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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및 방법

요약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실체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

로 교환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교환기는 단말기가 제공한 인증서를 인식하고, 만약 상기 인증서가 적합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타깃이 된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비스 제공자에의 접속을 지정한다. 만약 상

기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된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기 교환기가 등록 모듈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는 상기 타깃이 된 보안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해 상기 등록 모듈로부터 적합한 인증서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7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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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컴퓨터 네트워킹(computer networking)이라 함은 대체로 2개 또는 그 이상의 컴퓨팅 시스템의 연결로부터 이루어진 데

이터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네트워킹은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한 자가 프로그램, 데이터, 네트워크 자원, 데이터베이스 정

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전자 우편 및 데이터 백업과 같은 다른 기능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보에의 직접적

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보다 정교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응용에 대한

추구가 가속화되었다.

그의 광대한 범위 때문에, 인터넷으로서 언급되고 있는 상호 접속된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글로벌 웹(global web)

은 주문형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만족시킴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도구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터넷은 전세계 전자 우편,

원격 데이터 접근, 학술 조사 등을 용이하게 하는 데 비즈니스용 및 개인용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게임을 즐기고, 비디오, 오디오 및 MP3와 같은 스트림 콘텐츠를 전달하는 등등의

오락용 도구로서 상기 인터넷을 구축시켰다.

종래에는 인터넷을 통해 입수가능한 정보에의 접근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의 하드웨어 접속이 필요하였다. 인터넷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된 임의의 컴퓨터 또는 단말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될 수 있게 하지만, 하드웨어 접속에 대한 필요

성으로 인해, 인터넷 정보 접근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물리적인 제한, 즉,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

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장애가 되었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의존하게 됨에 따라, 인

터넷 및 무선 도메인의 통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GSM, IS-136, IS-95, PDC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 전화 통신과 관련하여 종래 방식대로 사용되어 왔다. 이같은

정교한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 전화 사용자가 다른 이동 단말기 사용자와 그리고 지상 통신 전화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통신 편익의 측면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동 단말기의 이동성 및 편리함 때문에, 인트라넷 및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들을 통합시킬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플랫폼과 인트라넷 및 다른 네트워크를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기우려졌다. 한가지 해

결 방안은 인터넷의 편익을 무선 공동체(wireless community)에 도입시키는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

cation Protocol; WAP)이다. WAP은 유선 인터넷 패러다임 및 무선 도메인 간의 갭을 보완하여, 무선 단말기 사용자가 양

자 모두의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WAP은 인터넷 표준 및 무선 서비스에 대한 표준 모두에 대한 특성 및 기능성을 대해 설명하는 한세트의 프로토콜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 표준에 독립적이고 공개 표준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WAP에 대한 동기 부여(motivation)

는 주로, 제한된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제한된 대역폭, 제한된 메모리 및 처리 능력, 그리고 제한된 배터리 전력과 같은 소

형 무선 단말기의 물리적 및 논리적 제한의 결과이다.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 WML)로서 언급되

는 마크업 언어는 HTML이 타깃(target)으로 하는 데스크탑 대응물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제한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갖는

보다 작고 종종 이동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서비스를 저작(authoring)하기 위해 사용된다. WAP 서비

스의 다른 특징은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와 관련하여 자바 스크립트

(JavaScript)의 이용과 적어도 어느 정도 유사한 WM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보다 개량된 기능적 태스크를 지원하는 가용

성(availability)이다. WML 스크립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 향상은 WAP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절차적 논리 및 계산 기

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WAP은 원격 네트워크 상에 저장된 원하는 정보가 무선 네트워크 내의 무선 단말기에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예

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 입수가능한 정보는 현재 이동 전화,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 랩

탑 컴퓨터, 무선 페이저 등과 같은 이동 무선 단말기 상에 다운로드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무선을 통해(over the air; OTA) 통신될 경우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가지의 보안

문제를 야기시킨다. 통신 및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및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통신 산업에서는

보안 접속을 제공하는 방식들이 고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전송 계층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을 통해 종종 보안이 제공되는 데, 상기 TLS는 SSL(Secure Sockets Layer; 월드 와이드 웹(WWW) 브라

우저와 WWW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명칭이다. WAP 환경과 같은

무선 환경에 있어서, 보안이 현재 무선 전송 계층 보안(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WTLS) 프로토콜로 제공되

며, 이러한 프로토콜은 TLS와 유사하지만, 현재 무선 통신의 낮은 대역폭 요구와 주로 관련한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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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무선 응용 또는 트랜잭션에 대한 필요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형의 "인증서(certificate)"가 구현된

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인가된 사용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공인 인증서(authentication certificate)가 교부될 수 있다.

사용자가 특정의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도 공인 인증서가 교부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공인 인증서는 사용자가 상기 트랜잭션에 참가했다는 것을 사용자 자신이 차후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언급하는 부인 방지(non-repudiation)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특정의 보안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적합한 등록 절차를 통해 그같은 인증서를 획득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예를 들면, 이동 단말기 상의 국부 저장 장치를 통해 그같은 인증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사

용자는 상기 보안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아직 그같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

가 원하는 보안 서비스에 접근가능하기 전에 그같은 인증서가 획득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자가 원하는 통신을 달성하거나 또는 원하는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사

용자가 제1 게이트웨이(gateway)를 거쳐 WAP 세션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한다. 만약 사용자가 필요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시도된 접속이 부인될 것이고, 사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인증서를 획득해야 할 지를 나타

내는 OTA WAP 설정치들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현재의 WAP 세션을 종료하고, 새로운 WAP 세션을 개시한 다음

에, 제2 게이트웨이를 거쳐 등록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기존의 WAP 설정치들이

OTA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고객은 현재의 WAP 세션을 종료한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해

WAP 세션을 재개한다. 상기 필요한 인증서를 획득하는 이같은 방식은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수의 WAP 세션을 필

요로 하며, 사용자에게는 비효율적이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보안 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이미 인증 및/또는 인가되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안 서비스에 접근하는 보

다 효율적이고도 간편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시스템과 관련된 앞서 언급된 문제점 및

다른 문제점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앞서 언급된 단점 및 다른 단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면서도, 종래 기술보다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실체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하면,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

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보안 정보를 지니는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타깃이 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언급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

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한다면 상기 네트워크 접속이 상기 타킷이 된 서비스에 지정되고, 이와는 달리, 만약 상기 수취된 인

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 등록을 위해 상기 네트

워크 접속이 등록 모듈에 지정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의하면, 무선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

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상기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모듈을 포함한다. 등록 관리자는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도록 제공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보안 인증서를 수취하도록 연결된 교환기를 포함한다. 상

기 교환기는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이용되는 보안 인증서에 따라 상기 서비스 모듈에의 접속 또는 상기 등록 관리자에

의 접속을 지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예에 의하면,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가능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공되는 데, 이 경우에 상기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복수개

의 무선 단말기가 작동될 수 있다. 복수개의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른 네트워크는 상기 무선 단말기 중 적

어도 하나의 무선 단말기가 타깃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컴퓨

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팅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등록

서버이다. 상기 무선 네트워크 및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브리징(bridging)하도록 구성되는 게이트웨이

컴퓨팅 시스템이 제공된다. 네트워크 교환기(network switch)는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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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공인 인증서를 수취하도록 연결된다. 상기 네트워크 교환기는 상기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

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공인 인증서에 따라 상기 서버 컴퓨팅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상기 등록 서버에의 접

속을 교환한다.

위에서 언급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각각의 예시된 실시예 또는 구현예를 설명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이하 관련된 설명 및 도면을 설명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킹 환경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전형적인 WAP 참조 모델 및 WAP 프로토콜의 계층화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핸드셰이크 프로토콜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대표적인 자동 인증 관리 시스템의 블럭선도이다.

도 6은 등록 관리자가 본 발명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한가지 방식을 보여주는 블럭선도이다.

도 7 및 도 8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한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프

로세스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실시예

이하의 여러 실시예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설명의 일부를 형성하며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여러 실시예를 예로써 보여

주는 첨부 도면이 참조된다. 다른 실시예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구조적 및 기능적 변

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한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적합한 네트워크 실체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

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교환기는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제공된 인증서를 인식하고,

만약 상기 인증서가 적합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명되면 타깃( target)이 된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hosting)하

는 서비스 제공자에의 접속을 지정한다. 그 반면에, 만약 상기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된 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상기 교환기가 등록 모듈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타깃이 된 보안 서비스에 접근

하기 위해 상기 등록 모듈로부터 적합한 인증서를 획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킹 환경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대체로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의 견지에서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당업

자가 본원 명세서에 제공된 설명을 이해하면 용이하게 알 수 있겠지만, 본 발명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접속이 필요한 다

른 현재 또는 미래의 무선 프로토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이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WAP 환경과 관련하여 설명되어 있지만, 본 발명이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도 1에 도시된 대표적인 종래의 WAP 환경에 있어서, WAP 단말기(100)는 무선 네트워크(102), 예컨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 네트워크,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가 표준화한 유럽 디지털 이동 전화 방식 GSM

망을 기초로 한 패킷 통신 서비스), 고속 회선 교환 데이터(High-Speed Circuit-Switched Data; HSCSD), 또는 다른 유

형의 제2세대(2G), 제3세대(3G)와 같은 차세대 GSM 네트워크, 또는 미래형 네트워크(future network) 내에서 작동한다.

이같은 네트워크의 부가적인 예로 몇가지 예를 들자면,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 CDMA2000, 및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일

(cdmaOne)이 있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인터라넷 및 인터넷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통합이

가능한 다른 무선 네트워킹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무선 네트워크(102) 내에서는, 상기 WAP 단말기(100)가, 예를

들면, 기지국(base station; BS; 104)의 기능을 갖는 다른 무선 장치 또는 지상 통신 장치와 통신될 수 있다.

정보 요구는, 본질적으로 HTTP의 2진 버전인 무선 세션 프로토콜(Wireless Session Protocol; WSP)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파일, 뉴스그룹과 같은 각종 자원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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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102)로부터 WAP 게이트웨이(106)로 전송될 수 있다. 그러한 URL(108)은 인트라넷 또는 인

터넷을 포함하는 지상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110)를 통해 입수가능한 요구 정보의 주소이다. 인트라넷/인터넷

측면에서 보면, 상기 WAP 게이트웨이(106)는 상기 URL을 적합한 수신지에 전송하며, WAP 수용가능 이동 전화의 가입

자 번호, 그의 셀 ID, 위치 등과 같은 HTTP 헤더를 통해 WAP 장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WAP 게이트

웨이(106)는 또한 상기 WAP 단말기(100)에 전송된 내용을, 2진 '무선 마크업 언어(Wireless Markup Language; WML)

와 같은, WAP 단말기(100)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상기 URL(108)은, 예를 들면, HTTP를 사용하여 상기 WAP 게이트웨이(106)로부터 원 서버

(origin server; 112)와 같은 서버 컴퓨팅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URL(108)의 형태로 전송된 요구는 원하는 내용을 복귀하

라는 데이터 서버(112)에 대한 요구이다. 상기 데이터 서버(112)는 요구된 내용을 상기 WAP 게이트웨이(106)에 복귀하

고, 상기 요구된 내용은 궁극적으로 상기 WAP 단말기 (100)에 의해 감지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요구된 내

용은 HTML 형태로 상기 원 서버(112)에 의해 HTML 필터(114)에 제공되며, 상기 HTML 필터(114)는 라인(116)으로 표

시된 바와 같이 텍스추얼 HTML을 제공하기 위해 그래픽스( graphics) 및 다른 내용을 필터링하여 이를 제거한다. 상기

원 서버(112)는 또한 라인(118)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텍스추얼 HTML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상기

WAP 게이트웨이(106)는 상기 텍스추얼 HTML 내용을 수신하고, 상기 WAP 단말기(100)에서의 프로세싱 및 프리젠테이

션(presentation)을 위해 라인( 119)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텍스추얼 HTML 내용을 2진 WML로 변환한다.

상기 원 서버(112)가 변형적으로는 인트라넷 또는 구내 정보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인트라넷(110)이 구조적으로 상기 WAP 게이트웨이와 직접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변형적으로는 인터넷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같은 네트워킹 환경에서는, 상기 URL(108)이 상기 WAP 게이트웨이 (106)로부터 로컬 서버(도시되지 않음)

로 전송되는 데, 상기 로컬 서버는 이후 상기 원 서버(112)로부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WAP 게이트웨이

( 106)와 통신할 수 있는 임의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구현될 수 있고, 다중점, 성형, 고리형, 루프형, 그물형 등과 같은 다

양한 다중 노드 네트워크 구조와 구내 정보 통신망(LAN)에서 인터넷과 같은 확산성 '세계 정보망(global area network;

GAN )'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접속 형태를 포함한다.

상기 WAP 단말기(100)는 WML 내용을 수신하며, 상기 단말기(100)에 내재하는 마이크로브라우저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조정한다. 상기 단말기(100)와 관련된 WAE 사용자 에이전트(120)는 오퍼레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가 효율적으로 응용

및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응용 환경이다. 상기 WAE(120)는 위에서 언급된 마이크로브라우저를 포함한다.

데이터의 전자식 전송 또는 교환이 생길 때마다, 그러한 전송 또는 교환의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 및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극히 중요할 수 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및

통신 산업에서는 보안 접속을 제공하는 방식들이 고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전송 계층 보안

(Transport Layer Security; TLS)을 통해 종종 보안이 제공되는 데, 상기 TLS는 SSL(Secure Sockets Layer; 월드 와이

드 웹(WWW) 브라우저와 WWW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명칭이다.

무선 환경은, 고도의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또한 전송 매체 자체의 접근성을 주 기반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안 위험 및 관계

를 초래시킨다. 따라서, 무선 통신에 있어서의 보안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신중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WAP 환경에

서는, 보안이 현재 무선 전송 계층 보안(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WTLS ) 프로토콜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프

로토콜은 TLS와 유사하지만, 현재 무선 통신의 낮은 대역폭 요구와 주로 관련한 차이점을 갖는다.

도 2는 전형적인 WAP 참조 모델(200) 및 WAP 프로토콜의 계층화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시된 최상위 계층은 응

용 계층(202)이며, 이는 WAP 구조에 대한 무선 응용 환경(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 WAE) 계층이다. 이러한

계층은 오퍼레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가 응용 및 서비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여러 무선 플랫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호 운

영 환경을 확립한다. WAE 계층(202)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브라우저를 포함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다음으로 도시된 계층은 세션 계층(204)이며, 이러한 계층이 WAP 환경에서는 무선 세션 프로토콜

(Wireless Session Protocol; WSP) 계층이다. 상기 WSP 계층은 연결형 서비스 및 비연결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WAE 계

층(202)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트랜잭션 계층(206), 또는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Wireless Transaction

Protocol; WTP) 계층은 트랜잭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송 또는 무선 데이터그램 프로토콜(Wireless Datagram

Protocol; WDP) 계층(210)은 일관된 서비스를 WAP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에 제공하고, 이용가능한 하부 베어러 서비

스(212 )들 중 하나를 통해 투명하게 통신한다. 다른 WAP 응용은 상이한 개수의 계층 또는 계층 변화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도 2는 WAP 응용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주요 전송 프로토콜에는 보안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도록 선택적인 암호 기능을 부가하는 무선 전송 계층 보안

(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WTLS)이 부가된다. 비록 선택적이지만, 도 2에 도시된 보안 계층(208)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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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LS는 무선 통신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판명되었다. WTLS가 WAP 통신의 주 보안 요소를 제공하는 보안 프로토콜이

고, 결과적으로는 WAP 단말기 및 WAP 게이트웨이 간에 보안 네트워크 접속 세션을 제공한다.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

명되겠지만, WTLS는 인증, 비밀성,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및 서비스 거부(denial-of- service) 보호를 포함하

여, 다수의 보안 특징을 제공한다.

도 2에 도시된 WTLS 보안 계층은 여러 등급의 보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WTLS 클래스 1은 대개 프라이버시 및 데이

터 무결성을 제공한다. WTLS 클래스 2는 프라이버시, 데이터 무결성, 및 WAP 게이트웨이 인증을 제공함에 따라서, 클라

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통신하고 있는 게이트웨이의 식별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고도의 보안은 WTLS 클래스 3이

며, 이는 WAP 클라이언트 인증과 함께, 상기 클래스 2의 특징을 포함함으로써, WAP 게이트웨이 및 WAP 클라이언트 간

에 상호 인증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WAP와 같은 무선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 특징을 구현하는 보안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WAP 공개 키 기반 구조( WAP Public Key Infrastructure; WPKI) 서비스는 WAP 서비스이며, 이러한 WAP

서비스는 공개 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를 기반으로 한 응용을 제공하는 데, 상기 PKI이라 함은 공

개 키 암호 시스템에서의 키의 이용 및 접근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WPKI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

뢰 관계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PKI-기반 서비스의 좋은 예는 고도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뱅킹 응용(bank-ing application)이다. PKI-기반 뱅킹 응용

에 있어서, 클라이어트는 공인 인증서( authentication certificate)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는다.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인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련된 사람이나 실체의 식별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전자 인증은 공인된 인증

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CA)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인증 외에도, 트랜잭션 인증 절차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트랜잭션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 권한 부여

(authorization)라 함은 대체로 특정 정보의 접근 또는 수정을 대한 특정 사용자의 권한의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사

용자의 식별 정보가 인증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트랜잭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권한을 갖게 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뱅킹 응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같이 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특

정의 은행 계정에 관한 특정의 뱅킹 트랜잭션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권한 부여와 관련하

여, 부인 방지(non-repudiation)가 수반될 수 있는 데, 상기 부인 방지라 함은 사용자가 트랜잭션에 참가했다는 것을 사용

자 자신이 차후에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클라이언트는 부인 방지/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

여받는다.

특정 등급의 보안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응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같은 공인 및 부인 방지/디지털 서명 인증서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인증서는 공개 키, 사용자의 성명, 및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대표적

인 시스템에서는, 상기 인증서가 WIM(WAP 식별 모듈(WAP Identity Module) 또는 무선 식별 모듈(Wireless Identity

Module))과 같은 WAP 단말기에 저장된다. 상기 WIM은 프로토콜이 자신의 보안 및 인증 기능(예컨대, 공개 키)을 실행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련된 공개 키 알고리즘(예컨대, RSA, EC-DH, EC-DSA 등)을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WIM에는 통상의 스마트 카드 상의 가입자 식별 모듈(Subscriber Identity Module; SIM)이 일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

으며, 상기 SIM은 다시금 무선 전화와 같은 이동 단말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WIM 카드를 수취할 경우, 인증서는 특정의 사용자용으나, 또는 원하는 보안 서비스의 사용자 용도

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다. 이같은 구성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가능하기 전에 필요하다. 즉, 사용자는 상

기 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겠지만, 등록 관리자 모듈은 이같은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이같은 모듈은 고객 식별 정보를 검증하고, 사용자가 WIM의 개인 키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다. 만약 이같은 검증이 성공적이라면, 사용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공인 및 부인 방지 인증서를 수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고객/사용자는, 사용자 인증에 대한 무선 공개 키 기반 구조(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 WPKI)에 의존하는 이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서비스 인증서 또는 그들 자신의 이동 단말기 상

에 설치된 서비스 인증서를 표시하는 URL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 인증서는 공개 키를 포함하여, 서비스 인증서 소유자의

설명을 포함하는 표준형 레코드이다. 등록 관리자는 이같은 서비스 인증서의 온라인 배달을 허용한다. 사용자는 실제로 서

비스 인증서를 물리적으로 수집할 필요 없이 이동 단말기를 통해 상기 서비스 인증서를 수취한다.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단말기 및 타깃이 된 서버 간의 보안 접속을 확립하기 위하여, 먼저 접촉을 확립하고 이들 실체가 통

신하는 개시 방식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는 데, 상기 방식 중 한가

지 방식이 WAP 포럼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 무선 전송 계층 보안 사양(WAP WTLS)에서 언급된 핸드셰이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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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사양, 즉, WAP-199-WTLS( Version 18, February 1000)는 WAP 포럼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부터 획득한

한세트의 사양 중 하나이며, 보안 계층 프로토콜(WTLS)과 대체로 관계가 있다. 보안 세션의 매개변수는 원하는 보안 세션

의 보안 속성들의 절충을 통한 WTLS 핸드셰이크 프로토콜에 의해 생성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WTLS

핸드셰이크 프로토콜 중 적어도 일부분이 보안 접속을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원리는 상기

WTLS 또는 유사한 핸드셰이크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다.

도 3은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핸드셰이크 프로토콜의 일례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에서 클라이언트 헬로(client

hello) 메시지(302)로서 도시된 개시 메시지는 통신 교환의 클라이언트 측(300) 상에서 개시된다. 이러한 메시지(302 )는

서버(310)에 대한 클라이언트(300)의 최초 메시지이다. 서버 측(310) 상에서는, 서버 헬로 메시지(312)가 또한 생성된다.

개시 메시지, 즉,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302) 및 서버 헬로 메시지(312)의 교환은 암호 키 교환 알고리즘 및 교환 랜덤

값에 대하여 부합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 만약 상기 서버(312)가 클라이언트 헬로 메시지(302)에 대하여 서버 헬로 메시지

(312)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류가 생겨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변형적으로는, 상기 서버(310)가 보안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특정의 보안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만약 어떠한 수용가능한 선택도 상기 서버(310)에 제

공되지 않는다면, 상기 서버는 핸드셰이크 장애 통지를 반송하고 접속을 종료한다. 만약 상기 서버(310)가 수용가능한 한

세트의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상기 서버(310)는 서버 헬로 메시지(312)를 상기 클라이언트(300)에 디스패치한다.

만약 상기 서버 헬로 메시지(312)가 상기 클라이언트(300)에 성공적으로 전송된다면, 상기 서버는, 만약 인증서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서 메시지(314)를 전송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적합한 인증서 형태의 표시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서버

키 교환 메시지(316)는 필요할 경우에 전송될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서버가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이거나, 서버

의 인증서가 단지 서명만을 하기 위한 것일 경우이다. 따라서, 상기 키 교환 방법에 따라서, 상기 서버 키 교환 메시지(

316)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사전-마스터 비밀(예컨대, 비밀을 암호화한 공개 키, 상기 클라이언트(300)가 상기 사전-마스

터 비밀인 결과와의 키 교환을 완료할 수 있게 하는 매개변수, 및 기타 등등)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암호 정보를 전달하도

록 전송될 수 있다. 상기 서버(310)는, 인증서 요구 메시지(318)를 전송함으로써와 같이, 상기 클라이언트(300)로부터 인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 요구 메시지(318)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수용가능한 인증 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들의 명칭 및 형태의 목록이다. 상기 서버(310)는 궁극적으로 서버 헬로 실행 완료 메시지(320)와 같은 완

료 메시지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300)의 응답을 대기한다.

그러나, 상기 클라이언트(300)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한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WIM 카드(또는 유사한 저장 및 기능 모듈)를 수취할 경우, 인증서는

특정의 사용자용으로나 또는 원하는 서비스의 사용자 용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 3의 예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300)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한 적합한 인증서를 공급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은 다중 게이트웨이를 통해 관리되는 복잡한 일련의 WAP 세션을 수반하였다.

그 반면에, 본 발명은 적합한 실체가 원하는 서비스이든 등록 관리자이든 간에 적합한 실체에의 자동 접근으로 서비스 등

록 프로세스를 단순화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바람직한 공인 인증서 사용의 순서를 통지하고, 상기 클

라이언트 단말기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의 공인 인증서에 따라 보안 서비스 또는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자동적으로 교환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접속은 종래 기술의 해결 방안으로 구현된 세그먼드화 접속 방식을 회피하

고, 다중 게이트웨이와의 관련을 회피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서비스 등록 교환은 사용자에게 투명한 자

동적이고도 지능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무결절성(seamless) 기능을 제공한다.

지금부터 도 4를 참조하면, 도 4에는 본 발명에 따른 대표적인 자동 인증 관리 시스템 (400)의 블럭선도가 제공되어 있다.

이러한 예에서는, 무선 단말기(402)의 사용자가 WTLS 클래스 3 접속을 확립하고 있다. 상기 단말기(402)는, 이동 전화

(404),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406), 노트북 또는 랩탑 컴퓨터(408), 또는 단말기(410)

로 표시된 기타 유형의 단말기와 같은 다수의 이동 통신 단말기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기 WTLS 클래스 3 접속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다. WTLS 클래스 3 접속은 안전하며, 사용자 및 서버 인증을 수반한

다.

WPKI 서비스(414)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명된 공인 인증서(412 )는 WAP 게이트웨이(416) 및 SIGNET 교

환기(418)에 제공된다. 이들 인증서(412)는 바람직한 순서로 이루어진 공인 인증서 목록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대표적인 바람직한 순서는,

1.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

2. WIM 카드 제조업자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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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WIM 카드 제조업자의 인증서의 순서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SIGNET 교환기(418)는 상기 공인 인증

서(412)의 목록에 의해 정의된 순서로 상기 단말기(402)에서 이용될 수 있는 첫번째 인증서를 사용하여 이러한 접속을 확

립하도록 상기 단말기(402)에의 접속을 지정한다. 위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바람직한 순서에 대하여, SIGNET 교환기는 이

와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했던 인증서(즉,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을 확립하도록 상기 단말

기( 402)에의 접속을 지정한다. 예를 들면, 상기 단말기(402)에 있는 WIM 또는 다른 저장 모듈을 검사함으로써, 상기 단말

기(402)가 이러한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아직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수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와는 달리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예컨대, WPKI 서비스(414))의 용도로는 등록되지 않

는다.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한다는 것을 표시한, 앞서 언급된 예에서는, WIM 제조업자의 인증서인 다음

으로 이용가능한 공인 인증서(412)를 사용하여 접속이 이루어진다. 이는 WPKI 서비스(414)에의 사용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속이 신뢰를 받은 부차적인 공인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확립될 수 있게 한다. 만약 상기 WIM 제

조업자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접속이 성공적으로 확립된다면, SIGNET 교환기(418)는 접속이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

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받은 부차적인 공인 인증서(즉, WIM 카드 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확립되

었다고 결정한다.

상기 SIGNET 교환기(418)는 어느 공인 인증서가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응용

에의 접근을 지정한다. 만약 상기 접속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확립된다면, 이는 상기 단말기(402)가

적합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SIGNET 교환기(418)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러한 예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보안 서비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WPKI 서비스(414)로 표시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지정한

다. 변형적으로는, 만약 신뢰를 받은 WIM 카드 제조업자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이 확립된다면, SIGNET 교환기

(418)는 사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이 달성될 수 있게 하는 실체에의 접근을 지정한다. 예시된 실시예에 있어

서, 이러한 실체는 등록 관리자(420)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등록 관리자(420)는 원하는 서비스(414)에 사용자

를 등록시키는 데 사용된다. 상기 등록 관리자(420)는 가입자/사용자 식별 정보를 검증하고, 사용자가 WIM(또는 다른 유

사한 식별 모듈)에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등록 관리자(420)는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

증 기관(422)과 협동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적합한 보안 및 식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같은 검사가 확립된다면,

상기 등록 관리자(420 )는 그러한 특정 서버(414)에 대한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로부터 적합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한 실시예인 자동 인증 관리 시스템(500)을 보여주는 블럭선도이다. 도 4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무선 단말기(502)의 사용자는 이러한 예에서 WTLS 클래스 3을 확립하고 있다. WPKI 서비스(504)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공인 인증서는 SIGNET 교환기(506)에 의해 상기 단말기(502)에 제공된다. 상기 교환기(506)는 공

인 인증서 식별 모듈(508)을 포함하며, 이는 게이트웨이(510)를 통해 상기 단말기(502)에 바람직한 공인 인증서 순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의하면, 공인 인증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도 3의 인증서 요구 메시지(318)와 같은 인증

서 요구 메시지를 통해 공인 인증서 식별 모듈( 508)에 의해 디스패치될 수 있다. 이같은 인증서 요구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와 아울러, 바람직한 순서로 언급된 신뢰를 받은 기관의 공인 인증서의 명칭 및 형

태의 목록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가 최고 등급의 인증서로서 언급된다.

상기 단말기(502)는 상기 단말기(502)에 보유된 최고 등급의 인증서에 대응하는 공인 인증서로 표시된 클라이언트 인증서

를 반송한다. 만약 상기 단말기(502)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기 단말기(502)는 클라이언트

의 응답으로 그러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한다. 상기 단말기(502)로부터 반송되며 라인(512)으로 도시된 이같은 공인 인증

서는 비교 모듈(514)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비교된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상기 비교 모듈(514)은 사용된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SP CERT)에 대응한다는 것을 검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WPKI 서비

스(504)에의 접근을 지정한다.

변형적으로는, 만약 상기 단말기(502)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단말기(502)는

WIM 카드 제조업자의 인증서와 같은, 상기 단말기(502)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등급의 인증서를 반송한다. 이러한 경우에,

비교 모듈(514)은 반송된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NOT SP CERT)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사용자

에게 등록 관리자로의 접근을 지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비교 및 경로 지정 기능과 같은 SIGNET 교환기(506)와 관련된 기능은 처리 모듈과 관련하여 사용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하드웨어의 예에서는,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

가 등록 관리자(516) 또는 서비스(504)에의 접속을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가 비교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접속이

어느 경로를 취해야 하는 지를 나타내는 데 비교 모듈(514)의 결과를 사용하여 적합한 실체에 상기 접속이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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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하드웨어의 구현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실체에의 접근을 지정하기 위한 교환기 또는 다중화 모듈을 제어하는 데

비교기 모듈(514)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 소프트웨어의 구현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한 특정의 실시예에서는,

WAP 게이트웨이에서 실행하는 자바 서블릿(java servlet)이 SIGNET 교환기( 506)의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상기 교환기

(506)의 기능을 WAP 게이트웨이(510)에 합체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JavaTM은 범

용, 객체 지향 언어이며, 실행 환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번 기록으로 어디에서나 실행하는(write once, run anywhere)" 프

로그래밍 언어이다. 서블릿은 애플릿(applet)이 브라우저에 기능성을 부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웹 서버에 기능성

을 부가하는 자바 원시 코드의 일부이다. 자바 서블릿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상기 비교 모듈(514)은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상기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를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

에 비교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같은 구현에 있어서, 만약 부합이 생긴다면, 사용자는 서버(504)로의 접근을 지정받는다.

어떠한 부합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상기 접속이 (WIM 제조업자의 인증서와 같은) 어느 다른 공인 인증서로 확립되지

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로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비교 모듈(514)이 바람직한 인증서의 순서 목록 내의 공인 인증서(508) 각각을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 인

증서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 비교 기능은 상기 비교 모듈(514)에서 수행되고, 상기 비교 모듈(514)은 이

후에, 만일 그같은 비교 기능이 존재한다면, 상기 비교들 중 어느 하나의 결과 부합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시를 출력한다. 다

른 비교 방식은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된 특정의 공인 인증서

의 결정 결과는 사용자에게 지정해야 할 적합한 방식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상기 교환기(506) 및 게이트웨이(510)는 별개의 모듈로서 예시되어 있지만, 이는 상기 교환기(506)가 WAP 게이트웨이

(510)와는 다를 수도 있고 WAP 게이트웨이 (510)와 일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인

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SIGNET 교환기(506)는 순서화된 공인 인증서의 목록에 대하여 상기 단말기(502)에서 발견되는 최초로 부합하는

공인 인증서로 상기 접속을 확립하라고 사용자에게 지시한다. 만약 상기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수취하지 못

한다면, 상기 접속은 WIM 제조업자의 공인 인증서와 같은 신뢰를 받은 공인 인증서로 이루어진다. 상기 접속이 확립될 경

우, SIGNET 교환기(506)는 어느 공인 인증서가 사용되었는 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적합한 응용에의 접근을 지정한

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상기 SIGNET 교환기(506)는 사용자에게 등록 관리자(516)에

의 접근을 자동적으로 지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등록될 수 있게 한다. 도 6은 등록 관리자가 본 발명과 관

련하여 사용될 수 있는 한가지 방식을 예시하는 블럭선도이다. 상기 등록 관리자 (600)는 상기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사

용자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602)를 수취한다.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이같은 인증서는 인증서 검증, 발급자 성명

및 식별 정보, 인증서 일련 번호, 서명 알고리즘, 버전 번호 등과 같은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등록 관

리자(600)는 상기 SIGNET 교환기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경로지정 메카니즘을 통해 획득된 이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상기

등록 관리자(600)는, 도 4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검증하고 원하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달성

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합한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정의 기능들을 수행한다.

상기 등록 관리자(600)는 인증 기관(606)과 협동가능하다. 상기 인증 기관 (certification authority; CA; 606)은 합법적인

등록 기관으로부터의 인증된 요구에 응답하여 공개 키를 갖는 인증서를 발급, 갱신 및 철회하는 실체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기술하면, CA(606)는 소정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배치한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함으로써 인증

서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CA는 서로 직접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의뢰인을 소개하는 신뢰를 받은 제3자의 역할

을 한다. CA 인증서는 인증 기관 자체에 의해 서명될 수도 있고, 최상위 인증 기관("root" CA)과 같은 다른 어떤 CA에 의

해 서명될 수도 있다. 인증 기관(606 )은 도메인 회원 키를 갖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 키를 보유한다. 상기

인증 기관(606)의 조력을 받는 등록 관리자(600)는 사용자가 적합한 개인 키또는 다른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

를 결정하고, 만약 사용자가 적합한 개인 키 또는 다른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상기 등록 관리자(600)는 원하는 서비

스에 사용자를 등록시킨다.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인 및 부인 방지 인증서와 같은 결과적으로 초래된 인증서(608)는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 다른 인증서도, 만약 서비스에 대한 공인 및 부인 방지 인증서와 같은 결과적으로 초래된 인증서가 사

용자에게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복귀될 수 있다.

도 7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한 결정가능한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지정하기 위

한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제공되는 공

인 인증서와 같은 보안 인증서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상기 공인 인증서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되고(700), 수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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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공인된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702). 만약 수취된 인증서가 서비

스 제공자에 의해 공인된 공인 인증서에 대응한다면, 상기 접속이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교환

된다(704). 그후, 사용자는 상기 무선 단말기를 통해 상기 보안 서비스에 접근될 수 있다(706).

만약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공인된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기 접속은 등록 관리자로

교환되며(708),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안 서비스에 등록된다(710). 만약 상기 등록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사용자는, 블

록(7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접근이 금지된다. 만약 상기 등록이, 결정 블록(712)에서 결정되는 바

와 같이 성공적이라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들)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며(716), 상기 세션은 종료될 수 있다(

718). 현재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는 상기 무선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에의 접근

에 대한 접속을 확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블록(700,702,704,706)의 흐름을 따른다.

도 8은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한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의 다른 대표적인 실시예를 예시하는 흐름도이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무선 단말기 고객이 WPKI 서비스와 접촉하

고 (800), WTLS 접속을 확립한다(802). 상기 고객이 WPKI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

부가 결정된다(804). 만약 상기 고객이 WPKI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기 서비스는 사용

자에 의해 접근된다(810). 만약 상기 고객이 WPKI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공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접속

은 공인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등록 관리자에게 재지정된다(806). 상기 공인 인증서가 획득된 경우, WAP 세션은 종료될

수 있다(808 ).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블록(800)으로 복귀하는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

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을 확립함으로써 서비스에 접근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실시예들이 본원 명세서에 기재된 다양한 자동 접근 및 등록 원리의 대표적인 예들이고, 본 발명이 이같이 예

시된 실시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양을 이용하면, 본 발명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의 임의 조합을 생성하는 데 표

준 프로그래밍 및/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 공정, 또는 제조 물품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를 지니는 결과적인 프로그램(들)이 메모리 장치 또는 전송 장치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내에 포함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 또는 제조 물품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된 "제조 물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 생성물"은 임의의 메모리 장치 또는 임의의 전송 장치

에서와 같은 임의의 컴퓨터 사용가능 매체 상에 (영구적으로, 잠정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한 매체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고, 한 매체 상에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며, 상기 코드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한 매체로 복사하고, 전송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코드를 전송하는 행위, 또는 기타 등가의 행위는 본 발명을 제조, 사용, 또

는 판매함에 있어서의 예비적 또는 최종적 단계로서 단지 프로그램 코드를 일시적으로 포함하는 메모리 또는 전송 장치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장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디스켓,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RAM, ROM, PROM 등과 같은 반도체 메모리를 포

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전송 장치는 인터넷, 인트라넷, 전화/모뎀 기반 네트워크 통신, 하드 와이어/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셀룰러 통신, 전파 통신, 위성 통신, 및 기타 고정 또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통신 링크를 포함하지

만,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을 구현하는 기계는 CPU, 메모리/기억 장치, 통신 링크, 통신/전송 장치, 서버, I/O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의 임의 조합 또는 부분 조합을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시스템의 임의의 부속 부품 또는 개

별 부품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 데, 이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명을 구체화한다.

본원 명세서에 제공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 발명을 구체화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부품들을 제조하

기 위해, 그리고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및/또는 컴퓨터 부속 부품들을 제조하기 위해 적합한 범용

또는 전용 컴퓨터 하드웨어로 설명된 바와 같이 제조된 소프트웨어를 용이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발명의 범위 또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위에서 언급된 여러 형태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변형예들 및 부가예들이 구현될 수 있다고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된 특정의 실시예에 의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 기재되는 청구의 범위 및 그의 등가 범위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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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상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보안 정보를 갖는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하는 단계;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타깃이 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식별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

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면 상기 타깃이 된 서비스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정하

는 단계; 및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 등록을 위

해 등록 모듈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 하나 이상의 이용가능한 소정의 인증서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선택될 수 있는 소정의 순서로 상기 이용가능한 소정의 인증서들의 목록을 상기 무

선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순서에서 최상위에 있는 소정의 인증서에 대응하고 상기 무선 단말기에 국부적으로(locally)

저장된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최상위에 있는 소정의 인증서는 상기 국부적으로 저장된

인증서와 정합(match)되는,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국부적으로 저장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네트워크 접속을 확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선택된 인증서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보안 정보를 지니는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한 인증

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순서에서 최상위에 있는 소정의 인증서에 대응하며 상기 무선 단말기에 국부적으로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가 상기 네트워크 접속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서, 상기 최상위에 있는 소정의

인증서는 상기 국부적으로 저장된 인증서와 정합(match)되는, 확립할 수 있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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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인증서의 수취 단계는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발급된 클라이언트 인증서 메시지를 통해 상기 인증서를

수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이 상기 등록 모듈에 지정될 경우 상기 등록 모듈을 통해 상기 타깃이 된 서비스에 사

용자를 등록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타깃이 된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에 응답하여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

기에 다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은 무선 식별 모듈( Wireless Identity Module; WIM) 상에 국부

인증서(local certificates)로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가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공인 인증서의 목록을 상기 무

선 단말기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가 상기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보유한 최우선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우선 순서로 이용가능한 공인 인증서의 목록을 상기 무선 단말기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최우선 공인 인증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상기 이용

가능한 공인 인증서의 목록에 상기 수취된 인증서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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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서비

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상기 수취된 인증서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지

정 방법.

청구항 16.

무선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상기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상기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모듈;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게 하는 등록 관리자; 및

상기 서비스 모듈 및 상기 등록 관리자와 통신할 수 있으며, 상기 무선 단말기와의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

기에 의해 이용되는 보안 인증서를 수취하도록 구성된 교환기 모듈로서, 상기 접속의 확립에 이용되는 보안 인증서에 따라

상기 서비스 모듈 또는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교환기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기 모듈은 보안 인증서가 상기 접속을 확립하는 데 이용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이용

되는 보안 인증서에 따라 상기 서비스 모듈 또는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

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인증서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보안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상기 서비스 모듈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인증서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상기

보안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상기 서비스 제공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인증서는 상기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하는 신뢰 기관이 디지털 서명을 하여서, 사용자가 상기

신뢰 기관을 통해 등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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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인증서는 공인 인증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공인 인증서는 식별 정보 검증 공인 인증서, 권한 부여 인증서, 및 부인 방지 인증서 중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3.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기 모듈은 우선적인 사용 순서로 표시된 잠재적인 공인 인증서의 목록을 포함하며, 상기 교환

기 모듈은 우선적인 사용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서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가 상기 접속을 확립할 수

있게 하도록 잠재적인 공인 인증서의 목록을 상기 무선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기 모듈은 상기 소정의 공인 인증서들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에 비교하기 위한 비교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a) 상기 비교 모듈은 상기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에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비교하고;

(b) 만약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와 정합(match)하면, 상기 교환기

모듈이 상기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상기 서비스 모듈에의 접근을 지정하며; 그리고

(c) 만약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 공인 인증서가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와 정합(match)하지 않으면, 상기

교환기 모듈이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근을 지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a) 상기 비교 모듈은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에 상기 소정의소정의 각각을 비교하고; 그리고

(b) 상기 교환기 모듈은 상기 비교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기 서비스 모듈 또는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근을 지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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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관리자는 상기 보안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를 포

함하여, 성공적인 등록에 따른 공인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8.

네트워크 상에서 이용가능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내부에서 복수개의 무선 단말기가 작동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로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이 상기 무선 단말기 중 적어도 하나의 무선 단말기가 타깃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하고, 또한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게 하는

등록 서버를 포함하는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상기 무선 네트워크 및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브리징( bridging)하도록 구성되는 게이트웨이 컴퓨팅

시스템; 및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무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공인 인증서를 수취하도록 연결

되는 네트워크 교환기로서, 상기 접속을 확립함에 있어서 상기 무선 단말기에 의해 이용되는 공인 인증서에 따라 상기 서

버 컴퓨팅 시스템 또는 상기 등록 서버에의 접속을 교환하는 네트워크 교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

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컴퓨팅 시스템은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 게

이트웨이를 포함하고, 적어도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확립하는 무선 단말기가 WAP-순응(WAP-

compliant ) 단말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WAP-순응 단말기는 무선 전화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무선 페이저, 및 무선 랩탑 컴퓨터 중 하

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포함하며, 무선 응용 통신 프로토콜(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WAP)은 상기 무선 단말기 및 상기 인터넷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의 접근 및 등록 관리 시스템.

청구항 32.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하여 네트워크 접속을 자동적으로 경로지정하기 위한 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보안 정보를 지니는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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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타깃이 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언급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

를 결정하는 수단; 및

만약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면 상기 타깃이 된 서비스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

정하고, 만약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

증서 등록을 위해 등록 모듈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접속의 자동 경

로지정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33.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및 등록을 관리하기 위해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 프로그램

을 실체적으로 포함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프로그램 저장 매체에 있어서, 상기 명령어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내는 보안 정보를 지니는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하는 단계;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타깃이 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언급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지의 여부

를 결정하는 단계;

만약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면 상기 타깃이 된 서비스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

정하는 단계; 및

만약 상기 수취된 인증서가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기 서비스 제공자의 공인 인증서 등록

을 위해 등록 관리자에의 네트워크 접속을 지정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독출가능 프로그램 저장

매체.

청구항 34.

네트워크에서 동작가능한 네트워크 교환 모듈로서, 무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이용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보안 서비스에의

접근 및 등록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교환 모듈에 있어서,

상기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복수개의 공인 인증서를 저장하고,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접속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순서를

언급하는 우선적인 순서 표시로 상기 복수개의 공인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에 전달하도록 구성된 공인 인증서 식별 모

듈; 및

상기 우선적인 순서 표시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이용가능한 최우선 순위의 공인 인증서에 대응하는 공인

인증서를 상기 무선 단말기로부터 수취하도록 연결된 비교 모듈로서, 상기 복수개의 공인 인증서와 상기 수신된 공인 인증

서를 비교하고, 상기 비교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보안 서버 또는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도록 구성되는 비

교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교환기 모듈.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모듈은 만약 상기 수신된 공인 인증서가 상기 보안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충분히 높은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상기 비교 결과가 나타낸다면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접속을 지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교환기 모듈.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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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 모듈은 만약 상기 수신된 공인 인증서가 상기 보안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충분히 높은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상기 비교의 결과가 나타낸다면 상기 등록 관리자에의 접속을 지정하여 상기 보안 서비스에의 사용자

등록을 달성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교환기 모듈.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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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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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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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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