5 KHz, 8 비트, 1 채널 오디오

2 8 KHz, 8 비트, 1 채널 오디오

3 11 KHz, 8 비트, 1 채널 오디오

4 11 KHz, 8 비트, 2 채널 오디오

공개특허 10-2006-0041165

- 36 -



5 22 KHz, 16 비트, 2 채널 오디오

6 44 KHz, 16 비트, 2 채널 오디오

서브타입 2: 전송 응답

바이트 크기 설명

4 수신 사용자ID

1 승인 (1) 또는 거부 (0)

4 콘텐츠 스트림 ID (클라이언트를 수신함으로써 송신되고, 요청이 승인된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

서브타입 3: 미디어 스트림 패킷

이 데이터그램은 송신을 구성하는 개별 패킷을 반송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수신 사용자ID (수신자 리스트 사용에 대해서 0)

4 콘텐츠 스트림 ID

n 스트림 패킷 (콘텐츠 데이터)

서브타입 4: 송신 종료

송신의 종료 (송신 소스에 의해 전송되는 경우) 또는 송신 포기 (수신자에 의해 전송되는 경우) 를 나타내기 위해 전송자 또

는 수신자 모두에 의해 송신될 수 있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수신 사용자ID (수신자 리스트 사용에 대해서 zero)

4 콘텐츠 스트림 ID

서브타입 5: 수신자 리스트 관리

강의, 회의 전화 (VoIP) 와 같은 일 대 다수의 송신을 수행하는 경우, 전체 수신자 리스트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관리하기

위해 이 데이터그램에 의존할 수도 있다.

바이트 크기 설명

1 액션

n 데이터

액션의 정의:

액션 설명

0 수신자 리스트 삭제 (설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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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들)를 리스트에 추가 (데이터로서 사용자ID 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리스트)

2 리스트로부터 사용자(들) 제거 (데이터로서 사용자ID 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리스트)

서브타입 6: 송신 전환 요청

이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송신의 종점" 통지를 또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바이트 크기 설명

4 수신자 ID

2 미디어 콘텐츠 타입

4 Kbit/S 에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

실시예 2: 객체 벡터 기반 수퍼 분류자 및 생체인식 측정법

도 2 를 참조하면, 객체 벡터 수퍼 분류자 (또한 다중 분류자라고도 한다) 가 도시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데이터 객체 벡터

가 이벤트 레벨 인증에 사용된다. 분류 판정은, 도 2 의 객체 벡터 1, 2 및 3 을 포함하는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되는

최고 또는 랜덤 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각 객체 벡터는 분류자 1 내지 N 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접속

된다. 즉, 특성 추출이 다수의 객체 벡터로부터 이루어지고, 집합적으로 수퍼 분류자를 구성하는 일련의 분류자로 변환된

다. 이벤트 특정 변환은, 이벤트 기반 특성을 특징짓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분포를 제공한다.

수퍼 분류자를 사용한 사용자 인증의 일 예로 생체인식 측정법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서, 수퍼 분류자는, 음

성 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 측정

값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또 다른 실시형태에서,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동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적 생체인

식 측정값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벤트 기반 인증 세션, 및 이러한 사용자 특정 이벤트에 기초한 객체 분석의 선택 및 실행은 객체 판정 분석의 2 진 구조를

식별하거나 유도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2 진 구조가 수퍼 분류자에 추가되기 때문에, 인증 세션은 높은 확률의 레이트

로 평가될 수도 있다.

예시적인 실시형태를 나타내는 설명, 특정한 실시예 및 데이터는 예시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며,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형태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인용하는 모든 참조는 구체적이며 전체적으로 참조로서 통합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의 다양한 변경 및 변형은 본 명세서에 포함된 설명 및 데이터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고, 따라서 본 발

명의 다양한 실시형태의 일부로 고려된다.

부록 1 : 화자 (speaker) 검증에서의 객체 (object) 분류

분류 및 확률 밀도 추정

화자 검증은 임의의 다른 데이터 객체 벡터와 마찬가지로, 2 개의 클래스들, 즉, 목표 화자들 (I) (객체의 사용자) 및 사칭자

들 (-I) (객체의 침입자) 에 관련되는 분류 문제이다. 이 경우, 분류를 하기 위해 화자들의 음성의 녹음으로부터 얻어지는

한 세트의 측정값이 필요하다. 이 측정값들은 D-차원 벡터,

로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다.

각 화자는 관측값들의 라이클리후드 (likelihood) 를 측정하는 확률 밀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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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징된다. 이 확률 밀도는,

수식: 1.1

수식: 1.2

수식: 1.3

로 특징되며, 여기서 P(I) 및 P(-I) 는 각각 목표 화자의 시도들 및 사칭자 시도들의 선험확률 (priori probability) 들이다.

화자 검증을 위해, 관측값 가 주어졌을 때, 주장된 화자 I 의 사후확률 (posteriori probability) 이 중요하다.

사후확률은 베이즈 룰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수식: 1.4

I 및 -I 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수식: 1.5

즉, 관측값 가 주어졌을때 아이덴티티 주장이 맞을 확률과 어떤 다른 화자 (I 가 아닌) 가 말하고 있을 확률의 합은 1 이

다. 분류 목적을 위해 사후확률 을 사용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으로, 다음의 룰에 의해 아이덴티티 주장이 승인되

거나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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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2 개의 클래스, I 및 -I 에 대한 확률 밀도.

밀도는 다음의 영역에서 오버랩되며,

수식: 1.6

이것은 베이즈 에러 레이트를 0 보다 크게 만든다. 이 결정 룰을 사용하는 분류자는 베이즈 분류자로 칭해진다. 베이즈 분

류자의 에러 레이트는,

수식: 1.7

수식: 1.8

수식: 1.9

과 동일하며, 여기서,

수식: 1.10

수식: 1.11

이다.

실제로, 확률 함수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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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지수이고, 단지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실제 결정 방법에서의 에러 레이트도 평균적으로 베이즈 에러 레이트

이상의 에러 레이트를 가지는 것으로 제한된다.

선험확률 & 리스크 최소화

평균 에러는, 목표 화자의 거부 (TA 에러):

수식: 1.12

및 사칭자의 승인 (IR 에러):

수식: 1.13

의 2 개의 항으로 구성된다.

샘플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후확률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 라이클리후드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

나, 전체 에러 레이트는 사칭자 및 목표 화자의 시도의 상대적인 횟수에 의존한다. 사칭자 시도가 목표 화자 시도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은 경우, 절대 에러 전체는 EI 보다 E-I 에 더욱 의존하므로, 클래스 I 일 확률이 더 높더라도, 클래스 -I 로 어

떤 샘플을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즉, EI 를 희생함으로써 E-I 가 최소화된다. 이들 에러 레이트를 최적으로 밸랜싱하는 방

법은, 사칭자/목표 화자 시도 (객체 시도들) 의 상대적인 회수를 반영하도록 선험확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선험확률들을 할당하는 것이 TA 및 IR 에러를 밸런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2 가지 타입의 에러들은 상이한

결과들을 가질 수도 있고, 따라서, 오분류 (misclassification) 의 비용을 반영하는 밸런스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P(I) 및 P(-I) 는,

수식: 1.14

수식: 1.15

으로 치환되며,

여기서, 는 -I 샘플을 I 로 분류하는 경우의 비용이다. 여기서의 분류는 사후확률이 아닌 리스크에 따른다.

수식: 1.16

수식 1.6 에 유사하게, 다음의 결정 룰을 얻는다.

수식: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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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및 IR 에러 밸런싱 문제에 대한 더욱 실용적인 접근방법은, EI 또는 E-I 에 대한 적당한 에러 레이트를 선험적으로 결정

하고1, 그 후, 그것을 이용해 결정 평면들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P(I) 및 P(-I) 의 확장에 의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

라도, 클래스 라이클리후드

및

를 추정하는 실제 문제는 동일하게 남는다.

확률 추정

결정 룰을 구현하는 한 접근방법은, 개별적으로 확률 밀도들 및

및

를 테스트 환경에서 추정하고 - 라이클리후드들을

대신에 이용될 수 있는 확률들로 변환하기 위해 베이즈 룰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해결방법은, 검증 (발성(utterance) 변환이 2 진 데이터 객체로 되는 것에 의한) 문제는 라이클리후드 비율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며, 이 라이클리후드 비율은,

로 주어진다.

LR(~x) 의 관점에서, 결정 함수 2.6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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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18

으로 된다.

클래스 I 와 클래스 -I 사이의 베이즈 결정 평면은,

으로 특징된다.

분류 목적을 위해, 테스트 샘플 가 결정 평면의 어느 측에 위치하는지만 알면된다. 도 2.1 에 주어진 예에서, 이 평면

은 가능한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단일 포인트 x = t 이고, 여기서 t 는 결정 임계값이다.

파라미터적 및 비-파라미터적 분류사이에서 구별이 이루어진다. 그 차이는 클래스 분포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선 (prior)

가정들에 있다. 파라미터적 분류는 분류될 샘플들이 좁게 (narrowly)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들 패밀리에 속하는 것으로 가

정하고, 반면에, 비-파라미터적 분류는 선 (prior) 분포들에 관한 약한 (weak) 추정만을 만든다. 따라서, 비-파라미터적 분

류는 더욱 일반적이고, 반면에, 파라미터적 분류자들은 더 낮은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구성이 용이하다.

파라미터적 분류

파라미터적 분류의 예로서, 클래스들 (j = 1, 2) 이 정규 확률 밀도들

수식: 1.19

에 의해 특징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수식: 1.20

수식: 1.21

이것은 2 차 함수 (quadratic function) 이다. 또한, 2 개의 분포가 동일한 공분산 (covariance) 매트릭스 S1 = S2 = S 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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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22

으로 단순화된다.

[도 2] 2 개의 클래스들은 2 차 결정 평면들을 이용하는 베이즈 분류자였다.

좌측 : 클래스들은 유사한 평균들을 가진다.

우측 : 클래스들은 상이한 평균들을 가진다.

우측 예에서, 베이즈 결정 평면은 선형 함수로 양호하게 근사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식: 1.23

수식: 1.24

이다.

이것은 선형 함수이다. 식별 분석에서, 식 1.22 는 피셔 (Fisher) 선형 식별 함수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

이, 이 식별 함수는 동일한 공분산 매트릭스들로 특징되는 정규 분포된 클래스들에 대해 최적이지만, 그 유용함은 이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클래스 분포들이 "구형 구름"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비록 최적은 아니지만) 로버

스트한 함수이다. 사실, 수식 1.21 -그리고 수식 1.22 는 아닌- 이 최적의 식별 함수로 알려져 있더라도, 수식 1.22 는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Raudys 및 Pikelis 1980). 수식 1.21 을 이용할 때의 문제는 제한된 샘플 세트로부터 기

인하며, S1 및 S2 에 대한 우수한 추정들을 획득하기 어럽다. 특히, 이것은 고차원 공간에서 사실이다.

선형 분류자는 우선적으로 1 차 모멘트들 (평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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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정 에러들에 덜 민감하며, 이 모멘트들은 S1 및 S2 (2차 모멘트들) 보다 추정이 용이하다. 필요한

경우, S 가 대각선이거나, 심지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선형 분류자가 더욱 단순화될 수도 있

다.

예

도 2 는 2 개의 정규 분포된 클래스들에 대한 1-차 밀도 함수들의 2 개의 예를 나타낸다. 2 개의 예에서 모두, 분산들이

로 상이하기 때문에 베이즈 결정 평면들은 2 차이다.

평균은, 케이스 1 에서

이고,

케이스 2 에서

이다.

동일한 선험 (priors) 을 가정하면, 수식 1.21 을 이용하여 결정 룰을 판정할 수 있다.

수식: 1.25

수식: 1.26

따라서, 결정 룰은

이다.

에러 레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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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22 에서 살펴봤던 선형 케이스에서,

수식: 1.27

수식: 1.28

이므로, 다음의 결정 룰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에러 레이트는 이다. 여기서의 2 차 분류자는 선형 분류자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 케이

스 2 에서, 대응하는 결정 룰은, 2 차 분류자에 대해,

이 되고,

선형 분류자에 대해,

이 된다. 평균 에러 레이트들은 각각 0.007 % 및 0.03 % 로, 양 결정 룰 모두에 대해 매우 작은 값이다. 그러나, 2 차 결정

룰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다. 이것은 그것이 2 차이기 때문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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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선형 결정 룰도 2 차 결정 룰 처럼 작은 에러 레이트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서 성능 차이는 선험 분포들에 관한 가

정에서 기인한다.

선형 대 비선형 결정 평면들

식 1.29

에 대한 해가 에서 선형인 것으로 미리 가정하는 것은 분류자의 설계를 단순화시킨다. 1.29 에 대한 해를 더 큰 세트 (보

통 이것은 선형 해를 특별한 경우로서 포함함) 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므로, 비선형 분류자들은 더욱 강력하다. 그러나, 선

형성은 를 참조하지만, 벡터 는 분류자에 제공되기 이전에 "선처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형 결정 평면들을 가정

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주어진 2D 문제

에서 최적의 결정 평면은

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자.

x1 및 x2 에 관한 것보다는,

에 관하여 분류가 수행되는 경우, 선형 분류자는 이 결정 평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식: 1.30

이다.

즉, 2D 의 2 차 결정 함수는 5D 공간에서 선형 함수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비-파라미터적 분류

도 3 은 화자 인식 시스템 또는 객체 인식 엔진의 클래스 (화자 또는 객체) 의 분포가 어떤 형태일 수 있는지 실제적인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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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어진 화자로부터의 관측들이 정규 분포로부터 얻어진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피셔 식별 함수는 임의의 2 명의 화자 (그리고 이 경우 임의의 주어진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는 객체에 비교되는) 사이의 식

별에 적합하지만, 한 목표 화자와 군중속의 나머지 화자들 사이의 식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적합한 모델 (2D 에서) 이

다 (독립된 한 명의 화자를 군중속의 대부분의 다른 화자들로부터 분리하는 선은 그어질 수 없다). 사실, 사칭자 클래스는

어떠한 단순한 파라미터적 분포로 모델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것은 많은 패턴 분류 문제들에서 공통적인 상황이다.

비-파라미터적 분류 및 확률 밀도 추정에 대한 많은 테크닉들이 존재한다.

[도 3] 10 개의 다른 샘플의 세트로부터 얻어지는 2D 샘플들의 확률 분포

비-파라미터적 확률 밀도 추정

클래스 멤버쉽이 알려진 샘플들의 트레이닝 세트가 주어지면, 비-파라미터적 확률 밀도 추정은, 존재하는 것 이외에 어떠

한 것에 관해서도 가정하지 않고 클래스들을 특징짓는 실제 PDF 를 근사하는 PDF 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히스토그램 룰

비-파라미터적 밀도 추정에 가장 단순한 접근 방법은 특징 공간 (feature space) 을 크기 hD 의 볼륨들 v 로 나누는 것이

며, 여기서, h 는 D-차원 하이퍼큐브의 측면 길이이다. 그 후, 주어진 테스트 샘플 의 라이클리후드는 그것이 속하는 볼

륨 v( ) 을 확인하고, 이 볼륨에 위치하는 트레이닝 샘플들의 상대적인 개수를 계산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수식: 1.31

여기서, 는 가 속하는 볼륨 에 위치하는 샘플들의 개수이고, N 은 트레이닝 세트의 전체 샘플 개수이

다. 1.1.2 k-최인접 이웃 (Nearest Neighbour).

최인접 이웃 (nearest neighbour) PDF 추정은 상이한 볼륨들의 크기들을 다르게 하여 고정된 수의 트레이닝 샘플들 (k)

이 각 볼륨들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파라미터 h 를 선택하는 문제를 제거한다. 그 결과를 특징 공간의 보로니 (Voroni) 파

티션 (모자이크 배열 (tessellation)) 이라 한다. 예 (k=1) 가 도 4 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 룰과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추정은 불연속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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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경계의 서로 다른 사이드의 2 개의 인접 샘플들은, 그 사이의 간격이 룰에 무관하게 (Rule arbitrarily)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라이클리후드를 가진다. 또한, 어떤 셀들은 무한 볼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이들 셀들에 위치하는 샘플들은 추정된 라이클리후드 0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로니 파티션은 경계 문제를

가진다.

[도 4] 1-최인접 이웃으로부터 기인하는 특징 공간의 보로니 파티션

커널 함수

히스토 그램 룰의 다른 일반화는 커널 함수들의 합으로서 를 계산하는 것이다 (Hand 1982).

수식: 1.32

커널 의 형상이 의 특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균일 커널

수식: 1.33

는 본질적으로 히스토그램 룰로 귀결되고, 반면에 가 연속 함수인 경우, 도 연속적이다. 주로 가우시안 커널

을 선택한다.

수식: 1.34

가 PDF 를 근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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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35

수식: 1.36

를 요구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 PDF 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 5] 라이클리후드

라이클리후드

도 5 : 도 3 에 대응하는 밀도 함수의 커널 추정. 일반적으로, 커널 함수들은 특징 공간에 불균일하게 배치된다. 따라서, 단

순한 히스토그램 룰에 대비되는 바와 같이, 특징 공간의 어떤 영역은 전혀 "모델링" 되지 않고, 다른 영역들에서는 -밀도

함수가 복잡한- 복수의 커널 함수들이 밀도를 모델링하기 위해 오버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3 에 나타낸 밀도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중심들이 특정 화자의 샘플들이 위치하는 원형 영역들의 중심에

각각 대응하는 10 개의 커널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h 는 주어진 화자들 데이터의 표준편차에 합리적으로

대응되어야 한다. 이것의 예가 도 1.5 에 나타나 있으며, 여기서, 가우시안 커널들이 사용되었다.

비-파라미터적 분류

PDF 들을 추정하는 목적은 결정 룰 1.6 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후 (postheory)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그

러나, 이 중간 단계 없이 1.6 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특징 공간를 영역들로 파

디션하고, 이 영역으로 위치하는 어떤 클래스 샘플들이 (분명히) 속하는 지에 따라 각 영역을 레이블링하는 것이다.

k-최인접 이웃 룰이 어떻게 분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서, 셀의 k 샘플들의 대

다수가 어떤 클래스 속하는지에 따라 각 보로니 셀을 단순하게 레이블링한다. 그 결과 결정 평면들은 부분적으로 선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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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페셉트론 (우측) 은 하이퍼 평면을 형성하고, 샘플들이 하이퍼 평면의 어느 측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샘플들을 분류

한다.

또한, 분류자들은 커널 함수들에 기초할 수 있다. 이 경우, PDF 의 제한들이 만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널 함수들 K()

에 대한 요구조건들은 덜 제한적이다. 방사형 기저 함수 (RBF) 네트워크가 커널 함수들에 기초하는 분류자의 한 예이다.

기저 함수 반경 최대화

RBF 네트워크들에 대해, 기저 함수들,

수식: 1.59

의 직경을 고려함으로써 한 구조가 기저 함수들에 부과될 수 있으며, h 가 작을 수록 기저 함수가 더욱 "스파이크 (spiked)"

된다. 스파이크된 기저 함수는 단지 특징 공간의 매우 작은 영역에 민감하고, 트레이닝 동안 중요해 질수도 있다. 넓은 기

저 함수 (큰 h) 는 특징 공간의 큰 볼륨을 커버하고, h 가 클수록 기저 함수가 언제나 액티브한 단순한 바이어스를 더욱 닮

게 된다. 따라서, 큰 직경을 가지도록 트레이닝된 네트워크가 더욱 잘 일반화될 수 있고, 직경은 트레이닝 세트에서 분류

성능을 중대하게 열화시키지 않는 포인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분류자 총체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레이닝 알고리즘들이 최적화 조건의 글로벌 최소값을 판정할 수 없고 단지 로컬

최소값만 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정된 복잡도를 가지는 많은 모델들 -특히, 신경 네트워크에서- 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복수의 분류자들을 트레이닝시키고, 이들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수

퍼" 분류자를 생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상이한 네트워크들의 조합은 파라미터 도메인에서는 쉽게 행해질 수 없으나,

상이한 로컬 최소값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들은 문제의 상이한 부분들을 모델링할 수 있고, 개별 분류자들의 평균 출력으로

정의된 분류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별 분류자들보다 우수하게 수행할 것이며, N 개의 분류자들의 개별 제곱 평균

(mean square) 에러 레이트들 (수식 1.40) 이

으로 나타내어지며, 분류자 총체의 제곱 평균 에러 레이트의 기대값은, 네트워크들이 에러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

정하면,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진다 (Perrone 및 Coop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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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60

따라서, 에러들이 상호관련되어있지 않는 한 (uncorrelated), 분류자 총체의 성능은 더 많은 네트워크들을 추가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수가 2 배가 될 때마다 제곱 평균 에러 레이트가 반으로 줄어든다.

퍼셉트론 타입 모델들에 대해, 상이한 로컬 최소값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들은, 가중치들 (weights) 을 상이하게 초기화함으

로써 단순하게 생성될 수 있다 (Hansen 및 Salamon 1990; Battiti 및 Colla 1994). Benediktsson 등 (1997) 에서, 개별

네트워크들 (퍼셉트론들) 은 상이한 데이터 변환들을 이용해 변환된 데이터에 대해 트레이닝된다. Ji 및 Ma (1997) 는 약

한 분류자들 (퍼셉트론들) 을 선택하고 결합하는데 특화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화자 검증

랜덤화된 환경에서 화자 검증 및 객체 핸들링은 패턴 식별 문제이고, 단지 2 개의 클래스들 (패턴들), 즉 목표 화자들 또는

객체와 사칭자들만이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특징 공간에서 2 개의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클래스 분포들은 복잡하고 비-파라미터적 테크닉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모델링되어야만 한다.

신경 네트워크들은 이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매력적인 분류자들이며, 그 식별 트레이닝 방식은 화자들 또는 객체를 식별하

는 특징 공간의 영역에 모델링의 초점을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많은 트레이닝 또는 객체 학습 알고리즘들의 문제는 그것들이 모델링 파라미터들의 최적 값들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조적 리스크 최소화 테크닉을 사용하여 모델링에 제한들을 부과함으로써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라미터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 -차선책- 은 총체 테크닉들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 차선 분류자들의 총체

이 결합되어 더욱 강력하고 로버스트한 새로운 분류자를 형성할 수 있다. 분류자 총체의 에러 레이트가 원리상 총체 멤버

들의 수의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총체 방법이 매력적인 것이다.

부록 2 : RBF 기반 음운 (phoneme) 모델링에 의해 예시화된 객체 분석

이 예는 이벤트 레벨에서 화자 검증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자 아키텍쳐를 나타내지만, 임의의 주어진 객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보아야 한다. 분류자 - RBF 네트워크 - 는 그것이 동작하는 이벤트들을 스스로 식별

할 수 없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 추출 프로세스에 의존한다. 도 1.1 은 분류자 아키텍쳐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히

든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들이 스피치 (speech) 신호를 세그먼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히든 마르코프 음

운 모델은 음운 세그먼트들을 정규 분포의 혼합으로 모델링하며, 여기서, 이 혼합의 평균 및 분산은 시간의 불연속 포인트

들에서, 상태 천이에서 변한다. 이 불연속 변화들은 이상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지만 이것은 모델링이 어렵다.

음운 세그먼트들이 식별된 후에, 새로운 특징 추출이 수행되며 (섹션 1.1), 여기서, 각 개별 음운 세그먼트들은 특징들의

단일 벡터에 의해 다시 나타내어진다. 여기서, 전체 음운 관측을 나타내는 특징 벡터는 음운 벡터,

라고 할 것이다.

음운 벡터들이 추출되면, 신호는 더 이상 시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음운 벡터들이 한 주기의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측

정된다는 사실은 부적절하고, 화자 아이덴티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1, 음성 프린트의 2 진 폼이 (순수) 랜

덤 발성 모델에 "생성"되며, 이것은 2 진 객체를 완전히 유일하게 만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벡터 모델이

랜덤 벡터 nn 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 특징은 필터 뱅크 에너지에 의해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신호 이득 (섹션 1.2) 을 제거하기 위해 음은 벡터들

은 정규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화자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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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RBF 네트워크로의 입력으로서 최종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이것들은 변환 1,

을 거쳐야 한다.

프레임 선택

음운 지속시간들 (durations) 은 음운 콘텍스트, 전체 스피치 템포 및 다른 인자들의 함수이며, 음운 지속시간들은 매우 가

변적이다. 정적 모델링 접근을 위해 음운들을 고정된 수의 특징들에 의해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르코프 세그멘테

이션을 이용해 수행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음운은, 음운 모델의 상이한 방출 마르코프 상태들에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

세그먼트들로 세그먼트된다. 가능한 리프리젠테이션 방식들은 아래와 같다.

1. 새로운 "가변" 프레임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스피치 파라미터화) 을 계산하며, 여기서 새로운 프레임 길이는 전체 음운

세그먼트의 정수 비율이 되도록 조정된다. 산술적으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전체 음운 세그먼트가 이용된다는

이점이 있다.

2. 존재 프레임들의 고정된 수 (N) 를 음운 세그먼트의 대표값으로 선택한다. 몇 가지 프레임 선택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a. 선형 선택 : 선형적으로 스페이스된 N 개의 프레임들을 음운 세그먼트로부터 선택한다.

b. 서브-세그먼트 선택 : 각 서브-음운 세그먼트로부터 하나의 프레임을 선택한다. 리프리젠테이션의 균등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 선택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 분리 HMM 상태들에 의해 모델링된 각 서브-음운 세그먼트에서 항상 중심 프레임

들을 선택함으로써 수행되어야 한다.

c. 최대 라이클리후드 선택 : 가장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는 각 서브-음운 세그먼트로부터 프레임을 선택한다.

적당한 프레임들이 식별된 후에, 대응하는 특징 벡터들은 하나의 긴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된다."

선택 방식 2A 및 2B 는 상당히 유사하고, 총체 방법들 (섹션 2.7 참조) 과 관련하여 프레임 선택 방법에서의 변형들이 동

일 음운에 대해 "상이한" 음운 모델들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레임 선택 방법으로 2B 를 사용하

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선택 방식 2B 는, 예를 들어, 중심 프레임 대신에 각 서브 세그먼트에서 가장 우측 또는 가장 좌측

프레임들을 선택함으로써,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다.

정규화

스피치 신호의 필터 뱅크 리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한 문제는 신호 이득이 잘 제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호 이득은 화자들

의 스피킹 레벨, 마이크와의 간격, 입과 마이크 및 녹음 도구들 사이의 각도에 의존한다. 이것은 화자 식별용으로 절대 이

득이 사용될 수 없고, 정규화되어야만 함을 효율적으로 의미한다. 스피치 프로세싱에 관해 일반적인 것으로서, 여기서, 로

그 필터 뱅크 리프리젠테이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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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RBF 네트워크

이것은 각 필터 뱅크로부터의 에너지 출력의 로그값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1 미만의 에너지 출력들은 폐기되며, 그것

들은 대부분 노이즈를 나타내며, 로그 함수의 특이 행위 (singular behaviour)2 때문에, 이들 에너지를 모델링하지 않는 것

이 최선이다.

로그 에너지 도메인에서, 이득 인자는 가산 바이어스 (additive bias),

수식: 1

가 된다.

여기서, 벡터의 log() 를 취하는 것은 log() 함수가 벡터의 모든 요소 (element) 들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칼

라 및 벡터의 가산 (승산) 은 스케일러가 벡터의 모든 요소들에 가산 (승산) 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케일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음운 벡터들은 놈 (norm) 1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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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스케일링 후, 놈은,

수식: 3

이 된다.

따라서, 놈

을 계산하고

로그 놈을 필터 뱅크들로부터 감산

수식: 4

함으로써 이득이 제거될 수 있다.

데이터를 더욱 균등화하기 위해, 벡터

는 여기서 놈 1 을 가지도록 정규화된다.

독립적인 이득 인자가 각 필터 뱅크 채널과 관련된 경우, 이것은 특징 벡터들에 가산된 바이어스 벡터들을 유발한다. 이 타

입의 이득은 하나의 특정 특징 벡터를 살핌으로써 제거될 수는 없으나, 대신, 한 발성 동안 평균 에너지 출력을 추정함으로

써 보상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어스 제거는 유용한 휴리스틱이지만, 추정되는 바이어스는 발성의 발음 내용 (phonetic content) 에 의존하기

때문에 (Zhao 1994), 이것은 실제로 평범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 휴리스틱은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RBF 트레이닝 :

정규화된 음운 벡터들은 음운

및 화자 의존 (speaker dependent) RBF 네트워크에 입력되기 전에 변환되며, 이 RBF 네트워크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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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

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며,

여기서 S 는 활성화 함수 스케일이고,

수식: 6

이며, 여기서, D 는 입력 벡터들의 차원이다. 기저 함수 스케일들 Ci 및 분산들

은

수식: 7

에 의해 한정되고, 이것은 네트워크가 최적 베이즈 판별 함수

를 근사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들 위해 많은 테크닉들이 사용되었다 (Press 등 1995; Bishop 1995). 이 경우, 여기서는 기울기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

에 가장 단순한 접근방법은 기울기 감소 (gradient descent) 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의 크기 때문에 트레이닝 알

고리즘은 매우 빠르게 수렴하여 켤레 (conjugate) 기울기 또는 준-뉴튼 (Quasi-Newton) 방법들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울

기 감소는 반복적 (iterative) 테크닉이며, 여기서, 반복 t 의 파라미터들은 다음 식에 따라 업데이트 되며,

수식: 8

수식: 9

수식: 10

수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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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2

여기서,

수식: 13

이고,

수식: 14

수식: 15

수식: 16

수식: 17

수식: 1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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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기울기들은 전체 트레이닝 샘플들에 대한 합산으로서 계산되는 것으로 내타내었다.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이 요구조건은 보통 완화됨으로써 서브세트들 또는 심지어 개별 샘플들이, 기울기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들을 업

데이트하기 위한 기저로서 사용된다.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기적"1 인 경우 합리적이다.

기울기 수식들의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기울기 수식들은 일부 공통 항들 및 일부 특정 항들을 가진다.

모든 기울기들이 포함하는 공통항은 에러 항,

으로서, 이것은 샘플들이 오분류되지 않으면 0 이다. 따라서, 샘플들이 정확하게 분류된 경우, 파라미터들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오분류의 경우, 목표 출력이 음수이면 에러 항은 양수이고, 목표 출력이 양수이면 에러항은 음수이다. 하나의 클래

스 에러 레이트를 다른 에러 레이트들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클래스 의존 가중치 (weight) 가 에러 항에 주어질 수 있다. 예

를 들어, 트레이닝 세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목표 화자 패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목표 화자 패턴들은 더 높은 가중치를 받

을 수도 있고, 따라서, 분류자는 이들 패턴들을 풍부한 사칭 화자 패턴들에 비해 "과다 학습 (over learn)" 하는 경향이 높

다.

모든 기울기에 나타난 제 2 항은

이다.

이 항은

인 경우, 즉 파라미터들이 큰 마진으로 오분류된 경우에, 파라미터 변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 주석 1: 여기서, 주기는 2 개 이상이어서, 목표 화자 패턴 및 사칭 화자 패턴이 각 주기에 나타나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는, 각 업데이트가 개별 음운 관측들 - 예를 들어 상이한 음운 콘텍스들에 대응하는 - 의 세트에 기초하도록 -주기- 가 증

가될 수 있다. 이것이 행하지 않는 경우 학습은 "이상"해 지는 경향일 수 있으며, 네트워크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트레이닝

토큰으로 바이어스되고, 최근에 학습한 정보 중 일부를 - 잊어버린다-.)

모든 기울기들이 공유하는 제 3 항은 기저 함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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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것은 0 과 1 사이의 값이다. 따라서, 샘플

이

가 활성화되는 하이퍼 타원 (hyper elliptical) 영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주어진 기저 함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

가중치 (Weights)

가중치들이 업데이트됨으로써, 오분류된 샘플들에 대해, 목표 출력이 양수인 경우 가중치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감소한

다. 최종 분류자에서, 양수 가중치를 가지는 기저 함수들은 클래스 I 를 나타내고, 음수의 가중치를 가지는 기저 함수들은

클래스 를 나타낸다.

평균

목표 클래스,

,

를 나타내는 기저 함수들은 오분류된 샘플에 더욱 가깝게 이동되고, 반대 클래스를 나타내는 기저 함수들은 멀어진다. 단

계 크기는 개별 기저 함수들,

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에 의존하고, 기저 함수들의 반경,

, 오분류된 포인트와의 간격 및 분류 에러의 통상 크기.

기저 함수 스케일

기저 함수들의 폭은

에 의해 제어된다.

목표 클래스를 나타내는 기저 함수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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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샘플을 그 기저 함수들의 영향의 구 내부에 포함하도록 감소된다 (폭은 증가된다). 반대 클래스를 나타내는 기저 함

수들에 대해,

가 샘플을 이들 기저 함수들의 영향 구로부터 배제하도록 증가된다 (폭은 감소된다).

분산들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목표 클래스를 나타내는 기저 함수들에 대한 기저 함수들의 폭을 넓히는 것 및 반대 클래스

를 나타내는 기저 함수들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분산

분산들,

,

은 개별 특징 요소들의 상대적인 분산을 나타낸다. 분산들은 개별 요소들의 통계적인 분산들에 반드시 대응하지는 않으나,

특징들의 중요도에는 대응한다. 분류를 위해 작은 중요도를 가지는 특징 요소들은 큰 "분산" 을 받음으로써 기저 함수의 활

성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

활성화 함수 스케일

활성화 함수 S 의 스케일은 퍼셉트론에 의해 구현된 하이퍼 평면의 정확한 사이드의 샘플들에 대해 증가하고, 정확하지 않

은 사이드의 샘플들에 대해 감소한다. 그러나, 샘플들의 분류는 S 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개선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

서, 학습 알고리즘은 에러 레이트 최소화 목적으로 S 의 값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성화 함수 스케일은 RBF 모델을

확률 추정자로서 향상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초기화

반복적인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의 초기 추정을 요구한다. RBF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은 MLP 의 가

중치들보다 훨씬 더 해석하기 쉽고, 따라서, 반드시 랜덤 값들을 이용하여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 특히,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이 목표 화자 및 그룹 (cohort) 화자들을 각각 나타내는 적합한 기저 함수들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목표 화자

기저 함수들에 대응하는 가중치들은

수식: 19

으로 초기화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i 번째 목표 화자 클러스터에 위치하는 트레이닝 샘플들의 개수이다. 유사하게, 그룹 화자 기저 함수들에 대응하는 가중

치들은

수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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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초기화될 수 있다.

바이어스 가중치

는 0 미만의 값으로 초기화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에 어떠한 기저 함수들도 액티베이트하지 않는 음운 벡터가 제공된 경

우, 분류는 (거부) 이어야 한다.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수렴은 기저 함수들의 초기화에 임계적으로 의존하지만, 실제로 가중치 초기화에 강하다. 따라서, 가

중치들은 랜덤 값들 ([-1;1] 범위 의) 로 단순하게 초기화될 수도 있다.

사후확률

RBF 네트워크들은 트레이닝 세트의 제곱 평균 에러 레이트 (수식 1.9) 를 최소화하도록 트레이닝된다. 이 에러 조건의 최

소화는 RBF 네트워크가 다음 식으로 주어지는 최적 (베이즈) 식별 함수를 근사하게 한다.

수식: 21

이 중요한 사실은 여러 저자들에 의해 증명 되었다 (Ruck 등 1990; Richard 와 Lippmann 1991; Gish 1990a; Ney 1991)

.

가 최적 구별 함수를 근사하지만, 이론상, 이 함수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출력에 나타

나는 RBF 네트워크의 스쿼싱 (squashing) 함수 tanh() 는 RD 로부터 [-1;1] 로의 매핑들의 구현 가능한 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와 같은 일반 함수는, 비록 유한 개수의 기저 함수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타입의 RBF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될 수 없다.

가 이 타입인 경우, 이론상으로도, 계산될 수 없다.

그러나, 기초적인 (underlying) 함수 는 매우 유동적이다. 사실, Stone-Weierstrass 정리를 응용하여, 이함수는

RD 로부터 임의의 R1 으로의 어떠한 매핑도 잘 근사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Hornik 1989, Cotter 1990). tanh(x) 는

[0;1] 범위의 임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단조함수이기 때문에, 다음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수식: 22

그러나, tanh(x) 를 활성화 함수로 선택하는 것은 임의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식별될 2 개의 클

래스가 가우시안 확률 분포들

수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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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4

에 의해 특징되는 경우를 고려하자.

베이즈 룰에 따르면, 클래스 I 의 사후확률은, 다음 식에 의해 주어지며,

수식: 25

여기서,

수식: 26

이다.

RBF 네트워크가 식별 함수

수식: 27

를 근사하는 경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5 를 이용하여),

수식: 28

수식: 29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이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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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0

이다.

활성화 함수 스케일의 조정

확률 추정으로서, 수식 33 및 34 는 다소 미완성이다. 스티프 (steep) 한 활성화 함수 (큰 활성화 함수 스케일 S) 가 사용되

는 경우, 출력은 필수적으로 2 진 변수이다. 활성화 함수 스케일 (S) 는, 먼저, -이상적으로는- 독립적인 테스트 세트,

수식: 31

로부터 경험적 활성화 함수를 추정하고, 여기서 는

수식: 32

인 계단함수 이고, 여기서, 들은 독립적인 테스트 세트의 음운 벡터들이다. 이

제, 를 만족하는 값이 식별되고 (즉, ),

수식: 33

이 되도록 활성화 함수 스케일이 조정된다.

이것은

수식: 34

를 선택함으로써 수행되며, 여기서

수식: 3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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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더욱 정확한 다른 접근방법은 tahh() 를 경험적 (empirical) 활성화 함수로 단순하게 치환하는 것이다 (수식

36).

잠재적으로 더욱 정확한 다른 접근방법은 tahh() 를 경험적 활성화 함수로 단순하게 치환하는 것이다 (수식 36).

바이어스 조정

제한된 트레이닝 세트로부터 RBF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트레이닝 세트의 사칭자 부

분이 아닌 목표 화자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화자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만, 특히, TA 와 IR 에러들 사

이에서 원하는 밸런스를 획득하도록 모델을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밸런스는 다양한 트레이닝 파라미터들에 의해

다소 제어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에러 항 을 목표 화자 샘플들 및 그룹 화자 샘플들에 대해 다르게 스케

일링함으로써, 또는, 목표/그룹 패턴들에 상이한 주파수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가중치/직경 패널티를 이용해서 모델들을

제약하는 방식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단들은 꽤 투박하고, 더욱 정확한 접근방법은 RBF 모델들의 바이어

스 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표 화자 가 주어지고, 사칭자 화자들 이 주어졌을때 의

평균 및 분산을 추정함으로서 행해질 수 있다. 이들 2 개의 변수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면, 바이어스는

로 감소됨으로써,

수식: 36

이 된다.

이 해는 다음 식의 근들을 판정함으로써 찾을 수 있으며,

수식: 37

여기서,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였다.

수식: 38

수식: 39

수식: 40

B = 1 에 대해 이것은 수식 1.26 (객체 분류의 예시) 과 동일한 식이다. 우리가 관심있는 해는 와 사이

의 것이다.

다른 방법 - 가우시안 추정이 부실한 경우 - 은 경험적 활성화 함수 (수식 x.36) 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이한 에러 밸런스

B 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바이어스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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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1

수식: 42

수식: 43

따라서, 밸런스 B 를 가지도록 교차비 (odds ratio) 를 조정하기 위해, 수식 48 의 해, 를 판정하고, 바이어스

로부터 감산한다.

B = 1 에 대해 동일한 에러 레이트가 근사되고, B < 1 에 대해 IR 에러들의 비용으로 TA 에러들의 수가 최소화되고, B > 1

에 대해 TA 에러들의 비용으로 IR 에러들이 최소화된다.

도 8 은 한 세트의 화자 모델들에 대한, 클래스 조건 경험적 분포 함수들,

및

및 경험적 활성화 함수

를 나타낸다. 이 도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양 함수들을 모두 나타낸다.

[도 8] 경험적 분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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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데이터를 위해, 각각 1622 및 6488 로컬 목표 화자 및 사칭 화자 결정들이 사용되었다. 테스트 데이터를 위해,

각각 394 및 1576 로컬 결정들이 사용되었다.

[도 9] 바이어스 보상 후의 경험분포함수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 에 대해, 경험적 활성화 함수는 근사적으로 0 이지만, 테스트 데이터 (화자 모델들은 "

오버트레이닝" 되었다)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도 9 는 도 8 의 함수들과 동일하지만 바이어스 보상된 후를 나타낸다.

요약하면, 음운 기반 화자 모델을 설명하였다. 이 모델은 음운 관측을 특징 요소들 스펙트럼의 고정된 벡터들로서 나타내

는 "특징 추출기들"로서 HMM 들을 사용하며, 모델의 이 부분은 화자 독립적이다. 음운 벡터들은 변환되고 마침내 음운 독

립 RBF 네트워크의 입력으로서 전달되고, 트레이닝 되어 음운 벡터들로부터 화자 확률을 추정한다. 화자 확률은 (로컬) 화

자 식별 결정을 생성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다른 음운 관측으로부터 추정된 다른 화자 확률들과 결합되어 보다 로버스트

한 결정을 생성할 수 있다. 입력 벡터 (음운) 는 객체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즉, 식별이 가능한지 예시하기 위해서만 언급되

었다. 따라서, 임의의 다른 타입의 생체측정 벡터들이 트레이닝 필터들에 사용될 수 있다.

부록 3 : 화자 검증에 의해 예시된 객체 기반 결정 과정 (decision making)

객체 검증 - 또는 이 경우 화자 검증은 2 진 결정 문제이고, 따라서, 결국, 스코어를 계산하고, 스코어가 주어진 임계값 t 보

다 큰지 작은지를 판정하여 아이덴티티 주장을 검증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수식: 1

이 스코어, 즉 객체 값을 계산할 때, 스피치 신호의 각 음운 세그먼트가 기여한다 (음운들이 명확하게 모델링되지 않는 때

라도). 종래의 텍스트 독립 화자 검증 알고리즘에서, 상이한 음운들의 전체 스코어 (예를 들어, 발성 라이클리후드) 에 대한

기여는 알 수 없었고, 전체 스코어는 테스트 발성에서 각 음운 세그먼트 지속시간 동안 음운들이 나타내어지는 특정 주파

수에 의존한다.

개별 음운 세그먼트들이 기여한 로컬 스코어들이 화자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상이한 음운들이 화자에 관한 동일한 정보

를 표현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적이 아님이 명백한 것으로, 예를 들어, 추측컨데, 비음 및 모음은 크

게 부각되는 정보를 나타내고, 반면에, 예를 들어, 2 개의 후설모음은 화자에 관해 높게 상호연관된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서 개시된 알고리즘은, 먼저, 음운 세그먼트들이 식별되고, 화자 아이덴티티가 각 음운 세그먼트에 대해 독립적으로

모델링되는 2 부분을 가진다. 이것의 결과는 다수의 로컬 스코어들 -각각 발성의 상이한 음운에 대한- 로서, 글로벌 식별

결정 또는 객체 데이터의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 결합되어야만 한다.

스코어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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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F 네트워크들은 아래 판별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트레이닝 되며,

수식: 2

여기서,

는 음운 관측이다.

수식: 3

이기 때문에, 아래 식들을 얻을 수 있고,

수식: 4

수식: 5

이 식들은 단일 음운 관측용 결정 룰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몇몇 독립 음운 관측이 가능한 경우, 로컬 스코어들을

하나의 글로벌 스코어로 결합함으로써 보다 로버스트한 결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2 개의 기본적으로 상이한 접근방법은,

총체 조합과 확률 조합이다.

총체 조합

로컬 식별 스코어들을 결합하는 접근방법 중 하나는 단순하게 로컬 스코어들을 "평균"내는 것으로서,

수식: 6

여기서,

는 알파벳에서 상이한 음운의 개수이고,

는 음운 의 관측의 개수이며,

는 음운 의 j 번째 관측 (음운 벡터) 이다. 관측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스코어가 [-1;1] 범위의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이 스코어링 룰의 특징이고, 그 크기는 관측의 개수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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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합

총체 조합외의 다른 방법은 네트워크들이 사후확률을 계산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몇몇 독립적인 관측들,

이 만들어지면, 분류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수식: 8

이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교차비를 정의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수식: 7

또한, 다음의 수식이 성립한다.

수식: 9

수식: 10

따라서, 스코어링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 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식: 11

실제로, 더 많은 수의 음운 관측들이 더해질수록 이것은 -1 또는 +1 로 수렴하는 것이 이 스코어링 룰의 특징이다.

수식 6 과 수식 11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관측들의 독립성에 관한 가정이다. 주어진 음운 벡터 에 대해, 화자 확률은,

예를 들어, 로 추정된다. 수식 11 (확률 조합) 이 사용된 경우, 관측 이 "랜덤" 노이즈에 의해 영향받

았기 때문에 확률이 1.0 이 아니라 단지 0.7 인 것으로 가정하고, 반면에, 수식 1.6 (총체 조합) 이 사용된 경우, 사칭자 군

중의 특정 부분이 와 유사한 음운 벡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동일한 사칭 화자들이 기본적으로 목표 화자와 동일한 음운 벡터들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더 많은 관측 (동일한 이벤트

의) 이 확률 추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대될 수 없는 반면에 노이즈는 "평균" (유도) 되므로, 이 차이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양 수식 1.6 및 1.11 모두의 문제는 전체 스코어는 가장 빈도가 높은 음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이

한 음운들이 출처가 상이한 화자의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 (Olsen 1997b; Olsen 1996b).

그러나, 실제로, 음운들의 특정 클래스에 의해 좌우되는 "병리 (pathological)" 문장들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식

1.6 및 1.11 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떠한 이성적인 문장도 나타내어지는 음운들의 넓은 선택을 전형적

으로 가질 것이지만, 각 음운 관측에 의해 제공되는 증거들을 어떻게 가중하는지의 기회가 여전히 남겨져서는 안된다.

커미티 (committee) 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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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음운 모델은 특정 타입의 정보, 즉 특정 음운의 관측들이 주어진 화자 식별 전문가 (expert) 로 간주될 수 있다. 개별 전

문가들은 화자의 상이한 "양상들 (aspects)" 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각 전문가가 글로벌 스코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한 접근방법은 동일 전문가로부터의 스코어들을 음운 레벨 로컬 스코어

로 결합하도록 수식 1.6 또는 1.11 을 이용하는 것이다. 로컬 2 진 결정 - 정확할 확률은 경험적으로 알려진- 은 테스트 발

성에 나타난 각 음운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다.

수식: 12

이 접근방법을 따라서, 로컬 결정들을 글로벌 결정으로 결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다수" 투표 (vote) 를 만드는 것에

의하는 것으로,

수식: 13

[도 1] 커미티 구성원들의 수에 대한 함수로서 커미티 머신이 정확한 결정을 만들 확률

여기서, 는 테스트 발성에 나타난 상이한 음운들의 개수이다. 이 타입의 글로벌 분류자는 커미티 머신이라고 불린다

(Nilsson 1965; Mazurov 등 1987).

개별 결정들이 독립적이고, 그 결정이 정확할 확률 P 가 모두 동일한 경우, 커미티 머신이 정확한 결정을 할 확률은 다음 식

으로 주어지며,

수식: 14

여기서, N 은 커미티 구성원들의 수이다. 확률 함수 은 도 1 에 나타나 있다. 짝수 N 에 대해, 비기는 것 (tie)

은, 에러 확률은 실제 50 % 에 불과하지만 에러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리플" 된다. 에러들이 상호관

련되어 있지 않는 한 커미티 머신의 성능은 더 많은 구성원을 추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P > 0.5 인 경우, 커미티 머신

은 커미티 개별 멤버들 보다 언제나 더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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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분류자들이 상이한 분류 정확성를 가지는 경우에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의 모델도 상당히 로버스트하다. 예

를 들어, 정확성이 각각 P1, P2 및 P3 인 3 개의 분류자들이 결합된 것으로 가정하자.

수식: 15

수식: 16

인 경우, 커미티 머신은 적어도 개별 분류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 만큼은 정확하다 (P1 이라 하자).

예를 들어, P2 = P3 = 0.9 인 경우, 그것이 홀로 P1, P2 및 P3 의 조합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가정되는 경우, P1 은 0.99

보다 높은 정확성을 가져야만 한다.

전문가 가중 (weighting)

상이한 전문가들로부터의 투표들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이한 음운 의존 화자 모델들은 상이한 정확성을 가진

다. 따라서, 개별 투표들을 상이하게 가중함으로써 기본 투표 방식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적" 접근방법은 동일오

류율 (equal accuracy rate) 의 기대값, AEER = 1 - EER 만큼 각 투표를 단순하게 가중하는 것이다.

수식: 17

이에 대응하는 "동적" 가중 방식은 분류자에 의해 계산된 차동 화자 확률만큼 각 투표를 가중하는 것이다.

수식: 18

확률 추정 가 다소 미완성이라도, 여기서의 이점은 가중치가 실제 음운 관측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그룹핑 (Groupling)

음운들은 상이한 그룹들, 예를 들어, 비음, 마찰음, 파열음, 모음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2 개의

비음 음운들에 특화된 2 개의 전문가는 투표 도메인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고, 반면에, 상이한 음운, 예를 들어, 비음

및 마찰음 음운에 각각 특화된 2 개의 전문가들은 상관관계를 덜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상이한 음운 클래스

들을 나타내는 그룹들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화자 식별 스코어, DC;L 는 각 음운 그룹 (C) 에 대해 계산될 수

있으며,

수식: 19

여기서, #C 는 그룹 C 의 음운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수식 19 는 새로운 전문가들 세트를 정의한다. 글로벌 식별 결정은 "

음운" 전문가들로부터가 아닌, 그룹 전문가들로부터의 투표들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원

리상, 이 결정 방법은 몇 개의 전문가들 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낮은 층의 전문가들은 상이

한 개별 음운들을 나타내고, 상위 레벨의 전문가들은 더 넓은 사운드 클래스들 (비음, 모음, 마찰음 등) 을 나타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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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투표들의 모델링

N 개의 전문가 투표들을 결합하는 매력적인 방법은 네트워크 (RBF 또는 MLP) 가 경험적으로 최적 결합 방법을 학습하도

록 트레이닝시키는 것이다 (Wolpert 1992). 이 방법은 개별 전문가들의 정확성 및 상이한 전문가 투표들 사이의 상관관계

가 모두 직접 고려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을 따랐을 때, 전문가 투표가 결합되어야 하는 포인트까지 발생한 모든 것은 본

질적으로 특징 추출로 간주되며, 여기서, 특징 벡터들은 결정 벡터들이다.

수식: 20

그러나, 이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2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로컬 전문가 투표들을 결합하는 "수퍼" 네트워크가, 그들이 트레이닝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로컬 전문가

들을 평가함으로써 단순하게 생성되는 결정 벡터들에 대해, 트레이닝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오버 트레이닝

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 트레이닝 데이터 투표들은 - 너무 "낙관적" 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트레이닝 데이터가 제공되

거나, 또는, 수퍼 네트워크가 화자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여기서 로컬 전문가 투표들이 상이한 음운들을 나타내고, 상이한 테스트 발성들의 음성 메이크 (make)

는 매우 다양하게 변할 수 있고, 이것은 특정 테스트 발성들로부터 유발되는 투표들을 최적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를 트레

이닝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제한된 수의 트레이닝 발성들이 주어지면, 당연히, 상이한 트레이닝 발성들로부터 추출된 관련된 전문가 결정들을 결합함

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결정 벡터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음운 조합들은 여전히 매우 많

다. 예를 들어, 임의의 주어진 발성를 가정하면, 30 개의 가능한 것 중 정확히 15 개의 상이한 음운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개 까지의 상이한 투표 조합이 고려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 계산은 투표들이 하나 이상의 음운 관측에 기초할 수도 있고 -

따라서 더욱 신뢰할 수 있고 -, 실제 상이한 음운들의 수는 더 많거나 15 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 딜레마에 대해 가능한 해결방법은 특정 발성용 수퍼 분류자를 만드는 것으로서, 즉, 어떤 텍스트가 바로 다음에 발생할

지 결정할 때까지, 또는, 더욱 편리하게는, 실제 스피치 발성에 대해 음운 세그멘테이션이 계산될 때까지, 트레이닝을 미루

는 것이다. 이 경우의 수퍼 분류자는 단순 퍼셉트론일 수 있고, 따라서, 트레이닝은 심각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도 2 는 이

것의 예를 나타낸다.

다른 방법으로는 -반복적 퍼셉트론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피셔 선형 판별 함수가 개별 전문가 가중치들을 학

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예는 로컬 화자 확률들이 어떻게 개별 음운 관측들 (이것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화자 검증 결정들을 생성하기

위해 결합될 수 있는 객체이다) 로부터 추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성공적인 조함 방식들은, 어떤 특정 음운들이 나머지

음운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상이한 음운들이 화자에 관해 부각되

는 정보를 다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로컬 결정을 어떻게 가중할지 결정할 때 처하게 되는 주 난점은, -화자들에게 주어진 다음 텍스트들이 심히 제약되어 있지

않다면- 테스트 발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이한 음운 조합들의 전체 수가 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중치들은

미리 용이하게 계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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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수퍼 분류자

분류자는 개별 음운 모델들로부터의 차동 화자 확률들을 입력으로 취하고 그것들을 글로벌 스코어로 결합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서버 사이의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사용자에게 송신되며,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하

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비하고, 호스트 컴

퓨터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상기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그램의 동적 할당 및 스와핑을 위한 동적 데이터

그램 스위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인,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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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

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인증되는 네트워크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해 상기 복수의 인증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 각각은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상

기 변환하는 단계;

(f) 상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

계; 및

(g)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결과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증 시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에서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및 생체인식 측정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에서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true) 랜덤 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상기 순수 랜덤 코드는 상기 시스템의 외부

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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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는 화자 검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하고, 상기 클

래스 각각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상기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 문제인,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

템.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결정하는 단계는,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하나 이상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2.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합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합 및 랜덤 합 중 하나인,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3.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상기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되는 수퍼 분류자를 포함하는, 보안 네

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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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음성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위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

템.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포워딩 및 암호 블록 체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 (Rijndael) 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구현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공개 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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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이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상기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테스트, 상기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

템.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 기반 원격 단말 서버 애플리케이션, 메인프레임에 대한 3270/5250 단말 에뮬레이터

상의 애플리케이션, 직접 내장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직접 내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툴, 고객 관련 관리 (CRM) 툴, 및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패키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데이터그램 스키마 및 파서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

램 타입에 속하는 2 이상의 데이터그램을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그램은, (i)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콘텐츠 데이터, 및 (ii) 네트워크 접속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네트워크 애플리

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고,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 각각은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파서는 하

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을 파싱하도록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주 (major)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하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

의 부 (minor)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파서는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파싱하도록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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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트릭스는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각각 내의 제 2 다수의 부 데이

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주 데이터그램 타입은,

(i) 사용자 접속을 인증하고 제어하기 위한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 (ii) 콘텐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콘텐

츠 데이터그램, (iii) 포인트 대 포인트,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및 멀티포인트 대 멀티포인트 데이터 송신을 관리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트 데이터그램, (iv) 상기 네트워크 서버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사이에 프록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 (v)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한 인스턴트 메시지 타입, (vi) 초대형 데이터 및 미디어 파

일을 전달하기 위한 대형 콘텐츠 전달 데이터그램, (vii) 네트워크 사용자를 탐색하기 위한 사용자 디렉토리 데이터그램,

및 (viii) 네트워크 사용자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원격 관리 데이터그램을 포함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보안 네트

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메시지 및 접속 제어 데이터그램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 (i) 인증 요청을 개시하기 위한 인증 요청 데이터그램,

(ii) 인증 요청시에 응답을 전송하기 위한 인증 응답 데이터그램, 및 (iii) 인증 세션의 결과를 전송하기 위한 인증 결과 데이

터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그램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 (i) 상기 콘텐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정규 콘텐츠 데이터그램, (ii) 상

기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고 로그인 세션을 확립하기 위한 원격 로깅 데이터그램, 및 (iii) 원격 접속으로부터 데이터를 송

신하기 위한 원격 데이터 집합 데이터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데이터그램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 (iv) 송신된 콘텐츠 데이터의 검증을 요청하기 위한 콘텐츠 승인 요청 데

이터그램, 및 (v) 송신된 콘텐츠 데이터의 검증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콘텐츠 승인 응답 데이터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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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 프록시 데이터그램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 (i)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서버로 프록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서버로의 프록시 데이터, 및 (ii) 상기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 상기 프

록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서버로부터의 프록시 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스턴트 메시지 타입은, 부 데이터그램 타입: (i) 파일 송신 타입, (ii) 오디오-비디오 송신 타입, (iii) 인스턴트 메일

메시지 타입, 및 (iv) 원격 데이터 집합 타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3.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에서의 데이터그램 각각은:

(A) (i)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

크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송하는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일반 레이아웃을 가지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일반 레이아웃은 하나 이상의 추가 헤더 필드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일반 레이아웃은 TCP 헤더에 후속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며,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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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 서버는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

서버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더 접속기는 실패한 접속을 검출하고 네트워크 서버로의 콘택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39.

제 1 항에 있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상기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시키고, 상기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상기 기존의 네트워크와 상기 지능형 데

이터 캐리어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인젝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존의 네트워크는 유선 또는 무선인,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젝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며,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레이더 접속기를 더 포

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접속성 시스템.

청구항 41.

동적 할당을 위한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를 구비하고, 다수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그램을 스와핑하는

하나 이상의 서버; 및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구비하며,

상기 클라이언트는,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이고,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와 접속하여 상기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고, 상기 서버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 송신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

용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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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

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데이터그램 스키마 및 파서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

램 타입에 속하는 2 이상의 데이터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그램은 (i)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콘텐츠 데이터 및 (ii) 네

트워크 접속과 지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데이터

그램 타입 각각은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파서는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을 파싱하도록 구성되는, 클라

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5.

제 4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하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의 부 데이

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파서는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파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매트릭스는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각각 내의 제 2 다수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

템.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의 데이터그램 각각은:

(A) (i)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

크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송하는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일반 레이아웃을 가지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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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8.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가 인증되는 상기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해 상기 복수의 인증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상기 지능

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 각각은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상기 변환하

는 단계;

(f) 상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가 상기 결과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증 시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에서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및 생체인식 측정결과 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에서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랜덤 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상기 순수 랜덤 코드는 상기 시스템의 외부

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2.

제 4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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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3.

제 49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4.

제 53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는 화자 검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하고, 상기 클

래스 각각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상기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 문제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

템.

청구항 55.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결정하는 단계는,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하나 이상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6.

제 56 항에 있어서,

상기 합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합 및 랜덤 합 중 하나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7.

제 4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상기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되는 수퍼 분류자를 포함하는, 클라이

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음성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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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위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

템.

청구항 60.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1.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포워딩 및 암호 블록 체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에 기초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3.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구현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4.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공개 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5.

제 63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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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상기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테스트, 상기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

템.

청구항 67.

제 41 항에 있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상기 서버에 접속시키고, 상기 서버를 통해 상기 기존의 네트워크와 상기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

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인젝터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존의 네트워크는 유선 또는 무선인,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8.

제 67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클라이언트 및 인젝터 각각은 레이더 접속기를 구비하며,

상기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싱하며 네트워크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고, 상기 인젝터의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버의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69.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의 레이더 접속기는 실패한 접속을 검출하고 서버로의 콘택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되

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70.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용 데이터 저장을 위한 암호화 가상 파일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시스템.

청구항 71.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 접속하여, 상기 입력-출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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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송신은 동적 스위칭 데이터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보안 네트워크 데이터 송신을 위한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 아이덴티티

를 확립하도록 구성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인증되는 네트워크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해 상기 복수의 인증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상기 지능

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 각각은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상

기 변환하는 단계;

(f) 상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가 상기 결과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증 시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3.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에서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및 생체인식 측정결과 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4.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에서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랜덤 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상기 순수 랜덤 코드는 상기 시스템의 외부

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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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6.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7.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8.

제 77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는 화자 검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하고, 상기 클

래스 각각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상기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 문제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79.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결정하는 단계는,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하나 이상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상기 합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합 및 랜덤 합 중 하나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1.

제 7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상기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되는 수퍼 분류자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6-0041165

- 86 -



상기 수퍼 분류자는 음성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3.

제 8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위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4.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5.

제 84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포워딩 및 암호 블록 체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6.

제 85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에 기초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7.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구현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8.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공개 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89.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이용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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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0.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상기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테스트, 상기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1.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인,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2.

제 9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캠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

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3.

제 71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스위칭 데이터그램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램 타입에 속하고, (i)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콘텐츠 데이터 및 (ii) 네

트워크 접속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데

이터그램 타입 각각은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4.

제 93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은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

입을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5.

제 9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은 일반 레이아웃에 일치하며,

상기 일반 레이아웃은:

(A)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크

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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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송하는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

청구항 96.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

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

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와 접속하여 상기 입력-출

력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도록 구성되는, 상기 송신하는 단계; 및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의 지원시에 데이터그램의 동적 할당 및 스와핑을 위해 네트워크 상의 서버에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

치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97.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인,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98.

제 97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

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99.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데이터그램 스키마 및 파서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

램 타입에 속하는 2 이상의 데이터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그램은 (i)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콘텐츠 데이터 및 (ii) 네

트워크 접속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고, 상기 데이터그램 타

입은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파서는 하나 이상의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을 파싱하도록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

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0.

제 9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는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1.

제 10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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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파서는 데이터그램 타입의 매트릭스를 파싱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매트릭스는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제 1 다수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각각 내의 제 2 다수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2.

제 9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스키마의 데이터그램 각각은:

(A) (i)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

크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송하는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일반 레이아웃을 가지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

법.

청구항 103.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인증되는 상기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해 상기 복수의 인증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상기 지능

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 각각은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상

기 변환하는 단계;

(f) 상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가 상기 결과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증 시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4.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에서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및 생체인식 측정결과 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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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에서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랜덤 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상기 순수 랜덤 코드는 상기 시스템의 외부

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6.

제 104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7.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08.

제 10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

법.

청구항 109.

제 108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는 화자 검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하고, 상기 클

래스 각각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상기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 문제인,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0.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결정하는 단계는,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하나 이상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1.

제 1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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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합 및 랜덤 합 중 하나인,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

법.

청구항 112.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상기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되는 수퍼 분류자를 포함하는, 보안 네

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3.

제 112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음성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4.

제 112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위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5.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6.

제 115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포워딩 및 암호 블록 체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7.

제 116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에 기초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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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구현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19.

제 118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공개 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0.

제 118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이용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1.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상기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테스트, 상기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2.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제 1 레이더 접속기를 제공하고, 상기 서버에 제 2 레이더 접속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제 1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 2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 접속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3.

제 1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레이더 접속기는 접속 실패를 검출하고, 상기 제 2 레이더 접속기로의 콘택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4.

제 9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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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 내에 클라이언트를 위한 전용 데이터 저장을 위한 암호화된 가상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5.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데이터그램 할당 및 스와핑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6.

제 96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데이터그램 스위치는 2 이상의 데이터그램의 메모리 포인터에 기초하여 데이터그램 할당 및 스와핑을 수행하

는, 보안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청구항 127.

사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목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트워크 서버가 배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하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상으로 도킹하도록 구성되는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네트워크 서버는 동적 스위칭

데이터그램을 통해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와 통신하고,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적어도 (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ii)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하나의 입력-출력 장치, 및 (iii)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상기 송신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 및

성공적 인증시에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

표 전달 방법.

청구항 128.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미리 로드 (preload) 되거나 또는 상기 네트워크 서버 또

는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 상에 인스톨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29.

제 128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는 무선 또는 유선 수단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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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는, 데스크탑 또는 랩탑 컴퓨터, 개인 휴대 단말기 (PDA), 이동 전화, 디지털 TV, 오디오 또

는 비디오 플레이어, 컴퓨터 게임 콘솔,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폰, 및 네트워크 가능 가전기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1.

제 130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가능 가전기기는, 네트워크 가능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및 식기세척기 중 하나인, 애플리케이

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2.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은, 윈도우 기반 원격 단말 서버 애플리케이션, 메인프레임에 대한 3270/5250 단말 에뮬레

이터 상의 애플리케이션, 직접 내장되는 애플리케인션 및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직접 내장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툴, 고객 관련 관리 (CRM) 툴, 및 전사적

자원 관리 (ERP) 패키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3.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이동형인,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4.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는 USB 키, 컴팩트 플래시, 스마트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DVD, PDA, 파이어와이어 디바이

스, 및 토큰 디바이스 중 하나로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5.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스위칭 데이터그램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그램 타입에 속하고, (i) 네트워크 송신을 위한 콘텐츠 데이터 및 (ii) 네

트워크 접속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를 반송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데

이터그램 타입은 복수의 함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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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 타입은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및 상기 주 데이터그램 타입 내의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

입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7.

제 13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은:

(A) (i) 하나 이상의 주 데이터그램 타입, (ii) 하나 이상의 부 데이터그램 타입, (iii) 데이터그램 길이, 및 (iv) 데이터그램 체

크섬에 대한 헤더 필드, 및

(B) 송신에서 데이터를 반송하는 데이터그램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일반 레이아웃에 일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8.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a)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인증되는 상기 서버로 요청이 포워딩되는 단계;

(b)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복수의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이벤트를 통해 상기 복수의 인증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d) 상기 선택된 방법에 기초하여, 상기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상기 지능

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네트워크 서버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로부터 수신된 상기 인증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 인증 객체로

변환하는 단계로서,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 각각은 하나 이상의 분류자를 사용하여 분석될 수 있는 데이터 벡터 객체인, 상

기 변환하는 단계;

(f) 상기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라, 상기 서버가 상기 데이터 인증 객체를 분석하여, 인증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 및

(g) 상기 서버가 상기 결과를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전송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인증 시도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39.

제 13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 에서의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스크린 상에서의 터치, 키스트로크, 발성, 및 생체인식 측정결과 중 하나 이상

을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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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0.

제 13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 에서의 요구는 의사 랜덤 및 순수 랜덤 코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의사 랜덤 코드는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된 리스트에 기초하여 생성되고, 상기 순수 랜덤 코드는 상기 시스템의 외부

에서 엔트로피의 소스를 샘플링하고 프로세싱함으로써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1.

제 140 항에 있어서,

상기 랜덤화는 하나 이상의 랜덤 생성기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시드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2.

제 13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분석은 하나 이상의 분석 룰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3.

제 142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분석 룰은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따른 분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

법.

청구항 144.

제 143 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는 화자 검증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객체 벡터는 2 개의 클래스, 즉, 목표 화자 및 사칭자를 포함하고, 상기 클

래스 각각은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상기 단계 (f) 의 결정은 2 진 판정 문제인,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5.

제 13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f) 의 결정하는 단계는,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합, 우위, 및 확률 중 하나 이상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6.

제 14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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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은 상기 하나 이상의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계산된 최고 합 및 랜덤 합 중 하나인,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

법.

청구항 147.

제 13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 의 하나 이상의 분류자는 2 이상의 상기 데이터 벡터 객체로부터 유도되는 수퍼 분류자를 포함하는, 애플리

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8.

제 147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음성인식, 지문, 핸드프린트, 혈액형, DNA 테스트, 망막 또는 홍채 스캔, 및 얼굴 인식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49.

제 147 항에 있어서,

상기 수퍼 분류자는 개인적 행위의 습관 또는 패턴을 포함하는 행위 생체인식법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

법.

청구항 150.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대칭적 및 비대칭적 다중-암호 암호화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1.

제 150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출력 피드백, 암호 피드백, 암호 포워딩 및 암호 블록 체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2.

제 151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는 차세대 암호화 표준 (AES) 륀다엘에 기초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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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보안 키 교환 (SKE) 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4.

제 153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공개 키 시스템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5.

제 153 항에 있어서,

상기 SKE 는 타원 곡선 암호시스템 (ECC) 비공개 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6.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및 암호화 방식은,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가 상기 서버에 등록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테스트, 상기 지

능형 데이터 캐리어 및 상기 호스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의 물리적 파라미터를 검증하기 위한 디바이스 테스트, 및 이벤트

레벨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적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

법.

청구항 157.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에 제 1 레이더 접속기를 제공하고, 상기 서버 내에 제 2 레이더 접속기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 2 레이더 접속기에 접속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레이더

접속기는 네트워크 접속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8.

제 15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레이더 접속기는 접속 실패를 검출하고, 상기 제 2 레이더 접속기로의 콘택트를 개시하여 접속을 재확립하도록

더 구성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59.

제 1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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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버 내에 상기 지능형 데이터 캐리어를 위한 전용 데이터 저장을 위한 암호화된 가상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청구항 160.

제 127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은 메모리 포인터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스위칭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표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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