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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증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하드웨어의 고유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일정한 서비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이용되는 사용자 인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

다 상세하게는 사용자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려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용자의 식별이 완전하여 신

상 정보 유출의 피해와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ASS WORD)의 도용 또는 분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루어진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

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인증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증 매체에는 인증을 위한 암호 연산 공식의 일부 조각을 실행 파

일에 컴파일하여 마련하고, 인테넷 이용 또는 인증을 위하여 서버와의 접속시 상기 인증 공식 조각의 나머지 공식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공식을 마련하고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하여 유일한 

암호값을 인증 정보로서 서버에 전송하여 인증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인터넷, 인증, 암호, 보안, 아이디,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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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인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2a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 도 2b는 인증 공식 조각을 재 배열하는 조

합식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도 3a은 인증 방법에 있어서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 도 3b는 서버 측에서 전송되는 조합키의 전송 단

계를 예시한 조합키 전송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인증 매체를 이용한 사용자의 설치(INSTALL)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도 5는 본 발명의 인증 매체를 이용한 인증 방법 중 인터넷을 매개로 서버와의 인증 단계의 제어를 도시한 플로우챠

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일정한 서비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이용되는 사용자 인증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

다 상세하게는 사용자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려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용자의 식별이 완전하여 신

상 정보 유출의 피해와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ASS WORD)의 도용 또는 분실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루어진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

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 역시 매우 강력하게 개발되어 정보처리에 많은 실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각 개인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하는 인터넷 관련 기

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 검색과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순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테넷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이나 일정한 상거래 접속(이하 단순히 '서비스 게이트' 접속이라 칭함)를 위해서

는 사용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신분 확인은 곧 경제적인 환금성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서비스 게이트에 접속하는데 따른 사용자의 식별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등록 절차를 밟음으로서 사용자 스스로 설정한 한정된 텍스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의하여 식별 및 관리가 이루어

진다.

물론 상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상 정보를 서비스 게이트에 제시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

다.

이때 많은 사용자는 서비스 게이트에 가입에 앞서 신상 정보의 유출에 따른 폐해를 염려하게되어 적극적인 서비스 이

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CP)에게는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신상 정보의 구체적인 요구는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갖게하며 특히 상업적인 서비스 게이트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상 정보의 유출을 꺼림과 동시에 많은 익명성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래에도 이러한 인테넷의 잇점과 편리성을 그대로 추구하면서도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암호화 기술 및 보안 

솔루션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제한된 분야에서는 인증이라는 방식의 기술이 제안

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지되어 있는 사용자 인증에 대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암호 알고리즘은 키의 특성에 따라 크게 암호, 복호화 키가 같은 대칭키 암호알고리즘과 암호,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암호, 복호화 키가 같은 대칭치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 사용자가 늘어나고, 또한 다양한 암호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 제기되면서 키관리 문제와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1976년 W. Diffie와 M. E. Hellman이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한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에서 공개키 암호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다.

그 후 많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안전도 또는 실용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나, 1978년 소

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반을 둔 RSA가 소개되어 지금까지 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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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Data Encryption Standard)암호화 시스템은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알고 있는 동일한 대칭키를 이용하여 메시지

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DES 암호화 시스템은 키의 사전분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즉, 단체와 기업같은 폐쇄적인 사용자들은 

용이하나 인터넷같은 개방형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대칭키를 보유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

또한, 여러 사용자와 사용하려면 많은 수의(n*(n-1)/2)의 대칭키가 필요하게 되고 대칭키의 생성과 분배는 시스템의 

효울성을 저하시키고, 많은 수의 대칭키를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운 문제가 있다.

RSA(발명자 R. Rivest, A. Shamir, 및 L. Adleman의 이니셜)공개 암호시스템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이한 두 개의 

키를 각각 암호화와 복호화에 이용하는 것으로 송신자는 메시지 m을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

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개인키로 복호화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모든 사용자는 자기만의 한쌍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며 공개키는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사람에게 

모두 제공해 주고, 개인키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키의 사전분배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서명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출현시키고 있다.

상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일방향 함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방향 함수 x가 주어지면 y=f(x)로서 그 계산이 용이한 

반면, y가 주어졌을 때 x를 구하기 위한 f(x)의 역 함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함수 f(x)를 말한다.

즉, 두 개의 매우 큰 소수의 곱 p와 q가 매우 큰 소수이면 n=p*q의 계산은 용이한 반면, 합성수인 n에서 p와 q를 구하

는 것이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되므로 암호화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이 일방향 함수를 이용한

다.

한편, 타원곡선(Elliptic Curves)은 약 150년전부터 수학적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 왔고, 최근 Andrew Wiles의 F

ermat's Last Theorem 증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타원곡선암호시스템(ECC;Elliptic Curves Cryptosy

stem)은 10여년전 비트당 안전도가 타 공개키 시스템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최근 높은 속도의 구현이 가

능하게 되었다.

타원곡선을 이용한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유한체(finite fields)위에서 정의된 타원곡선 군에서의 이산대수 문제에 기

초한 타원곡선 암호시스템(ECC, Elliptic Curve Cryptosystem)은 1985년 N. Koblitz와 V. Miller에 의해 처음 제안

된 이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더욱이, 타원곡선방법(ECM, Elliptic Curve Method)은 최근 RSA 암호시스템의 근간

이 되는 인수분해 문제와 소수성 테스트를 위한 효율적 알고리즘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은 유한체의 곱셈군에 근거한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장점을 갖고 있다.

군(Group)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타원곡선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암호시스템 설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상기 군에서의 subexponential time algorithms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안전한 암호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

다는 것이다.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은 존재하는 다른 공개키 스킴과 같은 안전도를 제공하는 데에 더 작은 키길이를 가지고 가능하

다(예, RSA 1024비트 키와 ECC 160비트 키를 갖는 암호시스템은 같은 안전도를 갖는다).

타원곡선에서의 더하기 연산은 유한체에서의 연산을 포함하므로, H/W와 S/W로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더욱이 이 군

에서의 이산대수 문제는 특히, 같은 크기의 유한체 K에서의 이산대수 문제보다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유형의 암호화 인증 방법에 있어서 인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 시도가 

있으나 시스템을 해킹하는 기술과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

하고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우려하는 암호체계의 파괴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외곡된 거래를 가능하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

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와 정보의 유통을 소극적이게 하거나 불신하게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증공식구조 :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지는 인증공식의 형식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값

을 갖는다.

인증공식 조각 : 인증 매체 내부에 기록되어 마련된 인증을 위한 공식의 일부와, 서버에서 보내는 인증공식의 일부로

서 인증매체와 서버에 나뉘어 존재하며 서버에서 보내 오는 공식에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인증 공식을 

만들며 각 조각은 연산자, 숫자, bit연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매체 : 프로그램을 기록한 CD-ROM과 같은 기록 매체로서, 매체 내부에 인증에 필요한 인증 공식 조각과 서버에

서 받은 인증 공식을 조합하기 위한 조합 식을 포함하며 인증 프로그램과 웹브라우져를 포함하고 있다.

하드웨어 참조 로그 : 최초 인증 소프트웨어 설치시 참조하는 하드웨어의 목록을 말한다. 조합식 : 인증매체와 서버로

부터 전송된 인증공식 조각을 재 배열하는 함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조합키 : 인증공식 구조에 대입되어야

하는 재 배열된 공식 조각의 위치값과 인증값 계산에 대입될 사용자의 하드웨어와 해당 하드웨어에서 어느 구간 몇 

바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도 2a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b는 인증 공식 조각을

재 배열하는 조합식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 도 3a은 인증 방법에 있어서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 도 3

b는 서버 측에서 전송되는 조합키의 전송 단계를 예시한 조합키 전송 개념도를 도시하고 있다

사용자(클라이언트)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CP)와 접속하기 위하여 인증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인증 매체를 구

매 등의 방식으로 획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한 인증 매체는 시리얼 넘버가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어 인증시 매체의 제작 일련번호를 서버에 송신케 한다. 즉, 도

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인증 매체를 사용자 컴퓨터에 인스톨하면 매체에 포함된 캡쳐 프로그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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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중 불변하고 유일한 값을 갖는 고유정보(맥 어드레스, 하드디스크 또는 램 시리얼 넘버,

CPU 시리얼 넘버 등)의 캡쳐를 통해 하드웨어 정보 선정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 추출과, 추출

된 하드웨어 정보 리스트를 서버로 제공하고, 인증매체 내의 인증공식 조각을 읽어 서버로부터 받은 인증공식 조각과

함께 상기 설명한 조합식에 의하여 재 배열하고, 전송되는 조합키(참조:인증공식구조 / 구분:인증공식조각 재배열 위

치값)에 의하여 재 배열된 인증공식 조각 중에서 사용할 조각을 추출하고 서버로부터 전송된 인증공식구조에 상기 선

정된 소스값과 사용할 인증공식 조각을 추출하고 연산하여 인증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인증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인증공식 조각과, 인증공식 구조 및 사용할 인증공식 조각의 위치값은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수신 확인을 이루면서 전송되는 과정으로 이루진다. 이는 통상의 정보(값) 전송과 수신확인 과정을 거

친 후 다음 정보(값)를 전송하며 반복하는 것으로 수신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도 3b와 같다.

상기 인증 매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는 인증 암호 공식의 나머지 일부인 인증 공식 

조각을 클라이언트측으로 전송하며 상기 인증 공식 조각과 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공식을 형성하게 한다. 상기 인증

공식의 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 공식 조각은 클라이언트 측의 인증 매체와, 서버에 각각

나뉘어 존재한다. 클라이언트 요청으로 서버에서 나머지 인증공식조각을 전송하면 클라이언트는 인증매체에 포함된 

인증공식조각과 서버에서 받은 인증공식조각을 추출 순서대로 배열을 이룬다. 배열된 인증공식조각들은 인증매체에 

포함된 조합식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로 배열 위치가 변경되어 재 배열을 이룬다. 상기 조합식 프로그램은 인증공

식 조각들의 총 수의 범위 내(클라이언트의 인증 매체에 6개의 인증공식 조각, 서버에서 보내온 인증공식 조각이 6개

로 가정) 에서 총 인증공식 조각의 수를 12개로 하는 경우, 이 12개의 인증공식 조각을 무작위로 섞어 배열하기 위하

여 1~12사이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임의의 숫자를 난수로서 생성하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성된 임의의 숫자의

배열 위치에 나열된 인증공식 조각을 대입하여 인증공식 조각의 배열을 완료한다. 따라서, 매번 동일하게 추출되는 

인증 매체 내의 인증공식 조각 6개와 서버로부터 임의의 순서로 전송되어 온 인증공식 조각 6개를 나열하고, 조합식

에 의하여 생성된 1 ~12 사이의 임의의 숫자 배열 위치값을 기준으로 각 인증공식 조각이 대입되어 재 배열됨으로서 

매번 상이하게 인증공식 조각을 배열하게 된다(도2b 참조). 예를들어 인증공식 조각의 초기 배열이 아래와 같을 때,

[표 1]

조합식에 의하여 생성된 1 ~ 12 사이의 난수 숫자 배열에 의하여 각 인증공식 조각의 위치값이 대입되면

[표 2]

와 같이 인증공식 조각의 배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조합식에 의한 난수 생성 순위로 첫번째 '10'이 발생되면 최

초 배열에서 열번째 위치하는 인증공식조각 'D'값은 재 배열 위치에서는 첫번째 위치로 이동하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공식 조각을 배열하는 조합식 프로그램은 인증공식 총 수와 일치하는 일정 범위 내의 임의의 숫자를 생성하며 이

미 생성된 숫자는 제외하고 프로그램상 루프를 돌면서 각기 다른 숫자를 생성 배열하고 배열된 숫자에 인증공식 조각

의 위치값을 대입시켜 재 배열을 이룬다. 상기 인증공식 조각은 연산자, 숫자, bit연산자 등이 사용되며 그 숫자는 제

한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와 같이 재 배열된 인증공식조각으로부터 일정 공식 조각을 추출하는 조합키는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키 값으로서 인증공식에 사용(선택)되는 인증공식 조각의 재 배열 위치값과, 인증값 계산에 소스값으로서 

사용될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종류와, 해당 하드웨어의 캡쳐된 정보에서 몇 바이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하는 키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무작위로 재 배열된 인증공식 조각의 위치값에 대입된 각 인증공식 조각

중에서 몇번째 위치값을 몇개 취하여 인증공식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과, 사용자 컴퓨터의 여러 하드웨어 중

에서 어떤 하드웨어의 정보를 사용하며 해당 하드웨어의 캡쳐 정보 내에서 상위, 하위 또는 일정구간의 값을 몇 바이

트로 취하여 암호화될 소스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조합키는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키는 선정될 하드웨어 종류

와 사용 정보의 위치와 바이트수, 선정된 인증공식조각의 위치값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증공식의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예시적으로 상기 [표1], [표2]와 같은 조합식에 의한 재 배열을 이룬 경우 조합키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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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와 같이 이루어지면, 인증공식구조에 대입 완성되는 인증공식 CC[X] = M[x](B)(C)(a)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조합키의 첫째 바이트는 암호화 인증정보에 이용될 소스값 M[x]의 공식 내 배열 위치값, 두번째 바이트

는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리스트 중에서 암호화 소스값으로 사용될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위치값, 세번째 바이트

는 두번째 바이트에서 지정된 해당 하드웨어 정보 중 소스값으로 사용될 구가을 지정하고, 인증공식 조각의 재 배열된

위치값을 지정하는 키값으로 구성된다. 즉, 상기 조합키를 살펴보면, 조합키 1은 공식의 첫번째 위치값으로서 암호화 

인증정보의 소스값으로 사용될 하드웨어 리스트를 하드디스크 시리얼넘버(HDD)로 지정하여 하위 6바이트를 선정하

도록 (1, HDD, 6)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재배열된 인증공식조각의 위치값을 6, 4, 3번째로 지정하여 해당 

인증공식조각 (B), (C), (a)를 추출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인증 공식에는 사용자인 클라이언트의 컴퓨터 내부에 불변하며 유일한 값은 갖는 하드웨어 

고유 정보를 읽어 상기 완성된 인증 공식에 대입하여 연산하므로 결과값으로서의 인증 정보를 생성한다. 상기 인증공

식 조각의 전송으로부터 인증정보를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는 도 3b와 같이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수신

확인(ACK)하면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서버 측은 도 3a에 도시한 처리 개념도와 같이, 서버는 인증공식 생성서버로

부터 접속된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용될 인증공식의 방식과 형식을 랜덤하게 생성하며, 인증공식구조와 인증공식 조

각을 클라이언트 측에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한 인증정보가 수신되면 해당 클라이언트의 인증매체 시리얼 

넘버에 링크되어 기록된 인증공식 조각과 서버에서 제공한 인증공식 조각을 참조하고, 해독에 필요한 역공식을 읽어

들여 이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인증정보를 대입 연산하여 클라이언트가 암호화한 소스값에 해당하는 고유 정보를

복호하여 생성하고 이 고유 정보를 서버에 등록된 사용자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리스트 중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등

록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사용자인지의 여부를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본 발명은 서버측에 사용자 신상 정보가 전혀 없음으로 서버에 보관된 정보의 유출 피해, 혹은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의 피해가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구매되는 인증 매체를 통하여 접속 가능한 서버를 사전에 등록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 사용자 간에

신용카드 등의 결재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정보 이용료를 과금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

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항상 숙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고 보안을 위한 패스워드의 잦은 변

경 등의 관리 문제가 배제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

증 방법 및 이 인증 방법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사용자 컴퓨터에 내장된 특정 하드웨어의 정보를 인증 연산식에 

대입하여 차별화되고 유일한 인증정보를 생성하도록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증 매체 상기 인증 정보를 연산하는 일

부 공식 조 각을 기록하여 마련하고, 서비스 게이트의 서버측으로부터 나머지 일부 공식 조각을 받아 두 인증 공식 조

각을 조합하여 완성된 인증 공식을 만들어 상기 특정의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하여 완성된 인증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

다.

상기 마련된 인증 정보는 인증 매체의 일련번호와 함께 서버측으로 전송되어 사용자 등록과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인증 소프트웨어는 현재 삽입된 인증 매체가 정상적인 인증 매체인지를 확인(S103)한다. 인증 매체는 복제 방지(CO

PY PROTECTION) 되어 있다. 이는 상기 인증 매체에 담긴 복제 방지(COPY PROTECTION)프로그램에 의하여 인

증 매체의 프로그램이 복제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카피락(copy lock)이라는 기술로 알

려져 있다.

인증공식 :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지는 값으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값을 갖는다.

인증공식 조각 : 인증 매체 내부에 기록되어 마련된 인증을 위한 공식의 일부로서 서버에서 보내 오는 공식과 조합되

어 하나의 완전한 인증 공식을 만든다.

유통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인증 매체는 자체 체크를 통해 기록된 제품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일정한 규칙에 근거하

는 정상적인 제조 번호인가를 확인(S106)한다.

제조 번호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서비스 게이트의 서버에 접속하여 제품 번호를 전송하고 등록 상태를 확인(S107)하

는 단계를 통하여 정상적인 인증 매체를 명확하게 한다. 상기 스텝 106까지는 모두 인증 매체가 자체적으로 체크하여

불법 복제 또는 사용 기간의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매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 복제되는 인증 매

체를 통하여 서비스 게이트와의 접속을 통한 인증 시도 자체가 서비스 게이트의 접속 폭주를 일으켜 정상 제품 사용

자의 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적인 체크를 분산시켜 사용자 컴퓨터에서 자체적을 실행되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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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증 매체로 거듭 확인된 단계 이후에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정보를 

선정하여 선정 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항목 리스트를 서버로 전송(S108)한다. 상기 리스트의 작성은 캡쳐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특정 하드웨어라 함은 유일한 값을 갖는 하드웨어를 말하며 이러한 값은 사용자 1인의 컴퓨터 하

드웨어 구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드웨어인 것이다. 캡쳐 프로그램은 인증 매체에 포함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캡쳐할

정보가 중앙처리장치(CPU)인 경우에는 EX, DX, REGISTRY 또는 CPU 특정 메모리에 상존하는 정보를 캡쳐하여 정

보를 생성하며,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공장 출하시 부여된 시리얼 번호를 가상드라이브를 통해 캡쳐하며, MAC 어

드레스인 경우에는 랜 카드에 조합키를 읽어 캡쳐하며, 램 바이오스인 경우에는 컴퓨터 가동시 올려진 가상 드라이버

에서 메인보드 상의 바이오스 제어 펑션을 통해 읽어 캡쳐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인증 소프트웨어 :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로직이며,

인증 매체는 자체적으로 기록되어 마련된 인증 공식 조각과 서버측으로부터 전송되는 나머지 인증 공식조각을 조합

하고 조합키에 의해 일부를 추출하여 인증공식구조에 대입하여 완전한 인증 공식을 만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선

정된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S109)한다.

생성된 인증 정보는 제품의 시리얼 넘버와 함께 서버 측에 전송되어 등록(S110)됨으로 인증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사

용자 등록(S111)이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서 서버측에 저장되는 정보는 인증 정보에서 추출된 사용자 고유의 하드웨

어 정보만이 저장되게 된다. 이는 접속 시마다 변동되는 인증 공식에 따른 암호값 역시 매번 변동되는 값이 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인증 정보가 고유값으로 저장 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증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풀어 역 해독하여 순수

하드웨어 정보 만을 등록해 두어야만 접속 시마다 변화되는 인증정보 결과값을 해독하여 사용자를 비교 인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상기 제품의 시리얼 넘버는 마치 기존의 아이디로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를 결합한 암호 형태의 인증 정보로

서 패스워드로 이해하면 된다.

도 2는 인증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를 도 시하고 있다.

도 3은 인증 방법에 있어서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개념도를 도시하고 있다.

사용자(클라이언트)는 인텐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CP)와 접속하기 위하여 인증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인증 매체를 구

매 등의 방식으로 획득한다.

서버 측에서는 인증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증 공식을 호출(S301)하면 서버 측에는 인증 공식

을 일정 시간이 경과(S304)시 마다 새로운 암호 공식을 생성(S303)하는 인증 공식 생성 서버로부터 인증 공식조각과

구조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인증 공식을 선택적으로 조합할 방식을 지정한 조합키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S3

02)하여 인증 정보를 요구한다.

상기 인증 공식 조각은 실행파일에 포함시켜 컴파일하여 이루고 인증 공식 조각은 복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인증 매체는 시리얼 넘버가 데이터로 기록되어 있어 인증시 매체의 제작 일련번호를 서버에 송신케 한다.

상기 인증 매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는 인증 암호 공식의 나머지 일부인 인증 공식을

클라이언트측으로 전송하며 상기 인증 공식 조각과 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공식을 형성하게 한다.

서버로부터 전송된 인증 공식 조각과 인증 매체로부터 읽어들인 인증 공식 조각은 매체 속에 포함시켜 둔 조합식에 

의하여 하나의 암호 인증 공식으로 조합 생성(S204)되는데 조합은 서버로부터 함께 전송된 조합 키에 의해 조합 방식

이 결정된다. 상기 조합식은 매체에 존재하는 공식 조각 재배열 프로그램으로서 인증 공식 조각들을 배열을 관장하는

것이며, 조합키는 서버로부터 전송되며 상기 조합식에 의하여 배열된 공식중 사용되는 부분과 사용되지 않을 부분을 

정의한다. 이 두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전한 공식이 만들어지며 서버에서의 조합키 값이 변동되면 동일한 암호 방식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연산되는 결과값은 상이하게 나타나 인증의 정확성을 기하게 된다.

상기 인증 정보는 시리얼 넘버와 함께 서버측으로 전송되어 서버에서 해독되어 인증을 결정하게 한다.

서버측의 서비스 게이트에 인증 매체 시리얼 넘버와 생성된 인증 정보를 전송(S206)하면 서버 측에서는 수신한 인증 

정보를 상기 제공된 공식의 역 공식에 대입하여 원래의 인증 정보를 복호하여 생성(S401)하여 설치시 등록된 인증 정

보와 비교(S402)하여 인증 확인 내용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면 클라이언트는 인증 확인(S207, S208)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S403)한다. 상기 원래의 인증 정보라함은 사용자 측에서 결합에 의하여 완성된 인증 공식에 의

해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 연산하여 생성한 인증 정보를 서비스 게이트인 서버 측에서 받아, 제공된 공식의 역 공식으

로 암호화된 값을 풀어 인증정보를 역 생성하여 추출되는 인증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의 하드웨어 정보로 이해한다.

상기 유일 값을 갖는 하드웨어의 정보로는 근거리 통신망(LAN)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카드의 맥 어드레스(MAC A

DDRESS)가 이용될 수 있다.

맥 어드레스는 OSI 7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맥 계층에 의해 사용되는 주소로서 네트워크 카드의 48비트 하드웨어

주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더넷 주소 또는 토큰링 주소와 동일하다. 여기의 네트워크 카드(NIC)는 제조사에 의하여 

부여되는 하드웨어 주소는 UAA(UNIVERSAIIY ADMINISTERED ADDRESS)로서 모든 네트워크 카드가 유일한 값

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유일 값을 갖는 하드웨어 정보로는 하드디스크와 램의 시리얼 넘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제조사 마

다 관리용으로 이용되는 제조 번호를 입력시켜 둠으로서 고유의 값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일 값을 갖는 하드웨어 정보로는 중앙처리장치(CPU)의 시리얼 넘버가 선택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프로

그램의 호출에 의하여 불러 들일 수 있는 제품군은 인텔(INTEL)사의 펜티엄(PENTIUM)Ⅲ 이상급의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상기 유일 값을 갖는 하드웨어 정보로는 하드디스크 볼률 레이블 넘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 사

에서 지원하는 모든 OS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얻기 힘들 때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고려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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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드디스크를 초기화 할 때 적용되는 일련의 번호로서 완전히 유별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공통된 번호을 가진 

사용자가 가깝게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 4에는 본 발명의 인증 매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설치(INSTALL) 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우챠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 매체 내에는 인증에 관련된 일련의 처리를 이루는 인증 소프트웨어와 매체의 유통기한과 사용

기간 및 시리얼넘버와 접속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분류 등이 기록되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인증 매체는 교육용, 오락용, 정보검색용, 성인 전용 등등의 여러 분류에 의한 용도로 각기 제작될 수 있다.

제작된 인증 매체에는 각 분류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업자(CP)의 ULR을 입력시켜 링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인증 매체를 구입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게되면, 인증 매체(CD-ROM 등)를 컴퓨터의 해당 드라이브

에 삽입(S101)한다.

컴퓨터가 매체의 존재를 확인하면 매체 내에 기록된 인증 소프트웨어를 호출하여 자동실행 시켜 설치(INSTALL)를 

이루며 설치(S102)가 완료되면 인증 절차를 수행 할 수 있게된다. 물론 이미 인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의 경

우에는 인증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다.

인증 소프트웨어는 현재 삽입된 인증 매체가 정상적인 인증 매체인지를 확인(S103)한다. 인증 매체는 복제 방지(CO

PY PROTECTION)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증공식 조각의 수를 각각 6개씩 총 12개로 구성된 경우로 예를들어 설명한다.

상기 서버의 날짜 정보로부터 삽입된 인증 매체가 유통기한 내의 매체인지를 확인(S105)한다. 유통 기한은 서비스 분

류에 따라 상이하게 제조될 수 있으며 통상 수개월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기간은 상기 설정된 유통 

기한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날짜(또는 시간)를 계산해 낸다.

유통기한 내에 있는 경우 인증 매체에 기록된 제품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제조 번호인가를 확인(S106)한

다.

제조 번호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제품 번호의 등록 상태를 확인(S107)하는 단계를 통하여 정상적인 인증 매체를 명확

하게 한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증 매체로 거듭 확인된 단계 이후에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정보를 

선정하여 선정 항목 리스트를 작성(S108)한다.

상기 하드웨어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맥 어드레스, 하드디스크 또는 램의 시리얼 넘버, 중앙처리장치의 시리얼 넘

버 및 하드디스크의 볼륨 레이블 등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택 가능한 정보로 이해하면 된다.

인증 매체는 자체적으로 기록되어 마련된 인증 공식 조각과 서버측으로부터 전송되는 나머지 인증 공식을 조합하여 

완전한 인증 공식을 만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선정된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하여 인증 정보를 생성(S109)한다.

생성된 인증 정보는 제품의 시리얼 넘버와 함께 서버 측에 전송되어 등록(S110)됨으로 인증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사

용자 등록(S111)이 완료되는 것이다.

상기 제품의 시리얼 넘버는 마치 기존의 아이디로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를 결합한 암호 형태의 인증 정보는

패스워드로 이해하면 된다.

조합식의 내용은 어떠한 공식 조각들을 어떠한 순서로 배열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등록이 이루어진 사용자가 서버측의 서비스 게이트를 통하여 특정의 정보제공업자(CP)에게 접속하려 할 경우를 살펴

본다.

먼저 구매된 인증 매체를 컴퓨터에 삽입하여 서비스를 요청(S201)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인증 정보가 제공된다.

서버 측에서는 인증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증 공식을 호출(S301)하면 서버 측에는 인증 공식

을 일정 시간이 경과(S304)시 마다 새로운 암호 공식을 생성(S303)하는 인증 공식 생성 서버로부터 인증 공식과 인

증 정보 요구 및 인증 공식을 조합할 방식을 지정한 조합키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S302)한다.

클라이언트 측의 컴퓨터는 인증 매체에 기록된 인증 공식 조각을 추출(S202)한다.

인증 공식은 실행 파일 속에 컴파일되어 마련되어 보안성을 갖도록 한다.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리스트에서 해당 하드웨어의 특정 정보를 추출(S203)한다.

서버로부터 전송된 인증 공식과 인증 매체로부터 읽어들인 인증 공식 조각은 매체 속에 포함시켜 둔 조합식에 의하여

하나의 암호 인증 공식으로 조합 생성(S204)되는데 조합은 서버로부터 함께 전송된 조합 키에 의해 조합 방식이 결정

된다.

상기 추출된 하드웨어의 특정 정보를 상기 조합 완성된 하나의 인증 공식에 대입하여 연산을 이루면 결과값으로서의 

인증 정보를 생성(S205)한다.

서버 측으로부터 받는 인증 공식은 공식 생성 서버에서 일정 시간 마다 변경되는 공식으로 공식의 조합 방식에 따라

서는 전혀 다른 결과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인증 공식 조각을 A, B, C, D, E, F 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접속은 서버측의 서비스 게이트를 경유하여 링크되도록 이룬다.

이는 서비스 게이트에서 과금 정보를 기록 보유하여 그 사용료를 정산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보호와 정보제공업자 모

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는 일정 횟수 인증을 반복(S209)하여 시도하고 최종 인증이 거부되면 인증 에러를 표

시(S210)하고 종료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을 여러 실시예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발명에서 서두에 언급한 여러 암호화 기술들은 모두 본 발명의 암호 전송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대로 채택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인증 매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법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인증 매체를 컴퓨터에 삽입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인증매체의 유무와, 인 증 매체가 적법한 절차로 구매된 정상적인 인증 매체임을 증명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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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시리얼 번호의 확인 및 인증 매체의 분실 또는 이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되는 컴퓨터의 특정 하

드웨어 정보와 결합되어 인증 등록되는 3단계 인증에 의하여 사용자의 신상정보 일체가 전혀 필요치 않아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상정보 유출의 피해를 완전하게 방지 할 수 있다.

로 가정하면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각 인증 공식 조각들은 예제와 같이 정해

진 값 뿐만 아니라 해당 공식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식(Method)이나 형식(Class)을 갖는다) 전술한 예와같이 조합식 

프로그램에 의하여 재 배열된 인증공식조각 들 중에서 조합키가 지정한 인증공식조각 위치값에 해당하는 인증공식이

추출되고 암호화 소스값으로서 특정 하드웨어 정보의 일정 구간이 선정되어 추출된다. 이때 전술한 예와같이 조합키

가 1, HDD, 6, 6, 4, 3으로 이루어져 조합식으로 재 배열된 인증공식 조각을 추출하면

인증공식은 CC[x] = M[x](B)(C)(a)로 완성되고 각 변수 위치에 상기 키값을 대입하면,

최초 인증 매체를 구매하여 인증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기서 M은 참조된 하드웨어 정보의 아스키 코드 값으로서 암호화될 소스(하드디스크(HDD)시리얼넘버 하위 6바이

트, CC 는 암호화된 값, x는 배열을 나타낸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 접속(LOG-IN)하는 경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자(CP)로부터 다른 정보제공업자(CP)로 URL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때에는 새로운 인증 공식을 조합 생성하고 인증 정보를 연산해 내도록 한다.

상기 Shift Left x의 경우 실제로 상기와 같이 계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지만 결과값은 동일하여 표기하였으며, 컴

퓨터 내에서의 처리는 2진수로 변환된 후 모든 숫자들이 왼쪽으로 x번 이동하게 된다.

하드웨어 정보의 구조로서;

네트워크 카드(NIC)의 맥 어드레스는 16진수 형태로 이루어져 12자리로 구성되어 있다(ex: 52.55.01.F4.A6.EF).

하드디스크 또는 램의 시리얼 넘버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16진수 형태의 유동적인 자리수를 갖고 있다(ex:012abcd0

0123......).

중앙처리장치(CPU)의 시리얼 넘버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16진수 24자리로 구성되어 있다(인텔제품에 한정 ex:0000

-0686-0000-1234-5678-9ABC).

하드디스크의 볼륨 레이블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16진수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ex:1579-12AF)

상기와 같이 컴퓨터에 내장된 하드웨어는 제조사의 관리 목적이나 또는 구분을 위하여 각기 상이한 유일값을 갖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유일값을 인증에 주요 변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드웨어 정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참조될 수 있다.

상기 맥 어드레스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52.55.01.F4.A6.EF의 값을 읽어와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면 525501F4A6EF

=535053534849705265546970이 된다(변환된 값은 해당 ASCII CODE 값의 -x 값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는 

처리속도와 계산의 편의성 및 소스의 암호화에 유용하다).

조합식의 내용은 어떠한 공식 조각들을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배열을 하는가 하는 내용과, 계산에 사용할 인증값을 

명자리 단위로 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버측의 어떠한 공식을 수행할 것인지 어

떠한 값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언되어 있다.

인증 매체내의 인증 공식 조각은 실행 파일에 컴파일되어 있으며 인증 공식 조각은 하나 이상이 된다.

예로서 인증 공식 조각을 a, b, c, d, e, f로 하는 경우

a = Shift Left 8

b = mod x

c = 12367

d = 127

e = XOR A

f = -40 으로 하고,

서버 측으로부터 받는 인증 공식은 공식 생성 서버에서 일정 시간 마다 변경되는 공식으로 공식의 조합 방식에 따라

서는 전혀 다른 결과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인증 공식을 A, B, C, D, E, F 로 하는 경우

A = 227

B = ^A

C = mod c

D = (d^A)mod A

E = ...

F = ...

로 가정하면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각 인증 공식 조각들은 예제와 같이 정해

진 값 뿐만 아니라 해당 공식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식(Method)이나 형식(Class)을 갖는다),

CC[x] = M[x](B)(C)(a) ------------ 암호화된 값

CC[x] = ((M[x]^227 mod 12,367)*2^8

여기서 M은 참조된 하드웨어 정보의 아스키 코드 값으로서 암호화될 소스, CC 는 암호화된 값, x는 배열을 나타낸다.

M[x]가 58인 경우에 대입하여 연산하면,

CC[x] = ((58^227)mod 12,367)*2^8 = 1,030,656 이 된다.

상기 Shift Left x의 경우 실제로 상기와 같이 계산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지만 결과값은 동일하여 표기하였으며, 컴

퓨터 내에서의 처리는 2지수로 변환된 후 모든 숫자들이 왼쪽으로 x번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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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를 통하여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서버측에서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마다 새로운 인증 공식의 일부를 클라이언

트에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하여 완성된 인증 공식으로 연산해 인증 정보 

값 CC를 가변적으로 생성해 내며 더우기 인증에 사용되는 암호는 전술한 여러 암호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송되

는 데이터를 스캔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 사용되던 인증 방법에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한 분실, 도

용에 따른 폐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인증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전송된 인증 공식의 일부를 

사용자 컴퓨터에서 조합하여 서버에 인증을 요청하므로 이중 사용 및 도용을 확실하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인증 공식에 대입될 특정된 하드웨어 정보 중에서 유

일한 값을 갖는 정보를 사용하므로 하나의 컴퓨터에 단 하나의 인증 권한을 부여하므로 보안성이 우수한 효과를 갖는

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특정된 하드웨어 정보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참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목록 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를 지정하는 대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요구할 때 마다 해당 하드웨어

의 정보를 가져와 인증 암호 값을 생성하므로 복제가 불가능 하게 된다.

또한 인증 공식의 완성은 인증 매체에 컴파일된 일부 공식 조각과 서버에서 전송되는 나머지 일부 공식에 의하여 완

성되므로 전송되는 중간에서 데이터를 스캔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완이 확실하다.

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 인증과 결재의 수단으로 제공되던 종래의 관행를 전혀 필요치 아니하

며 단지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구입된 인증매체를 이용하여 인증을 이루므로서 인증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

드 또는 매체의 시리얼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우수한 효과를 갖는 발명인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사이트의 정보 제공자(CP) 서버와, 상기 정보 제공자의 웹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로 이루어져 정보의 유료 제공을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정보 제공자(CP)와 사용자 사이에 정보 이용의 진입을 일체의 개인정보 및 결제 정보 없이 인증하고, 인증된 사

용자의 정보 이용료를 대체 지불하는 제 3의 서비스 게이트와, 상기 사용자가 유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매

체에 인증 정보를 연산하기 위한 공식의 일부 조각을 기록하고 인증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인증매체를 

통하여, 상기 서비스 게이트가 제공한 인증 매체를 사용자 컴퓨터에 인스톨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내장된 불변값을 갖

는 특정 하드웨어 정보를 읽어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는 하드웨어 고유 정보 추출 단계와,

상기 사용자는 서비스 게이트의 요청으로 사용자의 인증 매체 시리얼 번호와 추출된 하드웨어 목록 리스트의 전송하

고 서비스 게이트는 인증 매체의 시리얼 번호와 하드웨어 목록 리스트를 링크시켜 인증 매체를 등록하는 인증매체 등

록 단계와,

상기 서비스 게이트는 인증을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인증 공식의 나머지 일부 조각과 인증공식 구조를 전송하고 사용

자는 인증 매체에 기록된 공식의 일부 조각과 서비스 게이트로부터 받은 공식조각을 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인증 공

식을 만드는 인증공식 생성 단계와,

상기 사용자가 완성된 인증 공식에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의 하드웨어 정보를 암호화 소스값으로서 대입 연산하여 완

성된 인증 정보를 만드는 인증 정보 생성 단계와,

상기 사용자 측에서 생성된 인증 정보를 서비스 게이트에 전송하고 서비스 게이트는 암호화된 인증 정보를 복호하여 

등록된 인증 매체에 링크된 사용자 하드웨어 목록 리스트 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 인증을 이루어 정보 이용을 허락하

는 사용자 인증 단계로 이루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없이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 하드웨어 정보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하여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

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인증공식 생성 단계에서 인증공식조각의 추출을 가변하기 위해 인증 매체 내에 인증공식에 

연산 변수로 사용될 다수의 인증공식조각을 포함하고, 인증매체와 서비스 게이트로부터 전송되어 양분된 인증공식조

각을 배열하고, 배열된 인증공식 조각들을 인증공식 조각수의 범위내에서 배열 순위를 난수발생시켜 인증공식 조각

들을 발생시킨 난수 위치값에 재 배열하여 인증공식의 배열을 섞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조합식으로 인증공식 조

각을 재 배열하는 공식조각 재배열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

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인증공식 생성 단계에서 인증공식과 인증공식 조각의 추출을 가변하기 위해 서비스 게이트

는 인증 공식의 나머지 일부 조각과 인증공식 구조, 재 배열된 인증공식조각으로부터 사용될 인증공식조각을 지정하

는 조합키를 전송하고 사용자는 완성된 인증 공식에 서비스 게이트로부터 조합키의 일부로 지정받은 사용자 컴퓨터

의 특정 하드웨어 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 소스값으로 연산하여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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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인증공식 조각은 연산자, 숫자 및 bit연산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정보는 사용자 컴퓨터에 내장된 장치 중에서 고유값을 갖으며, 불변하는 유일한 값

으로 하나 이상으로 선택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하드웨어 정보는 적어도 네트워크 카드(NIC)의 맥 어드레스(MAC ADDRESS)와, 하드디스

크(HARD DISK), 램(RAM), 중앙처리장치(CPU)의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와, 하드디스크의 볼륨 레이블 넘버(

Voiume Lable Number)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의 인증 방법.

청구항 7.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CP) 서버와, 상기 정보 제공자의 웹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컴퓨터와 상기 정보 제공자와 상기 사용자 간에 인증을 담당하는 서비스 게이트로 이루어져 웹 접속을 인증하는 인증

매체에 있어서,

인증 매체는 기록 가능한 CD-ROM으로 이루어지며, 매체에는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소프트웨어와, 인증 암호를 완

성하기 위해 인증 공식의 일부 조각을 실행 파일에 컴파일하여 이루어지는 인증 공식과, 인증 매체의 제품 시리얼 번

호 및 사용 기간과 접속 가능한 URL을 프로그램하여 이루어,

인증 매체를 사용자 컴퓨터의 매체 읽기용 드라이브에 넣어 인증 소프트웨어를 설치(INSTALL)하는 단계와,

설치된 인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증을 이루는 서비스 게이트에 접속하는 단계와,

자체 카피 방지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증 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정상 여부를 체크하여 불법 복제를 선별하는 정

상 인증 매체 확인 단계와,

서비스 게이트로부터 날짜 정보를 받아 인증 매체가 사용(유통) 기간 내에 존재하는 인증 매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와,

자체 카피 방지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증 매체의 제품 시리얼 번호가 일련의 시리얼 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시리얼 번

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서비스 게이트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 시리얼 번호를 전송하여 정상 등록 또는 등록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와,

상기 인증 매체가 삽입된 사용자 컴퓨터의 특정 하드웨어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는 리스트 작성 단계와,

인증 매체에 기록된 인증 공식의 일부와 서비스 게이트에서 받은 인증 공식의 나머지 일부를 조합하여 완성된 인증 

공식에 상기 작성된 하드웨어 정보 중 선정된 하드웨어 정보를 대입 연산하여 그 결과값으로 인증 정보를 생성하는 

인증 정보 생성단계와,

상기 인증 매체에 기록된 제품 시리얼 번호와 상기 생성된 인증 정보를 서비스 게이트에 전송하여 매체 등록 또는 등

록된 매체로서 정보 제공자(CP) 웹 사이트에 진입을 허락받는 인증 확인단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처리 수순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매체의 암호키와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변동 암호키 방식

의 인증을 기록한 기간과 권한이 명시된 인증 매체.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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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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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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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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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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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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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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