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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150)에게 고유한 개인키(SKu)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가 처
리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기재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통신망(100)을 통해 클라이언트(110)와 데이터 
통신하기에 적합한 서버 수단(130)을 포함하고, 서버 수단(130)은 키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는 각
각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가 보안 방식으로 저장되는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을 포함한다.  서버 수단은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가  저장되는  제2  데이터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한다.   
또한, 서버는 통신망을 통한 서버에의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응답하여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애플리
트 코드를 제공한다.  애플리트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수신하
고, 통신망을 통해 서버 수단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
화키를 수신하고, 키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공개키 처리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키는 애플
리트 코드의 종단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된다.

대표도

도1

색인어

개인키, 공개키, 암호화,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트, 보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통신 시스템의 한 예의 블록도.

도2는 디지털 서명의 생성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3은 도1의 통신 시스템에서 애플리트의 전송을 도시하는 도면.

도4는 도1의 통신 시스템에서 애플리트의 생성과정을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WWW                 110: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

120:스마트 카드         130:서버 컴퓨터 시스템

150:사용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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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비록 전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서명의 생성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다.

공개키 암호법(public key cryptographic) 알고리즘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메시지의 기점(origin)을 
인증(authenticate)하거나, 메시지의 보안성 또는 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이와 같은 알
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중 잘 알려진 한 가지 변형은 RSA 알고리즘이다.  1982년도 
Wiley,  32-48페이지의  Meyer와  Matyas에  의한  "Cryptography-A  New  Dimension  in  Computer  Data 
Security"에는 공개키 암호법 및 RSA 알고리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되어 있다.  이들 알고리즘은 보
다 전통적인 대칭키(symmetric key) 알고리즘에 비해 몇가지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 알고
리즘은 어떤 독립적인 제3자가 중앙 인증국(central authority)에 대한 조회 없이 메시지를 수신하여 검
증할 수 있도록 키를 공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데이터 통신에서 공개키 암호법의 이용에 대한 한 예는 디지털 서명의 생성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원리는 전송될 메시지 및 서명하는 사용자에 의존하는 공개 디지털 값, 즉 서명을 생성하고 그래
서 다른 사용자가 아닌 송신측 사용자가 그 서명값을 생성할 수 있고 그 사용자만이 이 메시지에 대한 서
명 값을 생성했다는 것을 수신측 사용자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서,  메시지에 서명하는 당사자는 대응하는 공개키가 존재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갖고 있다.  공개키는 서명자가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화(decrypt) 하기 위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개인키에 대한 억세스 없이는 누구도 이와 같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생성
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서명자는 다른 메시지가 동일한 값을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극히 낮게 되도록 강력한 해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시지로부터 해쉬값을 발생한다.  비록 동일한 값을 발생하게 되는 상이한 메시지
를 판단할 수 있는 허용된 방법은 없지만,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  서명자는 개
인키를 이용하여 이 값을 암호화하고, 그 메시지 및 암호화된 값을 수신자에 전송한다.  암호화된 값은 
이 기술에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으로서 알려져 있다.

수신자는 이 값을 해독하기 위해 공개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메시지에 대한 계산이 동일한 값을 발생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  만일 동일한 값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그 메시지가 서명된 것이라는 것을 수
신자에게 충족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값을 발생하는 다른 메시지를 계산할 수 있는 허용된 방
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또한 그 서명자가 그 메시지에 진정으로 서명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개인키에 대한 억세스 없이는 누구도 암호화된 값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계산학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대칭키(symmetric key) 방식
보다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해 처리 전력 및 메모리 요구조건과 같은 상당히 고도의 컴퓨팅 자원을 요구
한다.

데이터 통신에 대한 공개키 암호법의 많은 응용에 있어서, 메시지는 보안장치의 제어하에 처리되고 사용
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보안 장치는 가정용 컴퓨터 단말이나 또는 스마트 카드, PCMCIA 카드, 랩탑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비록 검증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계산적 노력으로 메시
지가 서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1994년 5월 19일자로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186
에 공표된 미국 상무성/국립 표준 기술 협회(NIST)의 디지털  서명 표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의 기술을 이용하여 수용가능한 시간에 충분히 강력한 공개키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 전력 또
는 메모리를 가진 보안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실용적이지 못하며 비용면에서도 효과적
이지 못하다.  

보안 장치가 비밀키를 서버에 알려줄 필요 없이 보안장치로 하여금 강력한 서버 컴퓨터의 도움으로 공개
키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종래 기술에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예는 예
를들어 Advances  in  Cryptology-  Asiacrypt  91  Proceedings  1993의  450-459  페이지의 Laih  등의 "Two 
efficient server-aided secret computation protocols based on the addition sequenc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이들 방법은 문제점을 경감시키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 소유의 장치에 비밀키를 저장하
는데 있어 본질적인 몇가지 단점이 있다.

첫번째로는, 비밀키를 얻기 위해 장치를 시험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서명자의 개인키가 누설되는 경우에, 다른 사용자가 메시지 처리를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용자가 그 개인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
도록 그 비밀키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된다.  보안장치가 항상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어떤 시점에서 시스템에 재접속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키의 이용을 철회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용자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리스트의 인증을 제어, 갱신, 검증하는 것과 관련
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명 목적을 위해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몇몇 스마트 카드 구현에 있어서는 스마트 카드내에
서 사용자의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키가 최초로 보안 장치로 적재될 때 잠재적
인 보안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보다 키 생성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드에 비밀키를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카드 밖에서 비밀키를 생성하고 
그 비밀키를 초기화 프로세스 동안에 카드에 입력시킬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초기화 프로세
스는 불가피하게 키를 다소 노출시키게 된다. 

유럽 특허원 EP 0 725 512 A2 에는 각각의 사용자가 보유한 휴대용 보안장치의 제어하에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사용자에 고유한 개인키가 있는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가 처리되는 통신 시스템이 기재되
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휴대용 보안 장치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개인키를 이용하
여 공개키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서버는 오직 암호화된 형태로 각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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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개인키가 보안 방식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 수단을 포함하거나 억세스 하며, 개인키는 키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며, 서버는 또한,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수신하고,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에 대한 공개키 처리를 수행하고, 이용후에 키 암호화 키 및 복호화된 개인키를 삭제하기 위한 보안 처리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각각의 보안장치는 키 암호화 키를 저장하거나 생성하고 키 
암호화 키를 서버에 제공하기 위한 수단과 처리될 메시지를 지정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이 시스템은 
적어도 서버로의 키 암호화 키의 통신이 보안되고, 서버가 단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 키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P 0 725 512호에 기재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는, 공개키 알고리즘이 보안 서버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
나, 서버는 암호화된 형태의 개인키만을 억세스 한다.  휴대용 보안 장치는 서버로 하여금 개인키를 복호
화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용후에는 그 개인키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키를 서버에 제공하므로
써 공개키 처리를 제어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어떠한 암호법 알고리즘 또는 키(Key)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의해 보유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만이 특정 메시지의 처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공개키 처리를 이용하여 메시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방법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와 함
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이 시스템은, 각각의 
사용자를 위해 키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는 개인키를 보안 방식으로 저장하기 위한 제1 데이터 저장 수단
을 포함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에 적합한 서버 수단을 포함하고; 서
버 수단은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가 저장되는 제2 데이터 저장수단을 더 포함하
고, 또한 서버 수단은 통신망을 통한 서버에의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응답하여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
에 애플리트 코드를 제공하고; 애플리트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
를 수신하고, 통신망을 통해 서버 수단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사용자 또는 
각각의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복호화하고, 복호화
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키는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도, 보안 처리 수단은,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개인키 
및 관련 공개키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수
신된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암호화하고,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하기 위해 암호화된 개
인키 및 공개키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 수단으로 전송하도록 동작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서버 수단은, 상기 암호화된 개인키를 저장하기 위한 키 서버와, 통신망에 
접속된 웹 서버, 및 웹서버를 키 서버에 접속하는 화이어-월(fire-wall)을 포함하고, 키 서버는 개인키를 
웹 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는데, 이 방법은,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
신하기에 적합하고 사용자 또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가 보안 방식으로 저장되는 서버 수단에 키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개인키를 저장하는 단계;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
를 서버 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통신망을 통한 상기 서버로의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응답하여 서버로부터
의 애플리트 코드를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애플리트 코드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보
안 처리 수단을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통신망을 통한 서버 수단으로부터의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보안 처리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의해 검색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의 키 암호화 키를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
트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복
호화하는 단계;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된 키 및 알고리즘을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림직하게도, 이 방법은 또한,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개인키 및 관련 공개키를 생성하는 단계;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
는 단계;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등록하는 사용자로부
터 수신된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하기 위
해 암호화된 개인키 및 공개키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 수단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
을 이용하여  메시지가 처리되는 통신 시스템을 위한 서버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이 시스템은, 통
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 및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는 사
용자 또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를 보안 방식으로 저장하기 위한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을 포함하
고; 서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가 저장되는 제2 데이터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하고, 서버는 통신망을 통한 클라이언트로의 서버의 접속에 응답하여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애플리트 코드를 제공하고; 애플리트 코드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수신하고, 통신망을 통해 서버 수단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애플리트 코드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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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키 및 알고리즘은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제 본 발명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단지 예로써 설명되게 된다.

간략하게 설명될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인터넷을 통해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간략하게 
설명될 양호한 실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설비중 하나인 월드와이드 웹(WorldWide Web : WWW)을 
통해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WWW는 많은 상이한 서버에 걸쳐 분배되어 있는 많은 정보 페이지 또는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페이지는 유니버셜 리소스 로케이터(Universal Resource Locator : URL)
에 의해 식별된다.  각각의 URL은 서버 머신 및 그 서버 머신상의 특정 파일 또는 페이지 모두를 의미한
다.  단일 서버에 많은 페이지 또는 URL이 내재할 수도 있다.

WWW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웹 브라우저(Web 
browser)로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널리 이용가능한 웹 브라우저의 예에는 OS/2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로 IBM사에 의해 제공되는 "WebExplorer" 웹 브라우저나 또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 코포레
이션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Navigator" 웹 브라우저가 있다.  사용자는 특정 URL을 선택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와 대화한다.  대화(interaction)로 인해 브라우저는 선택된 URL에서 식별된 페이지 또는 파일에 
대한 요구를 선택된 URL에서 식별된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서버는 요구된 페이지를 검색하
고, 요구한 클라이언트에 그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므로써 그 요구에 응답한다.  클라이언
트-서버의 대화는 통상적으로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yperText Transfer Protocol: HTTP)로 불리는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된다.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된 페이지는 클라이언트의 디스플레이 스크
린상에서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된다.  클라이언트는 또한 서버로 하여금 예를들어, 특정 토픽에 관련된 
WWW 페이지를 검색하는 것과 같이 응용프로그램을 런치(launch)하도록 할 수도 있다.

WWW 페이지는 통상적으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로서 알려진 컴
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포맷된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WWW 페이지는 예를 들어, 폰트 스타일, 폰
트 크기, 레이-아웃 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태그로서 언급되는 내장된 포맷팅 명령어와 함께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웹 브라우저는 지정된 포맷에 따라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HTML 스크
립트(script)를 분석(parse)한다.  또한, HTML 페이지는 다른 URL에 관하여 영상, 비디오 세그먼트, 또는 
오디오 파일과 같은 멀티미디오 데이터의 일부에 대한 레퍼런스(reference)를 포함할 수도 있다.  웹 브
라우저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여  디스플레이  또는  플레이하므로써  이와  같은  레퍼런스에 

응답한다.  이와 달리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HTML 텍스트에 수반되지 않고 그 자체의 WWW 페이지상에 내재
할 수도 있다.

HTML 텍스트, 그래픽스,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URL에 더하여 WWW 페이지는 또한 애플리트(applet)로서 일
반적으로 알려진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웹 브라우저가 WWW 페이지에 애플리트가 내
장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 애플리트는 그 웹 브라우저가 내재하는 로컬 시스템에 WWW 페이지가 내재하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된다.  다음에, 애플리트는 웹 브라우저에 의해 웹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된다.  애플
리트는 일반적으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JAVA(JAVA는 선 마이
크로시스템의 상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다.

대부분의 WWW 페이지는 또한 다른 WWW 페이지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레퍼런스(references)를 포함
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페이지와 동일한 서버에 내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레퍼런스는 통상적으로 
마우스 제어 버튼을 클릭하므로써 스크린상의 특정 위치(locations)를 선택하는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들 레퍼런스 또는 위치는 하이퍼링크로서 알려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특정 방식으로 웹 브
라우저에 의해 플래그된다.  예를 들어,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텍스트는 다른 칼라로 디스플레이 될 수 있
다.  만일 사용자가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선택하면, 레퍼런스된 페이지는 검색되어 현재의 디스플레이되
는 페이지를 대체하게 된다. 

HTML 및 WWW에 관한 다른 정보는 1994년 12월에 발간된 "Dr Dobbs Journal" 18-26 페이지의 더글라스 맥
아더의 "Worldwide Web and HTML"과 1995년에 뉴욕에서 발간된 죤 윌리, 이안 그레이함에 의한 "The HTML 
SourceBook"에서 찾아볼 수 있다.  JAVA 프로그래밍 언어 및 애플리트에 관한 다른 정보는 1996년 인디아
나폴리스, 샘스 네트의 로라 레메이와 찰스 퍼킨스에 의한 "Teach Yourself Java in 21 Day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도1을 참조하면, WWW(100)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이 WWW(100)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110)이 접속되어 있다.  WWW(100)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110) 사이의 접속은 모뎀 
링크, 근거리 통신망(LAN), 광대역 통신망(WAN) 또는 그 조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
터 시스템(110)은웹 브라우저(105)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적으로 스마트 카드(120)와 함께 운영하
기 위한 스마트 카드 판독기(reader)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WWW(100)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간  통신망을  통해  서버  컴퓨터  시스템(130)이  접속된다.   서버  컴퓨터  시스템(130)은 "화이어월
(firewall)"(137)을 통해 키 서버 컴퓨터(138)에 접속된 웹 서버 컴퓨터 (136)를 포함한다.   웹 서버
(136)에는 클라이언트(110)상의 브라우저(105)에 의해 억세스 가능한 WWW 페이지(135)가 저장된다.  간략
하게 후술되는 바와 같이 WWW 페이지(135)는 예를 들어 은행이나 소매점 또는 그 비슷한 서비스가 될 수
도 있는, 수신자와 사용자(150) 사이의 메시지 처리를 용이하게 한다.  화이어월(137)은 WWW(100)로부터 
키 서버(138)를 스크린한다.  또한 WWW(100)에는 예를들어 메인프레임 컴퓨터(140)로서 도시된, 사용자
(150)로부터의 메시지의 다른 가능한 수신처(destination)가 접속된다. 클라이언트(100)는 예를들어, PC 
홈 단말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카드(120)는 사용자(150)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는 
사용자(150)는 디지털 서명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10)에 의해 생성되는 메시지에 서명할 수 있다.  메
시지는 예를들어, WWW 페이지(135)가 사용자 뱅크에 속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계정(account)을 위한 데
빗(debit) 명령어를 포함할 수 있다.

비록  이들  실시예에서는  서버(130)가  명료성을  위해  독립적인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정되었지만, 서버
(130)의 기능은 메인프레임 컴퓨터(140)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이해될 것이다.  또한, 비록 여기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서버 컴퓨
터 시스템(130)은 복수의 서버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서버 컴퓨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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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130)이 단일의 컴퓨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후술되는 설명은 공개키/개인키 메시지 암호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며, 여기서 키(KEY)를 이용하여 암호
화된 수량 A를 나타내기 위해 기호 EKey(A)가 사용된다.

도2는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원리의 간단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서명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한 많은 디지털 서명의 생성 기술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도2는 서로 통신하길 
원하고 다른 사용자의 신분을 확신하길 원하는 두 사용자를 도시하고 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공개키 및 
개인키 쌍 PK, SK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사용자는 그 공개키를 각각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한다.  정
상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는 그 각각의 개인키의 비밀을 유지하게 되지만, 공개키는 통신하길 원하는 누구
라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A가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B에 메시지 MSG를 전송하길 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디지털 서
명은 다양한 공지된 형태가 있는, 강력한 해쉬 함수(strong hashing function)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해쉬
값을 먼저 생성함으로써 메시지로부터 생성된다.  디지털 서명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강력한 
해쉬 알고리즘의 한 예는 미합중국 특허 제 4,908,861호에 기재되어 있다.  관련된 특정 해쉬 함수는 사
용자 B에게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자.  다음에 해쉬값은 디지털 서명 ESKa (Hash(MSG))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A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다.  다음에는, 메시지가 디지털 서명과 함께 사용자 B로 전
송된다.  사용자B는 공개키 Pka를 이용하여 그 디지털 서명을 복호화하고 그 얻어진 값을 그 메시지로부
터 얻어지는 해쉬값과 비교하므로써 그 메시지의 인증을 검증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의 실시예는 특정 
형태 Eska(Hash(MSG))로된 디지털 서명을 레퍼런스하여 설명되지만, 본 발명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서명
이 사용되는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공개키 Pka의 보전성은 그 키를 확인하기 위한 역할을 가진 제3자에 의해 확인되게 된다.  
이것은 Pka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용자 A와 관련된 공개키라는 것을 사용자 B에게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개키의 확인 및 분배는 이 기술에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확인에 대한 논의는 CCITT Recommendation X.509 Directory service(1988)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도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사용자 소유의 개인키 Sku는 키 서버(138)의 저장부
나 또는 키 서버(138)가 억세스하는 데이터 저장수단에 저장된다.  개인키 Sku는 서버 시스템(130)으로부
터 웹 서버(136)와 WWW(100)를 통해 애플리트 Ap내에서 사용자(150)로 전달된다.  애플리트 Ap는 예를들
어 전술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는 키 및 암호법 알고리즘이 
단지 그것을 소유한 사용자에 의해서 요구되는 때에 클라이언트(100)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도난이나 악
용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을 다음의 설명으로부터 알게될 것이다.  또한 SSL(Secure Sockets Layer) 및  
SHTTP(Secure  HyperText  Transfer  Protoclo)과  같은  WWW  보안은  단지  서버(130)까지만  데이터를 
보호한다.  곧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여기서 설명되는 애플리트 해결책은 비지니스 애플리케이션들 사이
의 종단간(end-to-end)에 보안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동작시, 권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110)상의 브라우저(105)를 통해 웹서버(136)상의 
WWW페이지(135)를 억세스하는 경우에, 서버 시스템(130)은 애플리트 Ap를 컴파일 한다.  애플리트 Ap는 
키 서버(138)에 저장된 요구한 사용자의 암호화된 개인키 Eppu(SKu) 및 관련 암호법 알고리즘 모두를 포
함한다.  다음에, 서버(130)는 애플리트 Ap를 WWW(100)를 통해 브라우저(105)로 전송한다. 브라우저(10
5)에서, 개인키 SKu는, 요구된 사용자가 소유한 사용자의 패스 어구(pass phrase) PPu를 알고 있고, 따라
서 클라이언트(110)로 입력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애플리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패스-어구 PPu에 대
한 인지에 의해 메시지에 "서명"하기 위해 개인키 SK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유한 사용자의 신
분이 입증되게 된다.   애플리트 Ap  또는 브라우저(105)가 종료되면,  그 알고리즘 및 키는 클라이언트
(110)의 메모리로부터 소실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는, 사용자 등록 단계, 사용자 서명 단계, 사용자 인증 단계, 메시지 보안 
단계, 사용자 재등록 단계, 및 해지(Revocation) 단계를 지원하는 애플리트 Ap에 의해 트랜잭션의 보안이 
이루어진다.  SSL 과 같은 종래의 암호법 기술은 서버(130)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애플리트 Ap는 또한 서버, 랜덤 시드(random seed) R(s), 타임 스탬프 T(s) 및 넌스(nonce) Ncs에 각각 
속하는 데이터 보전성 공개키 확인자(certificate) PUB(i,s) 및 데이터 신뢰성 공개키 PUB(c,s)를 포함한
다.  전술한 값중에서 마지막 3개의 값은 모두 동일한 값이 될 수 있다.  브라우저(105)에서, 애플리트
(Ap)는 시드 R(s)의 함수로서 랜덤 시메트릭 알고리즘키 KS(m,  a)를 비-결정론적으로 생성하고 그것을 
PUB(c,s)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서버 시스템(130)으로 복귀시킨다.  다음에 이 알고리즘키 KS(m, a)는 메
시지 인증 코드(MACs) 및 암호화 모두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10)로부터 서버 시스템(130)으로 다시 전
송되는 메시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 등록 단계에는 3개의 단계, 즉 레지스터에 신청하는 단계, 등록을 승인하는 단계, 및 등록을 갱신
하는 단계가 있다.

레지스터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사용자는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키는 모두 생성되지만 사용자(150)
가 그 키의 이용을 승인할 때까지는 암호법적으로 디스에이블된다.  다음에, 애플리트 Ap는 사용자에게 
서버 시스템(130)에 의해 필요로 될 수도 있는 명칭, 계정 번호, 어드레스 등과 같은 등록 데이터를 입력
시키도록 요구한다.  애플리트 Ap는 또한 사용자에게 패스 어구(pass phrase) PPu를 입력시키도록 요구하
고, 이 패스 어구는 일단 발생되면 사용자(150)의 개인키 SKu를 암호화하는데 이용되게 된다.  패스 어구
는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120)에  저장될  수도  있다.  애플리트  Ap는  또한  새로운  개인/공개  키  쌍 
SKu/PKu을 생성하고, 서버 시스템(130)으로 회답하기 위한 확인자 요구 메시지를 형성한다.  확인자 요구 
메시지는 타임 스탬프 T(s) 및 사용자 등록 상세와 함께 공개키 PKu 및 암호화된 개인키 Eppu(SKu)를 포
함한다.  메시지의 MAC는 넌스 N(s)을 산입하여 계산된다.  이것은 동일한 원래의 요구에 대해 2개의 등
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메시지는 서버 시스템(130)으로 전송하기 전에 암호화된 메시지에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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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가된 알고리즘 키 KS(m,a)를 이용하여 암호화되고, 또한 데이터 신뢰성 공개키 PUB(c, s)을 이
용하여 암호화된다.  이 메시지는 서버 시스템(130)에서 수신되어 검사된다.  다음에는 서버 시스템(13
0)에서 승인 어구 CPu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보안 스테이셔너리(secure stationery)에 프린트되고 예를 
들어 우편을 이용하여 사용자(150)에게 디스패치된다.  승인 어구 CPu는 또한 사용자 소유의 개인키 SKu
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키로서 사용된다.  암호화된 개인키 Ecpu(Eppu(SKu))는 서버 시스템(130)의 키 
서버(138)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또는 다른 실시예에서는 서버 시스템(130)이 보안 억세스 하는 
독립적인 데이터 기억장치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 개인키 SKu는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요구한 사용자
의 신분에 인덱스된다.  패스 어구 PPu와 승인 어구 CPu가 반드시 키로서 사용될 필요는 없다.  본 발명
의 몇몇 실시예에서 어구는 암호화키를 발생하기 위해 SHA-1과 같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또는 해쉬 알고리
즘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패스 어구 PPu 및 그 해쉬는 서버 시스템(130)에 알려져 있지 않으며, 따라
서 서버 시스템(130)이 개인키 SKu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단계는 부정한 신청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탐색한다.  등록을 2단계로 분
리시키므로써, 요구된 사용자(150)의 신분을 검증할 수 있고, 사용자(150)로 하여금(예를 들어, 승인 어
구의 수신에 응답하여) 문서적인 승인 양식에 서명하여 반송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것은 또한 공개 디렉
토리 오프-라인(public directory off-line)에 배치하기 위해 공개키 확인자가 생성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사용자(150)가 (예를들어, 우편을 통해 승인 어구를 수신하므로써) 등록 승인 단계를 선택하면, 애
플리트 Ap는 등록 데이터와 승인 어구 CPu 모두를 요구한다.  다음에, 애플리트 Ap는 입력된 등록 데이터 
및 승인 어구 CPu를 암호화하고 인증한다.  등록 데이터 및 승인 어구 CPu는 일단 암호화되고 인증되면, 
애플리트 Ap에 의해 서버(130)로 전송된다.  다음에, 서버 시스템(130)은 승인 어구CPu를 이용하여 암호
화된 개인키 Ecpu(Eppu(Sku))를 로크해제한다.  다음에는, 개인키 Eppu(SKu)를 올바르게 해독하는지 검증
하기 위해 암호화된 개인키 기록의 해쉬값이 서버 시스템(130)에서 보존된다.  보존된 해쉬값은 서버 시
스템(130)에 의해 승인 어구 CPu를 통해 해독되는 암호화된 개인키 기록의 해쉬와 비교된다.  이러한 비
교로 인해 올바른 승인 어구 CPu 인지를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패스 어구 PPu를 
통해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키 SKu가 서명 기입(sign-in)을 위한 준비로 브라우저(105)내의 애플리트 Ap로 
전송될 수 있다.

사용자 서명기입 단계에서, 사용자(150)에게는 등록 서비스나 트랜잭션 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제공
된다.  등록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되었다.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등록 서비스보다는 트랜
잭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데빗 명령어(debit instruction)와 같은 트랜
잭션을 요구하길 원할 때, 사용자(150)는 초기에 그 신분을 클라이언트(110)로 입력시킨다.  이 신분은 
등록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된 형태로 애플리트 Ap에 의해 서버 시스템(130)으로 전송된다. 서
버(130)는 (비록 지금은 승인이 요구되지 않지만) 등록 단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된 개인키 기록
를 반송한다.  개인키 기록은 현재 클라이언트(110)내에서 애플리트 Ap에 의해 보유되지만, 여전히 사용
자(150)의 패스 어구 PPu로 암호화되어 있다. 애플리트 Ap는 애플리트 Ap로 하여금 사용을 위한 준비로 
개인키 기록을 해독할 수 있게 하도록 사용자에게 패스 어구 PPu를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키 기록은 사용자 인증 단계에서 패스 어구 PPu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등록 데이터와 함께 
개인키 자체의 해쉬값을 포함한다.  애플리트 Ap에 의한 개인키 기록의 해독시, 기록된 등록 데이터와 함
께 개인키 PKu는 애플리트 Ap에 의해 재해쉬가 이루어진다.  재해쉬에 의해 얻어지는 해쉬값은 애플리트
Ap에 의해 기록으로부터의 해쉬값과 비교된다.  기록으로부터의 해쉬값이 재해쉬로부터의 해쉬값과 부합
하는 경우 및 그 경우에만 애플리트 Ap에 의해 개인키 Sku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사용자
(150)가 애플리트 Ap에 의해 인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승인 어구가 암호화된 형태로 전송되는 경우에 승인 프로세스 동안을 
제외하고 WWW(100)를 통해 전달되는 어떠한 사용자 패스워드 또는 PIN 넘버도 없이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키 SKu는 그 상세내용(details) 및 패스 어구 PPu 에서의 사용자 
서명이 애플리트 Ap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브라우저(105)내의 애플리트Ap에 이용 가능
한 상태로 된다.

이제 메시지 보안에 대해 언급하면,  인증 단계에서 애플리트 Ap와  서버 시스템(130)은  대칭 암호화키 
KS(m,a)를 공유한다.  또한, 애플리트 Ap는 서버(130)의 공개키 확인자 PUB(i,s)를 보유하고, 서버 시스
템(130)은 애플리트 Ap의 공개키 확인자 PUB(i, a)를 보유한다.  애플리트 Ap는 또한 사용자(150)의 개인
키 Sku를 보유한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송신자에 의해 서명되어 수신자에 의해 검증될 수 있으며, 또한 
대칭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WWW 페이지(135)를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독립된 시스템상에 내재하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서버 시스템(130)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 호스트 애플
리케이션은 메시지 신뢰성 및 보전성을 위해 그 고유의 개인 및 공개키 쌍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키들의 공개키 확인자는 서버 시스템(130)에 대한 메시지 보다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응용 메시
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등록에 관련한 메시지는 서버 시스템(130)의 영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호스트 공개키 확인자 PBU(c,h) 및 PUB(i,h)는 또한 서버(130)에 의해 애플
리트 Ap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 애플리트 Ap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단간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호스트 공개키 확인자 PUB(c,h)에 따라 암호화된 다른 종단간 신뢰성 키 KS(m,
a)를 생성한다.  이로 인해 서버 시스템(130)이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자에 대해 상이한 구성에 의
해 운영될 수 있게 된다.  키 및 애플리트는 여전히 서버 시스템(130)에 의해 제공되지만, 애플리케이션 
트랜잭션은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루팅되어 종단간을 기반으로하여 보안이 이루어진다.

재등록 단계는 이미 등록된 사용자와 관련하여 기록된 신분에 대해 서버 시스템(130)에 새로운 암호화된 
개인키 기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패스어구, 즉 암호화키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또
는 새로운 서명의 개인 및 공개키 쌍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개인키 기록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두 경
우 모두 패스 어구 및 개인/공개키 쌍이 모두 변경된 것처럼 간주된다.  애플리트 Ap에 의해 서버 시스템
(130)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암호화된 새로운 개인키 기록, "새로운(new)" 공개키 값 및 현재의 공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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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서명을 포함한다.  이제 서버 시스템(130)에서 공개키 및 개인키 기록이 대체된다.  기존의 유
효한 서명 키에 의해 요구가 서명되었기 때문에 승인 처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적절하다면, 새로운 공개
키 확인자가 요구되어 발생된다.  이전의 공개키 확인자는 기록보관 목적을 위해 서버 시스템(130)에서 
보유된다.

서버 시스템(130)이 비록 암호화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키를 보유하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130)은 단순히 
그것을 삭제하므로써 그 키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키는 더 이상 서명을 
위해 이용될 수 없게 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어떠한 암호법 알고리즘 또는 키(Key)도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의해 보유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만이 특정 메시지의 처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공개키 처리를 이
용하여 메시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방법이 제공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SKu)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
기 위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각각의 사용자를 위해 키 암호화 키로 암호화되는 개인키를 보안 방식으로 저장하
기 위한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에 적
합하게 되어 있는 서버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서버 수단은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가 저장되는 제2 데이터 저장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 수단은 상기 통신망을 통한 서버로의 상기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
망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상기 애플리트 코드를 제공하고;

상기 애플리트 코드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통
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 수단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상기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각각의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상기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키를 복호
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처
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 키(associated keys)는 상기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
되도록 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은,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상기 개인키 및 관
련 공개키를 생성하고, 상기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고, 상기 등록하는 사용자로부
터 수신된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개인키를 암호화하고, 상기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하기 위해 
상기 암호화된 개인키 및 공개키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 수단으로 전송하도록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수단은, 상기 암호화된 개인키를 저장하기 위한 키 서버와, 상기 통신망에 접속된 웹 서버, 및 
상기 웹서버를 상기 키 서버에 접속하는 화이어-월(fire-wall)을 포함하고, 상기 키 서버는 상기 개인키
를 상기 웹 서버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SKu)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처리하
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하기에 적합하고,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가 보안 방식으로 저장되는 서버 수단에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상기 개인키를 저장하
는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를 상기 서버 수단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한 상기 서버로의 상기 클라이언트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서버로부터의 상기 애플리트 
코드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애플리트 코드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로 보안 처리 수단을 제공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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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한 상기 서버 수단으로부터의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상기 보안 처리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검색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의  상기  키  암호화  키를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하는 
단계;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키를 복호화
하는 단계;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복호화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상기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 키와 알고리즘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개인키 및 관
련 공개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키 암호화 키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등록하는 사용자의 최초 등록중에 상기 보안 처리 수단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상기 등록하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상기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키를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데이터 저장 수단에 저장하기 위해 상기 암호화된 개인키 및 공개키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서버 수단으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메시지 처리 방법.

청구항 6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 고유한 개인키(SKu)와 함께 공개키 암호법을 이용하여 메시지가 처리되
는 통신 시스템을 위한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통신 수단; 및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되는 상기 사용자 또는 상기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개인키를 보안 방식으
로 저장하기 위한 제1 데이터 저장 수단

을 포함하고;

상기 서버 시스템은 상기 클라이언트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애플리트 코드가 저장되는 제2 데이터 저장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통신망을 통한 상기 클라이언트로의 상기 서버의 접속에 응답하여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상기 애플리트 코드를 제공하고;

상기 애플리트 코드는, 상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로부터 처리될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버 수단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암호화된 개인키를 검색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키 암호화키를 수신하고, 상기 키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상기 개인키를 복호화하고, 상기 복호화된 개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에 대한 암호법 키 처리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보안 처리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애플리트 코드 및 관련 키와 알고리즘은 상기 애플리트 코드의 종단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거
되도록 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된 개인키를 저장하기 위한 키 서버와, 상기 통신망에 접속된 웹 서버, 및 상기 웹 서버를 상기 
키 서버에 접속하는 화이어-월을 포함하고, 상기 키 서버는 상기 개인키를 상기 웹 서버를 통해 상기 클
라이언트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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