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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무선 인증서
(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
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생성된 
공개 키(Public Ke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 전송하고, 인
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할 상품정보, 지불정보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시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 키(Secret Key)가 결합된 인증서(Certificate)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하고, 상기 정보를 받은 인
터넷 쇼핑몰이 상기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Public Key)를 획득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
증을 확인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
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의 서명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계약 등
의 법률행위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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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기관(CA)의 개입이 없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으로부터 고유의 IP 주소정
보가 입력된(할당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
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IP 주소를 통한 인증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 및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무선 인증, 인증서, 인증기관, 비밀 키, 공개 키, IP(Internet Protocol) 주소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2는 MME(Microsoft Mobile Explorer)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3은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와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해주
는 인증기관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이 연결되어 있는 본 발명의 주 구성도이다.

도4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와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Certificat
e)를 발급해주는 인증기관(CA) 및 보험회사 등이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5는 클라이언트가 인증기관(CA)으로부터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로 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블
록도이다.

도6은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블록도이다.

도7은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인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고, 상기 인증서를 통
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8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 프로파일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도9는 본 발명에 사용이 가능한 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프로파일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도10은 고유의 IP주소를 할당받은(정보가 포함된) IC을 내장한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와 상기 IP 주소를 
발급한 공인 IP부여기관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이 연결되어 있는 실예시도이다.

도11은 전자 서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해쉬함수(Hash Function)의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이다.

도12는 해쉬함수를 통해 암호화된 문서에 송신 클라이언트의 개인키가 결합되어 수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도13은 수신 클라이언트가 송신 클라이언트로부터 개인키가 결합된 암호화된 문서를 수신하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도14는 무선 인증서의 처리 및 키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의 간단한 내부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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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는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16은 클라이언트가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후에 쇼핑몰을 선택하는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17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선택한 상품에 대한 주문정보를 전송하는 간
단한 예시도이다.

도18은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고유의 IP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간단한 예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300 :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305 : 인터넷 쇼핑몰

310 : 클라이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생성된 공개 키(Public Ke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
으로 전송하고, 인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
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할 상품정보, 지불정보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시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 키(Secret Key)가 결합된 인증서(Certificate)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하고, 상기 
정보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Public Key)를 획득하고 상기 클
라이언트의 인증을 확인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
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의 서명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증기관(CA)의 개입이 없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으로부터 고유의 IP 주소정
보가 입력된(할당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
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IP 주소를 통한 인증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 및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가속적인 발전은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변화나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
고 인터넷 유저(User)들은 기존 전화선이나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던 유선 인터넷의 공간적 제한 등에
서 벗어나서 보다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라게 되었다. 공간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성 있
는 무선 인터넷은 이러한 인터넷 유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선 인터넷의 접속을 위한 무선 단말기(통신 장치)는 일반적인 PC(Personal Computer)와 달리 복잡한 계산 
작업이나 충분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선 데이터 통신은 유선 데이터 통신에 비해 낮은 데이터 전송률을 보
이고 있어 여러 제약성이 따른다. 이런 무선 데이터 통신의 한계들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무선 인터넷의 접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상용중인 무선 인터넷 접속 기술에는 에릭슨(Ericsson), 모토로라(Motorola) 등이 주축으로 
개발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ME(Mobile Explor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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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는 무선 통신 장치에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 통신 사업자들
로 구성된 WAP Forum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WAP Forum은 1997년 에릭슨(Ericsso
n), 노키아(Nokia), 모토로라(Motorola), 폰닷컴(Phone.com) 등의 주도 하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300개 이
상의 업체들이 멤버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을 무선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속
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ML(Wireless Markup Language)를 지원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WML(
Wireless Markup Language)은 HTML과 유사한 작은 크기의 마크업 언어로써 휴대용 단말기에 알맞게 되어있다. X
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키보드 없이 한 손에 들고 사용하
도록 설계되었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는 인터넷 정보를 무선 통신 장치에 빠른 속도로 디스플레이하고 검색하는 기
능을 제공하기 위해 무선 통신 장치와 웹서버 사이에 WAP Proxy 형태의 게이트웨이(Gateway)가 존재하며, 이런 W
AP 게이트웨이(Gateway)가 WAP 프로토콜과 TCP/IP 프로토콜 사이의 변환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써 무선 인터넷 환
경을 지원하게 된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WAE; 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 
세션 계층(WSP; Wireless Session Protocol), 트랜잭션 계층(WTP; Wireless Transaction Protocol), 보안 계층
(WTLS; 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 이동 계층(WDP; Wireless Datagram Protocol), 베어러(Bearer
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AE(Wireless Application Environment)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이동 전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발환경으
로서 어떠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환경을 만들고 이동 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
인 목적의 응용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WSP(Wireless Session Protocol)는 연결형(connection oriented) 세션 서비스와 비연결형(connetionless) 세션 
서비스를 다루며 무선 구간에서 컨텐츠 전달의 최적화를 위하여 헤더 및 기능을 인코딩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WTP(Wireless Transaction Protocol)는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구현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간단한 트랜잭션 
프로토콜로 데이터그램(Datagram) 서비스 위해서 실행되며 클래스(Class) 1~3으로 나누어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 메시지 지향의 서비스로 신뢰성 제공과 링크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WTLS(Wireless Transport Layer Security)는 SSL(Secured Socket Layer)로 알려진 산업 표준형 TLS(Trans
port Layer Security)에 기반을 둔 보안 프로토콜로 무결성(Integrity), 기밀성(Privacy), 인증(Authentication), 
부인 봉쇄(Denial of Service protection) 기능을 가진다.

WDP(Wireless Datagram Protocol)는 종단간 전송을 위한 어드레싱을 제공하며 인터넷의 UDP(User Datagram P
rotocol)와 같은 Multiplexing 기능을 가진다.

베어러(Bearers)는 WAP는 다양한 전송 서비스(Bearer Service)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WDP에서 각 전송 서비스
에 따라 어떠한 동작을 할 것인가를 지정해 놓았다.

도2는 MME(Microsoft Mobile Explorer)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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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bile Explorer)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mall Device 브라우저로서 이동 전화에 중점을 두는 WAP(Wireles
s Application Protocol)와는 다르게 다양한 데이터 디바이스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ME는 기존 인터넷 표준
을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이동 전화를 지원하는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브라
우저이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컨텐츠들이 다양화 및 유료화 추세로 되고 있고 또한 상기 방법들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점차 늘어가면서 상기 방법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과금이나 결제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고액결제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보안이나 개인 인증 절차의 편리
함과 대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
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
를 휴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생성된 공개 키(Public Ke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
보를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 전송하고, 인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상기 무선 통신 장치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할 상품정
보, 지불정보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시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 키(Secret Key)가 결합된 인증서(Certi
ficate)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하고, 상기 정보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상기 클라이
언트의 공개 키(Public Key)를 획득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으며,
    

또한, 인증기관(CA)의 개입이 없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으로부터 고유의 IP 주소정
보가 입력된(할당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
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IP 주소를 통한 인증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 및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무선 인증서
(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
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생성된 
공개 키(Public Ke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300)으로 전송하
고,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상
기 무선 통신 장치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할 상품정보, 지불정보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시 장치
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 키(Secret Key)가 결합된 인증서(Certificate)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로 전송하고, 상기 정
보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이 상기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Public Key)를 획득하고 상기 클라
이언트의 인증을 확인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
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의 서명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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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증기관(CA)의 개입이 없이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으로부터 고유의 IP 주소정
보가 입력된(할당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
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IP 주소를 통한 인증을 통해 상기 전자상거래 및 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방법을 이루기 위한 주요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관(CA) 또는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 인터넷 상에서 재화의 공급이 가
능한 웹사이트(인터넷 쇼핑몰 등) 및 상기 방법을 통해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무
선 인터넷 상에서 상기 구성 요소들 간의 적절한 데이터의 교환을 통해 상기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웹사이트가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 필수적인 법률적인 계약이 필요할 수 있는 웹사이트
(보험회사, 은행 등)일 경우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인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받아 본
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이 필요한 계약을 무선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
도록 할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이다.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전자서명법 상에서 구축된 무선 전자서명 인증관리 체계 내에서, 상기 
인증기관(CA)에 가입한 클라이언트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키와 개인키의 조
합이 상기 클라이언트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만한 제 3자나 전자서명의 목적으로 사용된 암호화키와 관련된 인
증서를 발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의 인증서(Certificate)라 함은 전자서명 검증
키(Public Key)가 클라이언트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서명 생성키(Secret Key)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및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기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Address) 부여기관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 등의 인터넷 주소에 관한 
정책 개발을 하는 회사로써,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의 등록을 책임지는 국가 공인 기관일 수 있다.

상기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무선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상기 쇼핑몰
은 상기 클라이언트의 오더(Order)가 있을 시에 해당 주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서(Certific
ate)를 확인하기 위해 상기 인증기관(CA)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 국한하지 않고 보험회사나 은행 
등 기존의 오프라인 접촉(자필 서명을 위해)이 필요했던 곳도 가능함을 밝힌다.

상기 클라이언트는 인증기관(CA)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며 상기 
인증서(Certificate)가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결제나 계약 등을 하는 일반적인 전
자상거래의 주체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은 인증서의 종류 및 인증
서 발급기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은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로 무선 암호화키와 관련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
하는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Secret Key)를 생성하는 암호화키 생성 단계와 상기 생성된 공개키(Public Key)에 상기 클라이언트
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첨부하여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 전송하는 암호화키 전송단계와 상
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전송된 상기 클라이
언트 개인 정보 데이터 및 공개키(Public Key)를 참조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및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통신장치로 전송하는 인증서 발급 단계와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저장시키는 인증서 생성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인증서를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와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서를 상기 인증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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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부를 요청하는 인증 요청 단계 및 상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인증서 확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
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방법은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웹서버로 인증서 전송시, 상기 인증서에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상기 인증서에 첨부하여 전송된 상기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의 보안처리를 상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에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
당 및 관리하는 IP주소 부여 기관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하는 웹서
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Intern
et Protocol) 주소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저장시키는 제 1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
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고유 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전송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
부터 상기 웹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확인 
및 상기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를 통해 확
인하는 방법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바탕으로 하
는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IP 주소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저장시키
는 인증서 생성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
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인증서를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와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인증
서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인증 요청 단계 및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인증서 확
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상기 IP(Internet Protocol) 주소는 IP주소 체계(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및 IPv6(Internet Pro
tocol version 6)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웹서
버로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 전송시, 상기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에 상품
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의 인증을 통해 상기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에 첨부하여 전송된 상기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의 보안처리를 상기 IP 주소 부여 기관을 통
해 인증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
로 표기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구성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사항들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
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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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은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310)와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
급해주는 인증기관(300) 및 인터넷 쇼핑몰(305) 등이 연결되어 있는 본 발명의 주 구성도이다.

하기에 기술하는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
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는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것임을 밝힌다.

본 도면에서 기술하고 있는 무선 통신 장치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기술하는
데 MME(Microsoft Mobile Explorer) 및 i-Mode(NTTDocomo)의 Compact Netfront 등의 무선 접속 기술을 이
용한 무선 통신 장치도 가능함을, 또한 본 발명에서 다루고 있는 인증서(Certificate)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무선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함을 명기하는 바이다.

또한, 본 도면에서 도시하고 있는 WAP GateWay는 해당 이동 통신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고, 임의의 인터넷 쇼핑몰(
305)이 자체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인증기관(CA)(300)은 클라이언트의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300)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가 인터넷 쇼핑몰(305)
에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상품이나 기타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때, 상기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면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이 상기 인증서를 확인하여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인증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310)는 상기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있으면
서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을 한 후, 임의의 쇼핑몰을 통해 상품구매나 유료 컨텐츠를 이용
하려고 할 때 구매 정보와 함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인증서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로 전송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305)은 상기 클라이언트(310)가 접속하여 구매정보와 인증서를 전송하면, 상기 구매정보와 인증서를 
수신하고 상기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한 인증기관(CA)(300)에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상에서 인증서의 사용이 확실해 진다면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 등은 정확하게 클라이언트(310)의 구매
정보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4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310)와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Cert
ificate)를 발급해주는 인증기관(CA)(300) 및 보험회사(400) 등이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구성도이다.

본 도면을 통해 기술하고 있는 보험회사(400)는 보험회사(400)에 국한됨 없이 클라이언트(310) 본인의 서명이 반드
시 필요한 법률적인 계약이 형성되는 기타 모든 웹사이트를 망라할 수 있음을 밝힌다.

    
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는 보험업 표준 약관 등에 의거하여 가입자의 서명이 필수적인 계약 요소로 작용하는데 
반해 인터넷 상에서는 상기 가입자(클라이언트(310))의 서명을 책임질 수단이 불분명하여 상기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서명이 필요한 계약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310)의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CA)(300)이 인정하는)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하고 계약 시에 무선으로 전송함으로써 간편하
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5는 클라이언트(310)가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로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블록도이다.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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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310)가 상기 무선 통신 장치를 통
해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Secret Key)를 생성하고(1), 본인의 개인 정보 및 상기 생성한 공개키(Public K
ey)를 전송하면(2) 인증기관(CA)(300)은 상기 클라이언트(310)가 전송한 개인 정보 및 공개키(Public Key)를 수
신하여 저장하고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여 상기 클라이언트(310)에게 전송한다(3).
    

도6은 클라이언트(310)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305)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나
타내는 간단한 블록도이다.

    
도5를 통해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받아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시킨 클라이
언트(310)가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305)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지불정보 및 
본인의 인증서(Certificate)를 상기 쇼핑몰로 전송을 하면(1), 상기 쇼핑몰은 인증기관에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인
증서를 전송한다(2). 인증기관(CA)(300)은 상기 쇼핑몰로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Certificate Revoca
tion List)을 전송하고(3), 상기 쇼핑몰은 수신한 내용을 참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310)에게 해당 상품을 제공한다
(4).
    

도7은 클라이언트(310)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발
급 받아 저장하고, 상기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305)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간단한 흐름
도이다.

클라이언트(310)는 본인의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
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키(Public 
Key) 및 비밀키(Secret Key)를 생성한다(700).

상기 클라이언트(310)는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받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생
성된 공개키(Public Key)를 상기 인증기관(CA)(300)으로 전송하고(705), 인증기관(CA)(300)은 상기 클라이언트
(310)의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전송한다(710). 상기 인증기관(CA)(300)은 전송완료 여부를 판단해 전송
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재전송을 한다.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받은(전송 받은) 상기 클라이언트(310)는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에 상기 인증서(Certif
icate)를 저장하게 된다(720). 상기 클라이언트(310)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로 인터넷 쇼핑몰(305) 등에 접속하여 
상품구매를 결정하여(725) 상기 쇼핑몰로 상기 상품에 대한 지불정보 및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된 본인의 인증서
(Certificate)를 전송한다(730).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은 수신한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인증서(Certificate)를 인증기관(CA)(300)에 전송하고
(735) 상기 인증기관(CA)(300)으로부터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을 수신한다(740).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
은 수신한 상기 정보들을 통해 인증서(Certificate)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유효하다면(745) 상기 클라이언트(310)에게 
해당 상품을 제공한다(750). 상기 인증서의 상태가 유효하지 않다면(755) 상기 클라이언트(310)에게 인증불가 메시
지를 전송하게 된다(760).
    

상기 기술에서 클라이언트(310)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데는 인터넷 쇼핑몰(305)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많은 인터넷 상의 웹서버가 될 수 있고, 또한 은행이나 보험회사(400)들도 가능하다. 상기 인증서(Certificat
e)는 전자서명 검증키(Public Key)가 해당 클라이언트(310)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서명 생성키(Secret Key)와 합치
한다는 사실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데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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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은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 프로파일(Wireless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Profile)
에 대한 간단한 구성도이다.

본 도면과 하기에 기술한 도면 9는 본 발명에 사용이 가능한 WPKI(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반을 
둔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와 인증서 효력 정지 및 취소 목록에 대한 것으로써, 본 발명은 도면 8 및 도면 9를 적용함으로
써, 본 발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WDSC; Wireless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형식은 버전(Version), 일련번호(Serial 
Number), 등록 기관 서명 알고리즘(CA Signature Algorithm), 발급자 이름(Issurer Name), 유료기간(Validity P
eriod), 소유자 이름(Subject Name), 소유자 공개키 정보(Subject Public Key Information), 발급자 고유 식별자(
Issuer Unique Identifier), 소유자 고유 식별자(Subject Unique Identifier) 및 인증서 확장필드(Extensions) 등으
로 구성된다.
    

버전(Version)은 인코딩되는 인증서의 버전을 나타내며 인증서는 버전 3의 값을 가져야 하며 이 값은 정수 2로 표현된
다. 응용 프로그램은 버전 3 인증서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일련번호(Serial Number)는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부여하는 양의 정수값으로 인증기관이 인증서 발급 시에 
부여되는 유일한 값이다.

등록 기관 서명 알고리즘(CA Signature Algorithm)은 인증기관이 인증서 생성 시에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식별정
보이다.

발급자 이름(Issurer Name)은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300)의 명칭을 DN(Distinguished Name)으로 표현하며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상기 DN의 생성과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유료기간(Validity Period)은 인증서의 상태를 인증기관(300)이 보증해주는 기간을 나타내며 시작시각(notBefore)
과 종료시각(notAfter)의 시각 정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시각 정보는 GMT(Greenwich Mean Time)로 표현하며 
2049년까지는 세계 협정 표준시(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형식을 사용하고 2050년부터는 Generalized 
Time 형식을 사용한다.

소유자 이름(Subject Name)은 인증서 소유자의 명칭을 DN(Distinguished Name) 형식으로 표현하며 반드시 값을 
가져야 한다.

소유자 공개키 정보(Subject Public Key Information)는 소유자의 공개키에 대한 알고리즘 및 공개키 정보를 나타낸
다.

발급자 고유 식별자(Issuer Unique Identifier)는 하나의 DN(Distinguished Name)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발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소유자 고유 식별자(Subject Unique Identifier)는 하나의 DN(Distinguished Name)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발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인증서 확장필드(Extensions)는 인증정책이나 기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9는 본 발명에 사용이 가능한 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프로파일(Wireless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Revocation List Profile)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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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자 서명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 형식은 버전(Version), 서명 알고리즘(Signature), 발급자(Issuer), 
발급일자(This Update), 다음 발급일자(Next Update),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Revoked Certificates), 인증서 효
력 정지 및 폐지 목록(CRL; Certificate Revoked List) 확장필드(CRL Extensions) 등으로 구성된다.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Revoked Certificates)은 효력정지 및 폐지된 인증서의 목록을 인증서의 일련번호와 폐지된 
날짜로 나타내며 CRL 확장필드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도10은 고유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당받은(정보가 포함된) IC(Integrate Chip)을 내장한 무선 통신 장
치를 휴대한 클라이언트(310)와 상기 IP 주소를 발급한 공인 IP부여기관(1000) 및 인터넷 쇼핑몰(305) 등이 연결되
어 있는 실예시도이다.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1000)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 등의 인터넷 주소에 관한 정책 개발을 하는 회사로써,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의 등록을 책임지는 국가 공인 기관일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310)는 무선 통신 장치 고유의 IP주소를 통해 무선 인터넷 접속 시에 인터넷 쇼핑몰(305) 등에서 상
기 IP주소를 이용하여 본인의 인증을 할 수 있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305)은 클라이언트(310)의 주문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의 고유 IP주소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1000)에 의뢰하여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인
증을 확인하고 해당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IP주소는 현재 사용중인 IP주소 체계(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를 포함하여 IPv6(Internet Protoco
l version 6)도 가능함을 명기하는 바이다.

도11은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해쉬함수(Hash Function)의 대한 일반적인 개념도
이다.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다는 특성을 이용하는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상기 전자 서명을 하는 클라이언트(310)는 본인의 개인키(Secret Key)를 사용하여 전송할 
문서에 서명을 하고 상기 문서를 수신할 클라이언트(310)는 상기 전자 서명을 한 클라이언트(310)의 공개키(Public 
Key)를 이용하여 상기 문서를 전송하는 클라이언트(310)를 검증할 수 있다.

해쉬함수(Hash Function)는 긴 길이의 데이터를 정해진 길이의 데이터로 줄여주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암호에서 언급
되는 해쉬함수(HF)는 특정한 입력값 X에 대한 해쉬값이 Y=H(X)로 출력될 때, H(X)를 만족하는 Y의 값을 통해 역으
로 X의 값을 구할 수는 없다는 성질을 갖는다.

    
본 도면에서 문서(1110)를 전송할 클라이언트(송신자)(1100)는 해당 문서에 대해 해쉬함수(HF)를 사용하여 해쉬값
(암호화된 문서)(1115)을 획득하고, 획득한 해쉬값(1115)과 본래의 문서(1110)를 함께 수신 클라이언트(1105)에
게 전송을 하면, 수신 클라이언트(1105)는 본래의 문서(1110)를 해쉬함수(HF)를 사용하여 해쉬값(1115)을 취하게 
되고 그 값을 상기 전송 클라이언트(1100)가 송신한 해쉬값(1115)과 비교함으로써 상기 전송 클라이언트(1100)가 
보낸 문서가 확실함을 인지하게 된다.
    

도12는 해쉬함수(Hash Function)를 통해 암호화된 문서에 송신 클라이언트(1100)의 개인키(Secret Key)가 결합되
어 수신 클라이언트(1105)에게 전송하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도11의 과정을 통해 송신할 문서를 해쉬함수(HF)를 통해 암호화 한 후에 송신 클라이언트의 개인키(비밀키)를 상기 
암호화된 문서(1115)에 삽입함으로써 보안효과 및 개인 인증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송신 클라이언트(1100)는 전송할 
본 문서(1110)와 함께 본인의 개인키가 삽입된 암호화된 문서(1200)를 수신 클라이언트(1105)에게 전송하게 된다.

도13은 수신 클라이언트(1105)가 송신 클라이언트(1100)로부터 개인키(Secret Key)가 결합된 암호화된 문서(120
0)를 수신하는 간단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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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클라이언트(1105)는 송신 클라이언트(1100)의 개인키(Secret Key)가 결합된 암호화된 문서를 복호화하기 위
해 인증기관(300) 등으로부터 상기 송신 클라이언트(1100)의 공개키(Public Key)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송신 클
라이언트(1100)의 공개키(Public Key)를 통해 개인키(Secret Key)가 삽입된 암호화 문서(1200)를 해독하게 된다. 
개인키(Secret Key)가 풀린 암호화 문서는 도10에 도시된 것처럼 비교를 통해 상기 송신 클라이언트(1100)의 인증
을 할 수 있다.
    

도14는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
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의 간단한 내부 블록도이다.

본 도면에서 도시하고 있는 인증서(Certificate) IC는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암호화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 가능한 기타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으로도 대체가 가능함을 밝힌다.

본 발명에서 기술하고 있는 무선 통신 장치에는 RF 처리부, IF 처리부 및 베이스밴드(Baseband) 처리부 등의 기본적
인 단말기 구성에 무선 공개키 기반 구조(WPKI; Wireless Public Key Infrastructure)에 적합하도록 해당 기능이 
포함된 IC 카드 및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 가능하다. 상기 IC 카드나 응용 프로그램 등은 무선 인증서의 다운로드 및 저
장 등이 가능할 수 있고 암호화 키의 생성을 돕는 여러 알고리즘의 내장이 가능할 수 있다.

도15는 클라이언트(310)의 무선 통신 장치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간단한 예시도이다.

    
상기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는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
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것으로 상기 클라이언트(310)는 인증기관(CA)
(300)으로부터 본인의 인증을 책임지는 인증서(Certificate)를 다운받아 보관할 수 있다.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된 상
기 인증서(Certificate)는 상기 클라이언트(310)의 상품 구매나 기타 보험 등의 계약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도16은 클라이언트(310)가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후에 쇼핑몰을 선택하는 간단한 예시도
이다.

본 도면은 상기 클라이언트(310)가 본인의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면으로써,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기 클라이
언트(310)는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된 본인의 인증서(Certificate)를 통해 기타 지불행위나 계약에 임할 수 있다.

도17은 인터넷 쇼핑몰(305)에 접속한 클라이언트(310)가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선택한 상품에 대한 주문정보를 
전송하는 간단한 예시도이다.

주문정보는 필요에 따라 클라이언트(310)의 인증서(Certificate)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인증서(Certificate)는 전
자 서명 검증키(Public Key)가 상기 클라이언트(310)가 소유하는 전자 서명 생성키(Secret Key)에 합치한다는 사실
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data)를 말한다.

도18은 클라이언트(310)의 무선 통신 장치에 고유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간단한 예시도이
다.

상기 IP(Internet Protocol) 주소는 공인 IP부여기관(1000)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며,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IC(Int
egrate Chip) 카드 형태로 상기 무선 통신 장치 구입 시에 기 내장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또는 별도의 응용 프로
그램을 통해 상기 IP부여기관(1000)으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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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가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된 무선 통신 장치(이동 통신 단
말기, 무선 통신 기능이 내장된 PDA, 스마트폰, IMT-2000등을 포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본인의 인
증을 책임지는 인증서(Certificate)를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저장함으로써,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인증 및 전자 서
명(Digital Signature)이 필요한 계약 등을 보다 신뢰성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무선 통신 장치에 해당하는 고유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저장함으로써, 별도의 인증기관(CA)(3
00) 없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이 가능하여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시 또는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
한 인증시 보다 신뢰성있고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에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당 및 관리하는 IP주
소 부여 기관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하는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통신장치에 저장시키는 제 1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전송하는 제 2 단계;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
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웹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참조하여 상기 클
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확인 및 상기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를 통
해 확인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2.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에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할당 및 관리하는 IP주
소 부여 기관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하는 웹서버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 무선 암호화
키가 내장된 IP 주소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에 저장시키는 인증서 생성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인증서를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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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서를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인
증 요청 단계; 및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
는 인증서 확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를 통
해 확인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IP(Internet Protocol) 주소는,

IP주소 체계(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및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웹서버로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 전
송시, 상기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에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IP주소 부여 기관의 인증을 통해 상기 고유 IP 주소 또는 IP 주소 인증서에 첨부하여 전송된 상기 상품정보 데이
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의 보안처리를 상기 IP 주소 부여 기관을 통해 인
증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5.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로 무선 암호화키와 관련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CA; C
ertification Authorit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하는 웹서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
장치에 저장시키는 인증서 생성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인증서를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서를 상기 인증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인증 요청 
단계; 및

상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인증
서 확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확인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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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서 생성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Secret Key)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공개키(Public Key)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첨부하여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
on Authority)으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전송된 상기 클라
이언트 개인 정보 데이터 및 공개키(Public Key)를 참조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및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
장치에 저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7.

클라이언트 소유의 무선통신장치와 상기 무선통신장치로 무선 암호화키와 관련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CA; C
ertification Authority) 및 상기 클라이언트의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하는 웹서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공개키(Public Key) 및 개인키(Secret Key)를 생성하는 암호화키 생성 
단계;

상기 생성된 공개키(Public Key)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첨부하여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
on Authority)으로 전송하는 암호화키 전송단계;

상기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으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전송된 상기 클라
이언트 개인 정보 데이터 및 공개키(Public Key)를 참조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및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로 전송하는 인증서 발급 단계;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
장치에 저장시키는 인증서 저장 단계;

상기 인증기관(CA)으로부터 무선 암호화키가 내장된 인증서(Certificate)를 획득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
장치에 저장시키는 인증서 생성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요구시, 상기 웹서버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
선통신장치에 내장된 상기 인증서를 전송하는 인증서 전송 단계;

상기 웹서버로부터 상기 인증서를 상기 인증기관에 전송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요청하는 인증 요청 
단계; 및

상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확인 후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확인결과 데이터를 상기 웹서버로 전송하는 인증
서 확인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각 단계들을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여부를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확인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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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 소유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상기 웹서버로 인증서 전송시, 상기 인증서에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
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를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상기 인증서에 첨부하여 전송된 상기 상품정보 데이터 또는 상품결제정보 데이터, 또는 
인증을 요하는 문서 형식의 데이터의 보안처리를 상기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증(
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5항 또는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장치는,

고유 IP 주소 또는 무선 인증서(Wireless Certificate)의 처리 및 키(Key) 생성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내장된 IC(I
ntegrate Chip) 카드 또는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 탑재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증(전자 
서명) 기능이 포함된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인증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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