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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네트워크 통신 및 거래를 위한 신용 및 승인을 제공한다. 바이오메트릭 개인키(BioPKI)를

채택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BioPKI는 전자 사용자 승인을 유효화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

어 솔루션의 특이한 조합이다: 최신 바이오메트릭 서명 시스템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디지털 서명. 상기 조합된 솔루션

은 금융기관과 같은 네트워킹된 비즈니스 및 상인으로 하여금 사용자 승인이 표준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할 만한 보안 형

태로 행해짐을 확신하게 한다. 한 가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바이오메트릭 서명은, 자동화된, 비표준 사용자 승인 능력을

현존하는 디지털 서명 프로세스에 부가함으로써 표준 디지털 서명을 향상시킨다. 순수한 바이오메트릭-기반 시스템 또는

디지털 서명/인증서 환경에서의 간단한 검증과는 대조적으로, BioPKI는 바이오메트릭 승인 및 산업-표준 PKI 기술들을

기초로 한 디지털 서명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개인키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바이오메트릭 기술의 조합을 이용한다. 일 예시

에서, BioPKI는 BioPKI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명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공개키 암호문 기술을 활용

한다. 암호화 패킷은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개인의 개인키를 액세스하기 전에 보안되고 유효화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몇 가

지 계층의 내부 정보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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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참고문헌으로 채택하고 있는, 2002년 7월 3일에 출원된 미합중국 가출원 일련번호 제 60/

393,606호를 우선권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 및 거래(network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바이오

메트릭 승인(biometric authentication)을 채용하는 개인키 인프라스트럭처(private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하여 네

트워크 통신 및 거래의 신용(trust) 및 검증(verification)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현재 인터넷은 글로벌 커머스(global commerce) 및 통신을 위한 주된 플랫폼(primary platform)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

은 이제 규모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컴퓨터 및 전자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킹된 세계를 말한다. 비즈니스 세

계에게, 본사(head offices), 금융기관 등은 기밀 정보를 통신 및 공유하는데, 이들 모두는 인터넷 사용을 급속도로 증가시

키는데 기여한다. 기업, 정부 및 개인들은 급변하는 기업 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들에 많이 의존한다. 성인,

청소년 등은 친구, 동료 및 애인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편안히 이메일로 통신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과 여타의 네트워크들의 무한한 잠재성이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종이-기반 거래(paper-

based transaction) 및 현장성이라는 점과 연관된 신용의 정도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에 있어서는

봉인된 서류, 공식 서류, 기록된 서명, ID 검증 및 신뢰할 만한 배달 서비스들이 신뢰성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에서는, 전자

거래들이 "가상 세계(virtual world)"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의해 촉발된 개방성은 또한 인터넷 거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형식 및 사용자 동일성

을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 기업 및 개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할 뿐

만 아니라, 보호된 정보가 식별되는 사람에 의해 진정으로 전송되었다는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종이-기반 거래 및 식별성

검증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 레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들의 기밀 통신을 인터넷에 위탁하기 전에, 사용자들은 특별한 보증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전자 거래가

신뢰성이 있고 부정 조작(tampering)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거래하는 당사자가 신뢰성이 있고 거래 후에도

거래의 관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공개키 암호문(public key cryptography) 및 공개키 인프라스트럭처(PKI)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된 온-라인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공지된 방법이다. 공지된 바와 같이, 공개키 암호문은 비대칭 공개키 및 개인키(즉, 키 쌍)의 사용을 포함한

다. 공개키 암호문의 구현예에 있어서의 예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는, www.rsasecurity.com/rsalabs/pkcs/

pkcs-1/index.html에서 입수가능한 표준의, RSA 시큐리티사에 의해 제공된 공개-키 암호문 표준(PKCS)의 버전

2.1(2002년 6월)로 공개 도메인에 설명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참고문헌으로 포함된다.

  PKI는 디지털 인증서(digital certificates) 및 인증서 승인부(certification authorities)의 사용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종

래의 PKI(100)의 예시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자(102)가 (예컨대, 보안 거래를 위하여) 수

신자(104)에게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원하는 경우, 발신자(102)는 인증서 승인부(106)로부터의 키 쌍을 제공한

다. 인증서 승인부(CA)(106)는 발신자(102)용 개인키(108) 및 공개키(110)를 포함하는 키 쌍을 생성한다. 상기 CA는 또

한 발신자의 공개키 및 기타 여러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암호화된 디지털 인증서(114)를 발행한다. 상기 CA는 예컨대 인

쇄 홍보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그 자신의 공개키(112)를 만든다. 의도된 수신자(104)는 그 후에 디지털 인

증서를 디코딩하기 위하여 CA의 공개키(112)를 사용하여, 그것이 상기 CA(106)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다. 이러한 정보와 함께, 상기 수신자는 그 후에 발신자의 공개키(110)를 획득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응답을 다시

발신자(102)에게 전송할 수 있다.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발신자(102)로부터 수신자(104)로의 메시지는 또한 추

가 검증을 위한 디지털 서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 공지된 바와 같이, 디지털 서명은 발신자의 개인키(108)를 이용하여 메시

지 자체로부터 생성되고, 상기 서명이 상기 특정 메시지에 속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에 따라 상기 메시지의 내용이 부정 조

작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게 된다. 발신자의 공개키(110)를 이용하면, 상기 수신자(108)는 디지털 서명을 디코딩하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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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발신자(sender)" 및 "수신자(recipient)"라는 용어는 설명

을 손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당업계의 당업자는, 일 거래에서의 특정 "발신자"도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도 있는 한편, 특정 "수신자"도 또한 동일하거나 상이한 거래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다

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의 PKI(100)는 기밀 전자 통신이 비공개적이고 부정 조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이는 오리지널 메시지의 내용이 부정 조작되지 않고 수신하는 엔티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몇 가지 보증성을 제공

한다.

  디지털 혁명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정부, 기업 및 개인들은 모두 디지털 인증서의 모든 기대되는 사용자들이다. 이것이

수반될 잠재적인 개수의 인증서들이 주어진다면, 그 사용을 관리하고 매니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인증서 관리는 PKI의

인증서 승인부의 능력의 척도이다.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인증서들의 집중화된 생성, 분배, 관리, 갱신 및 폐

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바람직한 솔루션으로서 공개키 인프라스트럭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인터넷 상의 거래 보안 시스템들에 있어서의 전제 사항은, 적법한 사용자가

공지된 어떤 것(개인키)를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개인키를 복호화하는 패스워드 혹은 토큰(token)에 위임되었거나,

혹은 종래의 암호화 기술들의 사용을 통해 그것에 액세스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키는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

디지털 인증서의 내용에 내장될 수 있거나, 스마트 카드 또는 여타의 전자 디바이스들과 같은 핸드-헬드(hand-held) 혹은

컴퓨터 디바이스들에 암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이들 디바이스들을 보호하고 개인 소

유 및 보호 수단을 통해 절도를 막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러한 토큰들이 사용자

에 의한 부주의한 제어에 의해 또는 직접적인 절도나 패스워드 조작에 의하여 손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그 내용이 참고문헌으로 채택되고 있는, 보통 본 발명의 양수인이 소유하는 계류중인 미합중국 출원 제

09/801,468(AWT-003)호는, 바이오메트릭을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와 연계되는 사기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최신 기술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 하지만, 상술된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온-라인 통

신 및 커머스 거래에 대한 상기 발명의 바이오메트릭 사용자 승인 형태들이 보다 완전하게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 및 거래를 위한 신용 및 승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바이오메

트릭 개인키(BioPKI)를 채택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BioPKI는 전자 사용자 승인을 유효화

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특이한 조합이다: 최신 바이오메트릭 서명 시스템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디지털 서

명. 상기 조합된 솔루션은 금융기관과 같은 네트워킹된 비즈니스 및 상인들로 하여금 사용자 승인이 표준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신뢰할 만한 보안 형태로 행해짐을 확신하도록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전자 통신 세계에서 사용자 승인 및 데

이터 무결성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한 가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바이오메트릭 서명은, 자동화된, 비표준(non-reputable) 사용자 승인 능력을 현존하는 디

지털 서명 프로세스에 부가함으로써 표준 디지털 서명을 향상시킨다. 순수한 바이오메트릭-기반 시스템 또는 디지털 서명

/인증서 환경에서의 간단한 검증과는 대조적으로, BioPKI는 바이오메트릭 승인 및 산업-표준 PKI 기술들을 기초로 한 디

지털 서명들을 생성하기 위하여 개인키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바이오메트릭 기술의 조합을 이용한다. 일 예시에서, BioPKI

는 BioPKI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명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공개키 암호문 기술을 활용한다. 암호화

패킷은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개인의 개인키를 액세스하기 전에 보안되고 유효화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몇 가지 계층의 내

부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형태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BioPKI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매끄럽게(seamlessly) 작업할 수 있는 클

라이언트/서버 디자인을 포함한다. 가능성 있는 한 가지 예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스마트 카드와 같은) 개인의 개인

키를 보안하는 간단한 4 디지트 PIN/Token 기술들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개인을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디

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distributed architecture)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BioPKI 승인 서버는, 사용자의 자체 개인키를

액세스하기 전에 개인을 승인할 필요가 있는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에 대한 액세스 및 거래 처리를 위하여 적절한 다운스트

림 엔티티(downstream entities)에 대해 디지털 서명을 라우팅하는 처리 능력을 가진다. 이는 지불 게이트웨이, 금융기관

또는 여타의 승인 브로커들과 같은 엔티티를 포함한다. BioPKI는 바이오메트릭 사용자 승인 뿐만 아니라 개인키 인프라스

트럭처 기술들을 배치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들을 함께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무선 PKI" 보안 시스템이 생성되

는데, 이는 개인들이 다수의 토큰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하고; 오히려 이러한 접근법은 바이오메트릭 서명(예컨대,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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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화된 후에만 액세스되는 보안 서버 상에 상기 개인키(들)이 저장되도록 한다. BioPKI는 또한 사용자 승인을 위한 추가

패스워드 요소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바이오메트릭 서명의 추가 보안성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후자 기술은 시스템의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목표 거래 처리에 있어서 원하는 보안성 레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한다.

  상기 BioPKI 서버 및 호스트들은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를 형성하기 위한 보안된 여러 네트워크 방법들에 의해 접속

된다. 상기 서버 및 클라이언트들은 각각 이산 서브시스템(discrete subsystem)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사용자

들에게 다양한 레벨의 승인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예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사용자 클라이언트(들), 네

트워크-기반 서버 및 사용자 데이터의 신뢰할 만한 전송을 보장하는 산업 표준 암호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본 구현

예는 SSL을 통한 강력한 암호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형태와 기타 형태 및 특징들은 첨부 도면들과 연계하여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당업계의 당업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공개키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바이오메트릭 승인(Bio PKI)을 채택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에 사용될 수 있는 PKdI 서버의 예시적인 구현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에 사용될 수 있는 PKdI 서버의 대안적인 예시적인 구현예를 도시한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가입 프로세스로 구현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등록 프로세스로 구현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로그인 프로세스로 구현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 및

  도 8은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확인 프로세스로 구현된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은 당업계의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인 예로서 제공되는 도면

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된다. 특히, 아래의 도면들과 예시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본

발명의 소정 요소들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공지된 구성요소들의 단지 일부분들만이 기술될 것이며, 이러한 공지된 구성요소들의 여타의 부분들의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의 명료성을 위하여 생략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소정 구성요소들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여타의 소정 구성요소들의 구현예는 당업계의 당업자의 디자인 선택에 따르며, 본 명세서에 기술된 조합예는 제

한적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은 예시를 통해 본 명세서에 언급된 공지된 구성요소에 대한 현

재 및 미래의 공지된 등가물을 포괄하며, 이러한 등가물을 포함하는 구현예들은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들로 간주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른 바이오메트릭 개인키 인프라스트럭처(Bio PKI)(200)의 예시적인 구현예를 도시한 블록

도이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문, 디지털 서명 및 바이오메트릭 특성화(characterization)의 사용을 기초로 하여, BioPKI는 사

용자들이 인터넷 및 여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밀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승인은, 계속되는 거래 처리 전에 보안 서버 상에 저장된 개인키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

명(들)이 공지된 템플릿들에 대해 일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BioPKI는 개인의 바이오메트릭 특성화를 보호하여, 그것이 훼손되거나 악용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보안된 정보는 그

후에 거래 메시지 내용을 서명(sign)하기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통해서만 액세스될 수 있는 유일하게 할당된 개인키

를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그 결과, 이러한 디지털 서명을 채택하는 새로운 기술, 암호화 및 복호화(데이터 스크램블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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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크램블링) 기술들 및 방침들과 절차들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comprehensive framework)는 중요한 신규 장점들을

제공한다. 이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전자 통신이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인터셉트되거나 판독되지 않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송 시에 변경되지 않는 것과 사용된 개인키가 메시지를 서명하기 전에 바이오메

트릭 서명에 의해 검증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전자 통신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증하며; 전자 거래에 포함된 당사자가

상기 거래에의 관련을 부인할 수 없도록 전자 거래에 포함된 당사자들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 더욱이, BioPKI는 이러한

보증 사항들을 사용자가 알기 쉬운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전달한다.

  종래의 PKI에 의하면, 상기 예시적인 구현예에서의 Bio PKI(200)는, 데이터를 스크램블(암호화)하기 위한 수학적 알고

리즘 또는 키 및 그것을 언스크램블(복호화)하기 위한 관련된 수학적 키를 이용하여 기밀 정보 또는 메시지들의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PKCS에 기초한 것과 같은 공개키 암호문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들은 예컨대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캡처링하는 바이오메트릭 서명 및 특별한 암호화를 포함하는 PKdI 클라이언트(220)를 검색한다. Bio PKI(200)

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승인된 사용자들에 대해 한 쌍의 키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하나는 액세스가능한 공개키(204)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키(206)이다. 하지만, 종래의 PKI와는 달리, 사용자의 개인키(204)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비밀 유지되어

보안 서버 상에 저장되고 유효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이 승인된 후에만 액세스된다. 키 쌍에서의 키는 수학적으로 관련

되어, 발신자의 개인키(206)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대응하는 공개키(204)를 사용해서만 유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신

자(예컨대, 은행 고객 또는 직원)가 되는 승인된 사용자는 그/그녀의 개인키(206)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메시지(예컨대, 자

금 이체 요청)를 가지며, 의도된 수신자(예컨대, 은행)는 공개키(204)를 이용하여 상기 메시지를 유효화한다. 공개키는 예

컨대 전자 정부기관(directory)에서 발급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종래의 PKI에 의하면, 인증서 승인부(202)가 Bio PKI(200)의 주된 구성요소이다. 그것은 승인된 사용자들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증서(210)들을 발행하여 그 유효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신뢰할 만한 제3자이다. 하지만, 종래의

인증서 승인부와는 달리, 본 발명에 따른 인증서 승인부(202)는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는 바와 같이 승인된 사용자

들과 관련된 개인키 및 바이오메트릭 템플릿들에 대한 저장소(repository)를 생성 및 관리하는 PKdI 서버(212)를 더 포함

한다.

  PKdI 서버(212)는, 예컨대 Unix 또는 유사한 운영체제 및 공개 도메인 Apache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서버 기능성을 가

지도록 구성된 Sun, Hewlett Packard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서버 컴퓨터로 구현된다. 바람직하게는, PKdI 서버

(212)는 또한 클라이언트(220)들과의 모든 통신들의 암호화/복호화를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 레이어 프로토콜 기능성

(Secure Software Layer protocol functionality)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PKdI 서버(212)는 그 거래가

보호되어야 하는 서비스로부터 별도로 신뢰할 만한 제3자에 의해 유지 및 운영된다. PKdI 서버(212)는 본 명세서에 기술

된 것 이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의 구성

(componentry)과 기능성은 본 발명의 명료성을 위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되지는 않을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술된 서버 기

능성 및 구현예들에 대해서는 계류중인 출원 번호 제 09/801,468 (AWT-003)호를 참조할 수도 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본 명세서에 별도로 기술되었지만, PKdI 서버(212)의 소정의 구성요소들과 기능성들은 금융기

관과 같은 거래 제공자(transaction provider)의 웹 서버 또는 네트워크 내에 통합될 수도 있다. 당업계의 당업자라면 본

예시를 습득한 후에 다양한 대안예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예들은 본 발명의 추가 실시예들로 간주되어야 한

다.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은 개인의 운전면허, 여권 등에 대한 전통적인 동일성 점검에 필적할 만하다. 하나의 예시적인 구

현예에서, 계류중인 출원(AWT-003)에 기술된 것과 같은 지문 특성화 기술은 바이오메트릭 서명 템플릿을 생성하기 위하

여 바이오메트릭 샘플로부터의 뚜렷한 특성화들을 로케이팅(locate)하고 인코딩(encode)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다음, 거

래를 위한 개인용 개인키(206)에 대해 액세스를 인가하기 위하여 등록된 개인용 템플릿에 대하여 바이오메트릭 비교가 행

해진다.

  디지털 인증서(210)들은, 예컨대 발신자의 공개키(204) 및 상기 발신자에 대한 특별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파일

들이다. 상기 디지털 인증서들은 인증서의 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CA(202)에 의해 암호화되고 CA의 공개키(222)를 이용

하여 수신자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 디지털 인증서 생성을 이용하면, 부정 조작을 할 수 없게 되고

(tamper-proof), 위조도 할 수 없으며, 기밀 정보의 데이터 암호화/복호화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더욱 믿을 수

있다. 여권 사무소와 같이 여권을 발급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서 승인부(202)는 디지털 인증서가 인가된 개

인이 누구임을 주장하는 지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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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서명(214)은 전통적인 종이-기반 서명(paper-based signature)에 필적할 만한 전자 식별자이다 - 이는 특이하

고, 검증가능하며, 단지 서명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암호화된 또는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디지털 서명은 디지털로 서명된 메시지 또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송 시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도 한다.

  PKdI 클라이언트(220)는 바이오메트릭 수집 디바이스 및 연관된 소프트웨어(예컨대, 지문 스캐닝 및 특성화, 망막 스캐

닝 및 특성화 등)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PKdI 서버(212)와 통신하기 위한 암호화/복호화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계류중

인 출원 번호 제 09/801,468 (AWT-003)호와 암호화/복호화, 네트워크 통신 기술 및 당업계에 공지된 프로토콜(예컨대,

HTTPS, TCP/IP 및 SSL)에 기술된 정도는 아니지만, PKdI 클라이언트(220)의 기능성 및 구현예 상세는 아래 PKdI 서버

(212)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PKdI 클라이언트(220)와 연관된 특정 컴퓨터 디바이스는 본 발명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고, PC, 랩탑, 노트북, PDA 및 여타의 핸드헬드 디바이스, 스마트 폰 등과 같은 디바이스들을 포함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바이오메트릭 특성화 특징들은, 개인이 예컨대 지문, 망막 스캔 등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특성들

에 의하여 승인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개인들은 액세스를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토큰(tokens)"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는 승인된 사용자용 PKdI 서버(212)

상에 생성 및 저장될 수 있다. 그 후,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요청들은 상기 요청을 개별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이용하여 승인된다. 만일 디지털 서명에 대한 요청과 연계하여 개인에 의해 제출된 바이오메트

릭 서명이 개인의 저장된 템플릿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개인키(206)는 상기 요청에 대해 액세스 및/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기술은 사용자 자신의 개인키가 절도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고, 사용자가 보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단

(instruments) 또는 패스워드(passwords)를 소유할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사용자에 의해 제공

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토큰"은 단지 상기 계류중인 출원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자신의 변하지 않는 특성, 예컨대 지문,

망막 스캔 또는 여타의 바이오메트릭 서명이다.

  본 발명의 소정 형태들에 따른 PKdI 서버(212)의 예시적인 구현예를 도시한 블록도가 도 3에 제공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예시에서의 서버(212)는 가입 프로세스(enrollment process; 302)를 포함하는데, 이는

그 시스템과의 가입을 구하는 각각의 개인을 위한 최종 가입키의 생성을 위해 상이한 엔티티에 제공되는 2개의 구별되는

예비-가입키를 생성한다. 한가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상기 가입키는 특이하고 적어도 19자리 문자들로 이루어진 랜덤하

게 생성되는 문자숫자식 기호열(alphanumeric strings)이다. 일 예시에 따르면, 가입 프로세스(302)는 다른 두 명의 개인

에 의해 생성된 예비-가입키를 이용하여 한 명의 신뢰되는 개인에 의해 생성될 최종 가입키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또 다

른 계층의 보안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사용자들의 가입이 단 한 명의 개인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상

기 가입은 계좌 정보 및 기대되는(prospective) 사용자와 연관된 기타 식별 정보의 엔트리/생성과 같은 여타의 액션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도 3에 더욱 도시된 바와 같이, PKdI 서버(212)는 또한 등록 프로세스(304)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등록 프로세스

(304)는 개인들로 하여금 BioPKI 서버(212)로 등록하도록 한다. 상기 등록 프로세스 시, 제3자와 연관된 신뢰된 개인은

PKdI 클라이언트(220)를 갖는 기대되는 사용자를 구성하고, 계좌 ID, 패스워드 및 클라이언트를 통한 가입키의 사용자 엔

트리를 감독한다. 신뢰된 개인은 또한 ID, 패스워드, 가입키 및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실제로 기입하는 사람이 "명명된

(Named)" 가입자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PKdI 서버(212)가 계좌 ID, 패스워드 및 가입자에 의해 기입된 BioPKI 가입키를 유효화한 다음, 상기 가입자는 바이오메

트릭 템플릿의 생성을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다. "검증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의 수신

후, PKdI 서버(212)는 가입자용 개인키 및 공개키(204, 206)(즉, 키 쌍)을 생성한다.

  가입자가 PKdI 서버(212)에 의해 성공적으로 등록된 후, 그/그녀는 정상적인 거래 처리를 위하여 로그인 페이지 또는 특

정화된 로케이션(specified location)으로 리다이렉트(redirect)될 것이다. 로그인 프로세스(306)는 로그인 페이지를 보유

한다. 일반적으로, 로그인 프로세스는 디지털 서명을 요구하는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서명(214)을 생성하기 위한 발신자

의 개인키(206)에 액세스를 허용하기 전에 발신자의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을 승인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여러 장점들 가운데, 이것은 특정 적용예에 있어서 개인이 몇 가지 "토큰"을 지녀야할 필요가 없게 한

다. 그 대신, 이들은 도메인을 함께 갖는 서버(212) 상에 저장될 수 있으며, 모든 검증 및 바이오메트릭 서명 절차들이 일어

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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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로그인 프로세스(306)는 BioPKI 서버에 저장된 패스워드 및 기입된 사용자 ID에 대응하는 바이오메트릭 템플릿

을 이용하여 개인용 바이오메트릭 승인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로그인 프로세스(306)는 PKdI 클라이언트(220)가 개인으

로부터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수집하도록 한다.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은 그 후에 저장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과

비교된다.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의 유효 시,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페이지에 대한 리다이렉트가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ioPKI는 개인과 연관된 허가 정보의 검색 및 검증을 위한 요청된 서비스와 연관된 계좌 및 패스워드 시

스템에 대한 승인된 요청들을 포워드(forward)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만일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이 저장된 템플

릿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바이오메트릭 실패로 인하여 지시된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될 수 있다. "일치"가 판정될 수

있는 방법의 일 예가 계류중인 출원(AWT-003)에 제공되어 있다.

  한 가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BioPKI는 PKdI 서버(212)로의 전송을 위한 바이오메트릭 서명(208) 정보를 암호화하는

PKCS 기술을 이용한다. 암호화 패킷은 몇 가지 계층의 내부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어, 패킷이 전송 시에 또는 발생 시점

(origination point)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PKdI 서버(212)가 바이오메트릭 승인을 위한 요청

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암호화/복호화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되는 요청에 대해 특이한 거래 ID를 할당한다. 그 결

과, 두 가지 동일한 거래가 생성될 수 없으며, 또한 BioPKI 시스템에 의해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PKdI 서버(212)가 바이오메트릭 패킷을 수신하는 경우, 상기 패킷의 각각의 성분의 무결성을 점검한다. 바이오메트릭 서

명은 모든 거래 요청들에 대하여 특이하게 생성된, 원 타임(one time) 개인키-공개키 쌍을 이용함으로써 자기방위적

(self-protecting)이다. 이러한 키 쌍들의 생성은 표준 PKCS 기술들을 이용하여 배치되고, 각각의 거래 요청이 특이한 것

을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구현예는 사용자에 대한 각각의 세션(session) 요청이 PKdI 서버에 의해 랜덤하게 생성되기 때

문에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의 "컷팅 앤드 페이스팅(cutting and pasting)"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보장하며, 거래의 각각의

시점에서의 특이한 암호화를 보장한다. 전체 세션 요청은 그 후에 표준 SSL 프로토콜들을 통해 이중으로 암호화된다. 세

션의 개인-공개 쌍 이외에 무결성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컷팅/페이스팅 핵크(cutting/pasting

hacks)를 포함하여 변조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점검은 (두 방향으로 타겟 클라이언트의 인터넷 어드레

스를 유효화하는) IP 어드레스 스탬프(address stamp) 뿐만 아니라 타임 스탬프 및/또는 특이한 거래 ID를 포함할 수 있

다. 만일 무결성 점검 중 어느 것이 실패하면, 바이오메트릭 요청은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어 상기 요청이 중단된다. 거래

흐름의 속성에 따라, 개인은 에러 또는 오리지널 로그인 페이지와 같은 또 다른 네트워크 로케이션으로 리다이렉트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PKdI 서버의 대안적인 구현예를 예시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예시의 서버는 확인 프

로세스(402)를 더 포함한다.

  기관(예컨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의 거래 확인 페이지들은 수정될 수 있어, 예컨대 전자 거래용 "제출(submit)" 버튼 클

릭 시, 바이오메트릭 확인을 위한 공지된 리다이렉션(re-direction) 기술들을 이용하여 PKdI 서버로 요청이 진행되게 된

다. 그런 다음, PKdI 서버(212)는 발신자와의 링크(link)를 형성하고 PKdI 클라이언트(220)를 불러낸다(invoke).

  발신자의 사용자 Id는 바이오메트릭 템플릿 및 연관된 개인키(206)를 로케이션하는데 사용된다. 그 후, PKdI 클라이언트

(220)는 개인의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을 수집한다. 만일 바이오메트릭 승인이 성공적이라면, 상기 바이오메트릭 서명

(208)과 연관된 개인키(206)가 검색되고 메시지 내용을 서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후, 거래 요청과 연관되고 개인키(206)

로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은 수신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다운스트림으로 진행된다. 만일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요청자의

저장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에 일치하는 것에 실패하면, 개인키가 액세스되지 않고 메시지가 서명되지 않는다. 메시지는

개인키가 개인의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이용하여 유효화될 때까지 "서명되지 않은(unsigned)" 것으로 간주된다.

  디지털 서명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검증이 수신자 및/또는 발신자에 의해 요청될 수 있는데, 이 검증은 또한 확인 프로

세스(402)의 또 다른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신자 또는 발신자는 개인의 템플릿에 대한 추가

바이오메트릭 서명 비교를 요청할 수 있다. 바이오메트릭 서명들은 특정 기간동안 개인키로 서명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캡처 및 유지된다. 개인키에 액세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캡처된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은, 수신자가

상기 승인 프로세스를 수신하는 메시지의 일부분으로 더욱 통합될 수 있다. 이는 이중 검증을 제공한다: 개인키(206)를 액

세스하기 위한 개인의 바이오메트릭 서명(208)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기 메시지 자체 내의 메시지를 서명하는데

사용된 실제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포함하고, 수신된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저장된 템플릿과 비교하는 것.

  상기 확인 프로세스(402)는 상기 바이오메트릭 검증 기능성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유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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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PKdI 서버의 가입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본 발명의 일 형태에 따르면, 상기 프로세스는 둘 이상의 개인의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가입키 생성 프로세스를 보호한다.

다음 단계들은 BioPKI 가입키의 생성이 보안되고 인증가능하도록 보장될 수 있다. 상기 가입 프로세스는 일단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증명되고, 사용자(예컨대, 은행 고객/직원)가 액세스를 얻게 될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엔티티(예컨

대, 금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단계 S502-1 및 S50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로부터 승인된 2명의 직원(키-생성자-1 및 키-생성자-2)/

(KG-1 및 KG-2)은 상기 가입 프로세스에 액세스하여 상기 가입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식별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 후,

상기 가입 프로세스는 각각의 예비-가입키를 생성하고, 그들을 직원과 통신한다. 일 예시에서, 상기 예비-가입키는 특이

하고 랜덤하게 생성된 문자숫자식 기호열이다. 바람직하게는, KG-1 및 KG-2는 모든 입증된 사용자/클라이언트에 대해

예비-가입키를 별도로 생성하기 위하여 가입 프로세스에 액세스할 것이다.

  KG-1 및 KG-2는 그 후에 최종 가입키의 생성 및 입증을 위하여, 상기 예비-가입키를 키 생성자 관리자 및 인증서

(KGAC)로 진행시킬 것이다.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직원이 KGAC가 될 것이다. 상기 KGAC가 기대되는 사용자의 식별 정

보를 기입한 후, 가입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위해 이미 생성된 2개의 예비-가입키에 대하여 KGAC를 프롬프트(prompt)할

것이다. 만일 상기 정보가 맞다면, 가입 프로세스는 최종 가입키를 생성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KGAC에 의해 공급될 바이

오메트릭 서명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S504). 일 예시에서는, 최종 가입키를 생성하기 위하여 독점 프로그램(proprietary

program)이 사용된다.

  단계 S506에서, 상기 KGAC는 그 후에 명령어를 BioPKI 관리자로 진행시켜, 사용자를 정의하고(예컨대, 사용자 ID 생

성), 일치하는 최종 가입키와 연관되도록 하는 디폴트/임시 패스워드를 발행하게 된다. 일 예시에서, 이것은 BioPKI 관리

자로 진행된 인증된 문서(certified document)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인증된 문서는 여타의 가능성 있는 식별 정보 가

운데 사용자 ID, 디폴트/임시 패스워드 및 최종 가입키를 포함할 것이다. 그 후, 상기 BioPKI 관리자는, 아래에 보다 상세

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바이오메트릭 데이터의 수집 및 공인된 클라이언트/사용자의 가입을 위한 준비 시에, 상기 정보를

BioPKI 시스템 내에 입력할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PKdI 서버의 등록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일 예시에서는, BioPKI 관리자가 상기 시스템 내에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애프터-세일(after-sales) 지원 그룹에

인증된 최종 가입키가 제공될 것이다. 애프터-세일 지원 그룹에서의 신뢰된 개인은 그 후에 PDkI 서버와 액세스 및 통신하

기 위한 클라이언트로 기대되는 사용자를 구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지원 그룹은 클라이언트의 워크스테이션 상에

BioPKI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및 바이오메트릭 스캐너를 인스톨할 것이다(단계 S602).

  인스톨 후, 사용자는 애프터-세일 지원 그룹에 의해 제공되는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최종-가입-키를 이용하여 BioPKI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다(단계 S604). 만일 상기 입력된 정보가 저장된 정보

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록 프로세스는 사용자를 등록시키지 않고, 처리가 종결될 것이다(단계 S608). 그렇지 않으면, 사

용자는 그 후에 수집을 위한 바이오메트릭을 입력하기 위하여 프롬프트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명명된 사용자가 바이오

메트릭 샘플(예컨대, 지문 스캔)을 공급하는 실제 사람인 것을 보장하도록 지원 그룹 개인에 의해 상기 바이오메트릭의 수

집이 개인적으로 감독될 것이다(단계 S610).

  만일 바이오메트릭 샘플의 수집이 (단계 S612에서 결정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의 성공적인 생성을 발생시킨다면, 사용

자는 상기 시스템에 의해 등록될 것이다. 이 때 사용자는 그/그녀의 디폴트/임시 시스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 한가

지 예시적인 구현예에서, 등록은 사용자용 공개/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식별 정보 및 사용자의 공개키를 포함하

는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디지털 인증서는 그 후에 상기 사용자가 등록되도록 하여 서비스가

후속 통신을 위하여 사용자의 공개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상기 서비스(예컨대, 금융기관)에 제공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PKdI 서버의 로그인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일 예시에서, 본 발명의 BioPKI 시스템(즉, 인증서 승인부(202), 바람직하게는 신뢰할 만한 제3자)과의 계약을 가지는 서

비스는, 서비스로의 액세스가 요청 사용자에 허가되기 전에 로그인 스크린(login screen)을 가질 것이다. PKdI 서버의 로

그인 프로세스를 런칭(launch)하기 위한 스크립트(script)는 로그인 스크린과 연관될 것이다. 일단 요청 사용자가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는 BioPKI 서버의 로그인 프로세스(306)로 진행될 것이다(단계 S702). 만일 사용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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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패스워드가 일치한다면(단계 S704에서 결정된), 사용자의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이 검색되고, 사용자는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더욱 요청될 것이다(단계 S708). 만일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상기 사용자용 저장된 템플릿에 필적

된다면,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페이지에 대한 리다이렉트가 행해진다. 예를 들어, BioPKI는 사용자에 부여되는 검증

및 허가를 위한 요청된 서비스에서 계정 및 패스워드 시스템에 대한 승인된 요청들을 진행시킬 수 있다. 만일 로그인 또는

바이오메트릭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바이오메트릭 실패로 인하여 지시된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되고, 요청된

서비스로의 액세스가 거부될 것이다(S706).

  위에서 보다 완전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BioPKI는 PKdI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서명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PKCS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암호화 패킷은, 패킷이 전송 시에 또는 발생 시점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

록 사용되는 내부 정보의 몇 가지 계층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PKdI 서버가 바이오메트릭 승인을 위한 요청을 수신

하는 경우, 상기 서버는 암호화/복호화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되는 요청에 대해 특이한 거래 ID를 할당한다. 그 결과, 두 가

지 동일한 거래가 생성될 수 없으며, BioPKI 시스템에 의해 허용되지도 못할 것이다. 여타의 내부 검증들은 IP 스탬프 및

타임 스탬프를 포함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PKdI 서버의 확인 프로세스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방법을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만일 사용자 거래의 확인이 요청된다면, 상기 요청은 예컨대 바이오메트릭 확인을 위하여 공지된 리-다이렉션 기술들을

이용하여 PKdI 서버로 진행된다(단계 S802). 상기 PKdI 서버(212)는 그 후에 발신자와의 링크를 수립하고, 사용자의 바

이오메트릭 서명의 수집 및 전송을 위하여 PKdI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불러낸다(S804).

  발신자의 사용자 ID는 비교를 위하여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을 로케이션하는데 사용된다(단계 S806). 만일 바이오메트릭

승인이 성공적이라면, 사용자와 연관된 개인키(206)가 검색되고 메시지 내용을 서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후, 디지털 서명

이 서비스/수신자로의 메시지에 첨부된다. 만일 바이오메트릭 서명 비교가 실패한다면, 개인키는 액세스되지 않고, 메시지

는 서명되지 않는다(단계 S808). 이 때, 수신자는 디지털 서명을 복호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액세스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개인의 템플릿에 대한 바이오메트릭 서명 비교를 요청함으로써, 디지털 서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검증이 이루

어질 수 있다. 이것을 원하는 지의 여부(수신자나 발신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요청됨)는 단계 S812에서 판정된다. 단계

S804에서 캡처된 바이오메트릭 서명들은 특별한 기간동안 바이오 개인키로 서명되는 각각의 거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유지될 수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바이오메트릭 서명 자체는 수신자가 상기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 수신하는 메시

지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다(단계 S814). 이는 상기 메시지를 서명하는데 사용된 실제 서명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인

키를 이용하여 이중 검증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신자의 요청 시, 확인 프로세스는 진행된 바이오메트릭 서명

이 발신자의 저장된 템플릿에 대해 성공적으로 비교되는 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은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특별하게 기술되었지만, 당업계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 및 상세로 변경 및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첨부된 청구범위는 이러한 변경

예 및 수정예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요청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수집하는 단계;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상기 사용자와 연관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에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결과에 따라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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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만일 상기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상기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개인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과 연관된 상기 서비스에 상기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과 연관된 상기 서비스에 상기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대응하는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가 상기 비교하는 단계의 결과에 따라 상기 요청에 대응하는 거래를 수행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용 예비-가입키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예비-가입키를 각각의 키 생성자에 공급하는 단계; 및

  만일 키 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키가 상기 키 생성자에 공급된 상기 예비-가입키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에 대

한 최종 가입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키 관리자는 상기 키 생성자와 상이한 사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가입키의 비교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등록을 검증하는 단계;

  등록이 검증된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용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을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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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만 상기 개인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상기 최종 가입키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승인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상기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암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암호화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무결성(integrity) 정보를 포함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 서버에서 상기 암호화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복호화하는 단계; 및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의해 포함된 상기 무결성 정보를 점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무결성 정보는 특이한 거래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상기 개인키와 연관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개키 및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유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은 지문 스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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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요청을 수신하는 수단;

  상기 요청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수집하는 수단;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상기 사용자와 연관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에 비교하는 수단; 및

  비교하는 단계의 결과에 따라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만일 상기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상기 사용자에 대하여 상기 개인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과 연관된 상기 서비스에 상기 디지털 서명을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과 연관된 상기 서비스에 상기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대응하는 바이오메트릭 서명을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가 상기 비교하는 수단의 결과에 따라 상기 요청에 대응하는 거래를 수행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용 예비-가입키를 생성하는 수단;

  상기 예비-가입키를 각각의 키 생성자에 공급하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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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키 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키가 상기 키 생성자에 공급된 상기 예비-가입키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에 대

한 최종 가입키를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키 관리자는 상기 키 생성자와 상이한 사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 가입키의 비교에 따라 상기 사용자의 등록을 검증하는 수단;

  등록이 검증된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용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을 생성하는 수단; 및

  상기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만 상기 개인키를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상기 최종 가입키와 연관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 14항에 있어서,

  승인 서버로의 전송을 위하여 상기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암호화하는 수단; 및

  상기 암호화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무결성 정보를 포함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 서버에서 상기 암호화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복호화하는 수단; 및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에 의해 포함된 상기 무결성 정보를 점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무결성 정보는 특이한 거래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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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항에 있어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상기 개인키와 연관시키는 수단; 및

  상기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개키 및 상기 사용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유지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메트릭 샘플은 지문 스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승인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요청들을 인터셉트하는 서버; 및

  상기 요청과 연관된 사용자로부터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수집하는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서버는 상기 수집된 바이오메트릭 샘플을 승인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와 연관된 바이오메트릭 템플릿을 유지시키

고,

  상기 서버는 상기 승인의 결과에 따라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를 액세스하기 위하

여 토큰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인 인프라스트럭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키는 상기 사용자가 상기 서비스에 의해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서명하는데 사용되고, 상기 서비스

는 대응하는 공개키를 상기 서버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승인 인프라스트럭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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