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36787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H04L 12/22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36787

2003년05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3-7003776

(22) 출원일자 2003년03월1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3월1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1/2860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23797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1년09월14일 (87) 국제공개일자 2002년03월21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아랍에미리트, 안티구아바부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

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벨

리즈, 캐나다, 스위스, 중국,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도미니카연방, 알제리, 

에쿠아도르,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랜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일본, 케냐, 키르기즈,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모로코,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 몽

고, 말라위, 멕시코, 모잠비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터어키, 트

리니다드토바고,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우간다, 베트남,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그레나다, 

가나, 감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크로아티아, 시에라리온,

AP ARIPO특허: 가나, 감비아,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우간

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탄자니아,

EA 유라시아특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

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P 유럽특허: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랜드, 프

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터어키,

OA OAPI특허: 부르키나파소, 베넹,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

네, 적도기네, 기네비쏘,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60/232,599

60/233,054

2000년09월14일

2000년09월15일

미국(US)

미국(US)

(71) 출원인 프로빅스, 인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94043 마운틴 뷰 노쓰 쇼어라인 불바드 883 빌딩 에이 스윗 에이200

(72) 발명자 로드만데이비드에이

미국캘리포니아주94024로스알토스오크애비뉴1724

로빈슨다니엘제이

미국캘리포니아주95051산타클라라해스팅코트1992

셰이베폴오

미국캘리포니아주94062우드사이드스틸크리크로드3

(74) 대리인 김영희

심사청구 : 없음



공개특허 특2003-0036787

- 2 -

(54)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되는 객체를 보안화하기 위한 감사추적 구축용 시스템

요약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로그 파일의 설정 시스템과 방법이 제공된다. 보안 서버(18)는 보안

화된 객체(16)와 관련된 보안 서버 및 요구자(10)에 의하여 수행된 행위의 로그 파일을 유지한다. 요구자 장치(10)에

서 객체(16)로 실체화된 객체 제어는 암호화된 행위의 기술자(descriptior)를 보안 서버(18)에 전송하고, 보안 서버(1

8)와의 안전한 접속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요구자 장치(10)가 어떠한 행위(보기, 편집, 인쇄 등)도 취할 수 없도록 한

다. 보안 서버(18)는 객체(16) 보안과 관련하여 수행된 보안 서버(18)의 행위에 대한 기술자를 기록하는 것 이외에도 

요구자 장치(10)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다른 데이터와 함께 로그 파일에 기록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되는 코드, 문서 및 이미지 등의 객체를 보안화하기 위한 감사 추적의 구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협력 업체와, 유망 사업의 파트너 및 고객들은 사업의 과정에서 정보, 교환 코드, 문서 및 이미지 등을 찾기 위하여 인

터넷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인터넷 상에 저장되거나 교환되

는 정보를 해커(hacker)로부터 보안화하는 것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으며, 해커들은 이들 정보에 대한 불법 액세

스가 가능하고, 그 정보를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정보 또는 정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손상시킨

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양의 사업과 그 사업의 상당 가치를 고려하면, 저장 및 교환되는 객체(코드, 문

서, 이미지 및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모든 것을 포함함)와 그 객체 내에 포함된 지적 재산은 안전이 필수적이다. 즉, 

상기 객체와 그 객체 내에 포함된 지적 재산은 권한 없는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액세스될 수 없어야 하고, 허가가 없는

한 인쇄될 수 없어야 하며, 소유자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편집될 수 없어야 한다.

객체 및 객체 교환의 보안 기술은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이들 중 하나인 인증은 정보 요구자 또는 정보 송신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이다. 상기 인증은 패스워드의 사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패스워드가 분실되거나 유출 또는 도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엄격한 인증 프로세스에서는 인증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디지털 인증서가 사용된다. 디지털 인증서에는 소유주

의 성명과, 일련 번호와, 유효 기간 및 발행 기관의 디지털 서명(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송신자와 메시지 데이터를

확인 및 인증하는 메시지에 부가되는 데이터)이 포함된다. 상기 인증서에는 인증서 소유주의 공개키도 포함된다. 인

증 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에 있어서, 개인은 RSA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인증 기관에 의

해 동시에 생성되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갖는다. 상기 공개키는 인증서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디렉토리(directory)

에 공개되고, 상기 개인키는 비밀 상태로 유지된다. 메시지는 수신자의 공개키에 의하여 암호화되고, 이는 송신자에 

의하여 디렉토리에 캡춰되며, 수신자의 개인키에 의해 복호화된다. 메시지 인증을 위하여 송신자는 송신자의 개인키

로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복호화함으로써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용자가 자원에 대한 특권(보기, 변경 등)을 갖는지의 여부가 인증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시스템 관리자는 어

느 사용자가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가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권한을 갖는지, 즉 

소정 파일에 대한 액세스 및 저장 공간의 용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권한 부여는 인증 이후에 수행되는 것이 통상적

이다. 즉, 사용자가 객체로의 액세스를 요구하면, 시스템은 우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 또는 인증하고, 그 다음 그 사

용자가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상기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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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보안화를 위하여 암호화도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의 평문은 암호화에 의하여 암호문으로 변환된다. 암호화된 

객체를 번역하기 위하여 수신자는 정확한 복호키를 획득하여야 한다(예컨대, 전술한 공개키 기반구조 및 공개키 암호

화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기 바람). 종종, 객체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기가 해킹(break)될 수 있지만, 암호화가

복잡할수록 복호키 없이 암호기를 해킹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은 모든 가능키의 시도에 의해

서도 암호기를 해킹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가능키를 갖는다. 또한,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은 기지의 코드 해킹 방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표준적인 통계 테스트에 랜덤하게 보일 것이다.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보안화하기 위한 다른 종류의 보안법이 컴퓨터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많은 기업은 

기업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사용자의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을 설치한다. 그러나, 방화벽은 

손상될 수 있으며, 침입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방화벽이 방화벽 뒤에 위

치한 부정 사용자에 의하여 시스템이나 시스템 자원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안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시지의 전송은 기밀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는 데에 전송 

계층 보안(TLS: Transport Layer Security) 및 보안 소켓 계층(SSL: 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이들 2개의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와 서버에 통합되어 있다.

감사 추적은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의 수행에 의하여, 즉 객체와 관련된 사용자의 행위(객체 요구 등)나 객체에 

실제적으로 수행된 사용자의 행위(보기, 편집, 인쇄 등)를 추적함으로써 보안화를 제공한다. 감사 추적은 불법 변경으

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예컨대 불법 사용자가 감사 로그(audit log)로부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요구와 행위에 대한 감사는 다량의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감사 추적을 생성하는 시스템은 상

기 정보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술한 보안 장치는 개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

적인 장치 이외에도, 종래에 다른 보안화 방법들이 존재한다.

인터트러스트 테크놀로지스사(InterTrust Technologies Corporation)는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

anagement)에 대하여 수개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인터트러스트사의 디지박스(Digibox) 컨테이너 기술에 의하여 정

보(콘텐츠 및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관련 규칙을 포함함)를 암호화하고, 디지박스 컨테이너, 본질적으로는 소프트웨

어 컨테이너에 저장할 수 있다. 상기 암호키와 컨테이너는 가상 분배 환경(VDE: Virtual Distribution Environment)

에서 노드(node)로부터 노 드로 전달된다. 상기 가상 분배 환경(VDE)은 전용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

거나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적절한 인터트러스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VDE 내에 통합된 장치만이 상기 

컨테이너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상기 VDE 내에서 감사 추적이 생성되고 저장되며 보여질 수 있다.

정당한 요구자가 보안화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상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객체(코드, 문서,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형식으

로 표현된 모든 것)를 보안화하는 발명이 요구되며, 책임추적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감사 추적과 비반박성(non-refut

ability)도 요망된다.

객체 서버에 대한 안전성 제공의 처리 부담 및 하드웨어 부담(방대한 양의 감사 추적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메모리를 

포함함)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감사 추적의 저장을 포함한 보안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

로, 광범위한 보안을 제공하고 감사 추적의 무결성(integrity) 및 비반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 인증, 권한부여, 

요구된 객체의 일련화, 요구된 객체의 넌스(nonce), 요구된 객체의 보안 정책 및 감사 추적에서 보안화된 객체의 기술

(description)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한 요구자가 보안화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상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객체(코드, 문서,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형식으

로 표현된 모든 것)를 보안화하는 발명이 요구된다. 예컨대, 학생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 여, 자신의 컴퓨터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도, 강좌 노트 및 시간표와 같은 정보(학교는 점점 인터넷을 통하여 정당한 사용자에게 이러한 정보

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시스템의 바람직한 추가적 특징은 암호키를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전달하기보다 요구자

와 '보안 서버' 사이에서 안전하게 전달되는 1회용 암호키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제공하는 처리상의 부담을 객체 서버

로부터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의 보안화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포함한다. 객체가 요구자에게 전송된 이

후에도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 시스템이 객체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배되는 객체(코드, 문서, 이미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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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를 보안화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한다. 보안화란 특정 수신자들이 객체에 대하여 특정 행위(즉, 보기, 

인쇄, 편집,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보안화된 객체 및 비보안화된 객체 전부를 포함한 객체 서버에는 객체가 보안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보안 정책(객

체가 받는 보안화의 종류와 등급)은 무엇인지를 규정한 소프트웨어가 구비된다. 상기 보안 정책에는 객체가 인쇄될 

수 있는지, 편집될 수 있는지 등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 정책뿐만 아니라, 객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객체의 수명, 객체가

보여지는 횟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된다. 객체 제어는 보안 정책을 실행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객체 서버가 객체에 대한 요구를 수신하면, 소프트웨어는 상기 요구된 객체가 보안화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객체

가 보안화되지 않았으면, 서버는 상기 객체를 요구자에게로 전송할 것이다. 객체가 보안화되었을 경우, 소프트웨어는 

요구된 객체의 일련화, 넌스, 보안 정책 및 기술(description)뿐만 아니라, 본래 요구의 시간 및 인증을 포함하는 새로

운 객체를 생성한다. 상기 새로운 객체는 요구 브라우저로하여금 '보안 서버'를 지정하도록 하는 재지정 명령과 함께 

요구 브라우저에 회답으로 반송된다.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구비된 보안 서버는 재지정된 요구를 수신하고 인증한 다음, 보안 전송을 통하

여 객체를 포함한 서버나 자신의 고유 캐시로부터 상기 요구된 객체를 획득한다. 그 다음, 보안 서버는 강력하고 비적

응적 암호화를 이용하여 상기 요구된 객체를 암호화하고, 이동 코드(수신자에 의한 뚜렷한 설치나 실행 없이 원격지 

시스템으로부터 송신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며, 로컬 시스템에 다운로드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정

책 및 객체 제어와 결합시킨다. 그 결과로서의 패키지가 상기 재지정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 컴퓨터에 반송된

다.

상기 요구 컴퓨터는 요구된 객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이동 코드의 실행을 시도한다. 상기 이동 코드는 객체 제어

의 실체화(instantiation)를 보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행시키고, 이들 제어가 적절하게 실체화된 경우 요구자는 요구

의 인증이 만족되었을 때 보안 전송을 통하여 요구자에게 전송되는 복호키를 요구한다. 상기 복호키는 당해 특정 객

체를 복호화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1회용 키이다. 상기 이동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복호키가 획득되면, 상기 요

구된 객체는 보안 정책과 객체 제어의 제약을 받는다.

보안 서버와 관련된 소정의 행위와 객체에 관한 요구자의 행위의 기술자(descriptor)가 보안 서버의 시스템 관리자와

콘텐츠 소유주와 같이 허가된 개인에 의한 검토에 사용될 수 있는 로그 파일에 기록된다. 상기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객체에 액세스된 시간과 객체에 액세스된 횟수 등과 같은 획득된 정보뿐만 아니라, 누가 어느 객체를 요구하였는지, 

객체가 전달되었는지, 각각의 객체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안 정책이 적절한지, 요구자에 의하여 객체에 행해진 

소정의 행위를 상술하는 감사 추적을 작성한다.

상기 보안 서버는 요구된 객체를 보안화하고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를 실행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따라

서, 객체 서버는 보안 이슈에 처리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에 대한 요구를 처리하는 데에 전용된다. 또한, 

객체 서버에 대한 모든 설정 시각과 관리가 서버의 시스템 관리자에 의하여 다루어기 때문에, 객체 서버의 소유자에

게는 절감의 결과가 발생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객체의 요구와 요구된 객체의 제공에 관계된 모든 컴퓨터에 공통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객체 보안 방법 및 시스템과 다르다. 또한, 객체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데에 사용되는 

키는 1회용 키이고, 암호화된 객체와 함께 전달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객체 보안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블럭도.

도 2a는 본 발명에 따라 객체가 보안화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2b는 본 발명에 따라 객체가 보안화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a는 본 발명에 따라 보안화된 객체에 대한 요구자의 행위의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3b는 본 발명에 따라 객체 서버 행위의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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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을 참조하면, 요구자 장치(10)(본 실시예에서는 컴퓨터이지만, 클라이언트/서버 관계에서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장치임)와, 보안화되어야할 객체를 표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14)와 객체(16)를 포함한 객체 

서버(12)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소프트웨어(94)를 포함한 보안 서버(18)가 전부 네트워크[본 실시예에서는

인터넷(20)]에 접속된다. 객체(16)는 코드, 문서, 이미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과 같이,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것

을 포함한다. 보안화된 객체에 대한 불법 액세스를 획득하는 데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기록기와 같은 장치 또는 사람에

해당하는 공격자(22)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1개의 요구자 장치(10), 객체 서버(12) 및 보안 서버(18)가 설명되지만,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복수의 요구자 장치(10), 객체 서버(12) 및 보안 서버(18)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객체 서버(12)와 보안 서버(18)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서버이다. 상기 요구자 장

치(10)는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24)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야 한다. 상기 요구자 장치(10)로

부터의 객체(16)에 대한 요구가 브라우저(24)에 의해 http 요구를 통하여 객체 서버(12)로 중계된다. 마찬가지로, 요

구에 대한 응답도 http 프로토콜을 따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객체 서버(12)는 보안 소프트웨어(14)를 구동시키며, 본 실시예에서 상기 보안 소프트웨어(140)는

http 서버 소프트웨어의 확장이다. 인가된 시스템 관리자는 상기 보안 소프트웨어(14)를 사용하여 어느 객체(16)가 

보안화되지 않았는지와, 어느 것이 보안화될 것인지 지정한다. 객체(16)가 보안화된 것으로 지정되면, 상기 보안 소프

트웨어(14)는 관리자로하여금 객체(16)에 대한 보안화 종류와 등급(즉, 보안 정책)을 지정하게 한다. 상기 보안 정책

에는 객체가 인쇄되는지, 편집되는지 등에 관련된 행위 정책뿐만 아니라 객체를 보는 사람과, 객체의 수명(즉, 시간적

인 제한 사항)과, 객체가 보여지는 횟수(즉, 수적 제한)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된다. 요구자가 객체에 행하는 행위들

은 요구자의 신원에 따라 다르다. 객체 제어는 보안 정책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이다.

보안 서버(18)도 http 서버 소프트웨어의 확장인 소프트웨어(94)를 구동시킨다. 이 소프트웨어(94)는 객체에 보안 서

비스를 제공한다.

도 2a에 있어서, 요구자는 객체를 요구한다(단계 26). 상기 요구된 객체를 저장하는 객체 서버가 상기 요구를 수신한

다(단계 28). 상기 객체 서버가 독립적인 인증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객체 서버는 그 정책을 수행할 것이고, 요구 

수신시 그를 인증할 것이다. 상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http 요구를 검사하여 그 요구가 보안화된 객체에 대한 것인지 

결정한다(단계 30). 요구된 객체가 보안화되지 않았 을 경우, 요구된 객체는 요구자에게 전송된다(단계 32).

그러나, 객체가 보안화된 경우(단계 30), 상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요구에 대한 응답 내에 포함되는 보완된 요구를 생

성하고(단계 34), 이어서 보안 서버로 재전송된다. 상기 보완된 요구는 요구된 객체의 기술(description), 보안 정책, 

넌스(nonce) 및 일련화(하나의 승인된 버전의 객체만이 사용 가능함을 보증함)뿐만아니라 본래 요구의 시간 및 인증

을 포함하는 암호화 데이터가 포함된 객체이다. 인증에 관한 정보는 객체 서버가 독립적인 인증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인증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완된 요구는 인증의 결과를 포함한다. 인증 정책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가 상기 보완된 요구에 포함된다.

암호화에 의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기 암호화는 요구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지원할뿐만 아니라, 파

일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다(즉, 불법 변경의 방지). 여기에서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요구자의 개인 정보(privacy)도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에 대한 다른 기능으로는 부인 방지(non-repudiation)와 변경의 검출이 있다. 강력하고 비적

응적인 암호화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프로토콜은 사용된 암호화의 종류를 결정하고, 암호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요구자와 보안 서버간 교환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된다(예컨대, 키는 수신자가 서버에서 암호화된 객체를 복호

화할 수 있도록 교환될 필요성이 많다).

상기 보완된 요구는 보안 서버로의 요구의 재전송 명령과 함께 요구자에 대한 응답에 포함된다. 상기 재전송은 요구

자에 대하여 투명하여야 한다.

상기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보완된 요구를 복호화한다(단계 38). 상 기 보완된 요구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기 

위한 공유키는 객체 서버와 보안 서버에 존재한다. 이 키는 상기 소프트웨어가 객체 서버상에 설치될 때 생성된다.

다음으로, 상기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보완된 요구가 잘 구성된 요구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단

계 40). 잘 구성된 요구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보안 서버가 객체 서버에 무효 요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송한다(단계 42). 상기 객체 서버는 요구자에게 무효 요구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객체 서버에 대한 시스

템 관리자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요구가 유효한 경우,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요구를 인증한다(단계 44).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재

전송된 요구 표제(heading)에서의 시간과 인증을 보완된 요구에 포함된 것들과 비교할 것이다. 상기 보안 서버 소프

트웨어가 요구를 인증할 수 없으면(예컨대, 2개의 요구 시간이 상이하여 재전송 공격이 표시되거나, 재전송된 요구에

서의 요구자 신원이 보완된 요구에서의 요구자 신원과 다를 경우), 인증이 만족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메시지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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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서버로 반송된다(단계 46). 요구가 인증되면,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요구를 복호화하고, 보안 서버의 캐시 

또는 객체 서버로부터 요구된 객체를 획득한다(단계 48). 상기 보안 소프트웨어는 요구가 있으면 상기 객체를 보안 서

버로 전달할 것이다. 보안 서버가 객체 서버로부터 객체를 획득하여야 할 경우, 객체는 보안 전송을 통하여 전달된다.

일단 보안 서버가 요구된 객체를 갖게되면,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강력한 암호화 및 비적응적 암호화를 사용하여 

상기 객체를 암호화하고, 상기 객체를 이동 코드(수신자에 의한 뚜렷한 설치나 실행 없이 원격지 시스템으로부터 송

신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며, 로컬 시스템에 다운로드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보완된 요구 내에 포함된 

인증을 갖는 보안 정책 및 객체 제어와 결합시킨다(단계 50). 보안화된 요구 객체의 암호화는 변경 방지 및 부인 방지

(즉, 트랜잭션에의 당사자가 당해 트랜잭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부인할 수 없는 것)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무결성, 

개인 정보 및 인증(적절한 경우)을 보증함으로써 객체와, 객체의 요구자 및 제공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어서, 결과 패키지가 요구자에게 전송된다(단계 52; 도 2b의 단계 B 참조).

도 2b에 있어서, 요구자는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이동 코드의 실행을 시도한다(단계 54). 상기 이동 코드가 실행되면,

요구된 객체에 대한 보안 정책과 객체 제어가 요구자의 컴퓨터상에서 실체화된다(단계 54). 상기 이동 코드는 객체 

제어가 정확하게 실체화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행한다. 정확하게 실체화된 경우, 요구자가 복호키를 

필요로 한다면(단계 56) 요구자는 보안 서버에 복호키를 요구한다(단계 58).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상기 요구를 인

증한다(단계 60). 상기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가 당해 요구를 인증할 수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가 객체 서버로 

전송된다(단계 62). 그러나, 메시지가 인증된 경우, 상기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는 요구된 키를 보안 전송에 의하여 요

구자에게 반송시키고(단계 64), 요구된 객체는 복호화된다(단계 66). 보안 서버가 객체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 데에 

사용한 키는 1회용 키이다. 상기 1회용 키는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의 설치시 결정되는 키를 랜덤하게 생성하기 위한 '

시드(seed)'에 의해 제공되거나, 종래 에 공지된 기타의 수단, 가장 일반적으로는 인증서에 의하여 제공된다.

일단 상기 이동 코드가 실행되면, 요구자는 보안 정책이나 객체 제어에 의해 객체상에 부과된 제약을 받는 객체를 볼 

수 있다(단계 68).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구자에 의하여 객체에 수행된 행위의 로그 파일은 감사 추적의 설정을 위하여 유지된다.

상기 로그 파일은 보안 서버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검토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누가 어떠

한 객체를 요구하였는지, 객체가 전달되었는지, 이들 객체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안 정책이 적합한지를 상

술하는 감사 추적을 작성한다.

요구자가 객체와 관련된 행위(객체 보기, 인쇄, 편집 등)를 시도하면, 객체 제어는 네트워크에 대해 설정된 접속이 존

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단계 82). 개방형 접속이 존재하는 경우, 암호화된 행위의 기술자(descriptor)가 보안

서버에 전송될 것이고, 보안 서버는 일부 다른 데이터와 함께 상기 기술자를 로그 파일에 기록할 것이다(단계 88). 로

그 파일에 기록되는 기타의 자료에는 '로컬 데이터', 즉 서버의 현지 시간과 신원, 시각 및 요구자 네트워크의 IP 주소

를 포함한 서버측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일단 상기 정보가 보안 서버로 전송되고, 요구자에게 검증이 전송되면(단계 9

4) 객체에 대한 행위가 허용된다(단계 90). 예컨대, 전술한 바와 같이, 요구자는 상기 이동 코드가 성공적으로 실체화

되고, 보안 서버로부터 복호키가 수신된 경우에만 요구된 객체를 볼 수 있다. 우선, 요구자의 컴퓨터에 객체가 표시되

면, 상기 이벤트, 즉 객체 보기에 대한 기술자가 보안 서버로 전송된다. 요구자에게 어떠한 검증도 전송되지 않은 경우

, 객체상에 행위를 수행하는 요 구자의 요구가 거부된다(단계 92).

보안 서버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정된 접속이 존재하지 않으면, 객체 제어는 그러한 접속을 보안 서버에 대하여 설정

하고자 한다(단계 84). 상기 접속이 설정되면(단계 86), 암호화된 행위의 기술자가 보안 서버로 전송될 것이고, 상기 

보안 서버는 상기 기술자와 전술한 기타의 데이터를 로그 파일에 기록할 것이다(단계 88). 이어서, 객체에 대한 행위

가 허용된다(단계 90). 그러나 접속이 설정될 수 없으면(단계 86), 객체상에 행위를 수행하는 요구자의 요구가 거부된

다(단계 92).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안 서버는 보안화된 객체에 대해 수행된 행위의 기술자들을 로그 파일에 저장한다. 이들

행위에는 객체 요구에 대한 응답, 요구자에게로의 객체 전송, 복호키에 대한 요구 수신 및 요구자에게로의 복호키 전

송이 포함된다. 보안 서버가 행위를 수행할 때(단계 74),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당해 행위가 보안화된 객체의 전송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복호키에 대한 요구에 관련된 것인지 결정한다(단계 76). 상기 행위가 보안화된 객체의 전송이나

복호키에 대한 요구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 로그 파일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다(단계 80). 그러나, 상기 행위가 보

안화된 객체 또는 복호키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시간, 로컬 데이터 및 요구자의 네트워크 IP 주소와 함께 행위의 기술

자가 로그 파일에 기록된다(단계 78). 예컨대, 보안 서버가 보안화된 객체에 대하여 보완된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보

안 서버는 상기 로그 파일에 보완된 요구를 저장하고, 상기 보완된 요구와 함께 적어도 시간, 로컬 데이터 및 요구자의

네트워크 IP 주소가 저장된다. 보안 서버가 이동 코드와 결합된 객체를 포함하는 패키지를 요구자에게 전송하였을 때,

이 행위의 기록이 상기 로그 파일에 기록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요구자는 객체상에 행위를 취할 수 있지만 '무선화(untethered)'(즉, 보안 서버에 접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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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 된다. 보안 정책에 의하여 무선상의 행위가 허용될 경우, 요구자의 행위는 요구자의 장치에 기록되고, 요구

자가 보안 서버에 대한 접속을 설정하였을 때 보안 서버로 전송된다. 설정된 시간 프레임 내에 네트워크로의 접속이 

구축되지 않으면 객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도록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보안 서버의 행위에 대한 기술자들은 로그 파일에 기록되기 전에 암호화될 수 있다. 이 실

시예는 시스템 관리자 이외의 사람에게 상기 로그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네트워크 내에 분산되는 객체에 수행된 행위와 요구된 행위의 로그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객

체를 보안화하는 보안화 시스템으로서, 상기 보안화 시스템은

a) 객체를 포함하고, 보안화될 객체와 보안화된 객체의 보안 정책을 규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며, 네트

워크에 접속되는 객체 서버와,

b) 네크워크에 접속되고, 상기 객체 서버에 대하여 객체를 요구하는 요구자 장치와,

c) 네트워크에 접속되고, 상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보안화된 것으로 규정된 객체에 대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보안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ⅰ) 상기 요구자 장치로부터 요구된 객체에 대하여 재지정 및 보완된 요구를 수신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보완된 요구

는 상기 요구자 장치의 최초 요구에 대응되고, 상기 객체 서버에 의하여 생성되며, 상기 보완된 요구는 요구된 객체의 

기술(description), 보안 정책, 넌스(nonce) 및 일련화(serialization)뿐만아니라 최초 요구의 시간 및 인증과 관련된 

암호화 데이터를 포함하는 객체인 것인 요구된 객체에 대한 재지정 및 보완된 요구의 수신 수단과,

ⅱ) 상기 요구된 보안화 객체가 저장되는 객체 서버로부터 또는 캐시로부터 상기 요구된 보안화 객체를 획득하는 수

단과,

ⅲ) 상기 요구된 보안화 객체를 암호화하는 수단과,

ⅳ) 상기 요구된 보안화 객체를 이동 코드와, 보안 정책 및 객체 제어와 결합시키는 수단과,

ⅴ) 결과 파일을 요구자 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요구자 장치는 상기 이동 코드를 실행시켜 상기 요구자 장

치에 요구된 객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기 요구자 장치의 사용자는 객체를 사용하고 보기 위하여 상기 이동 코드의 

실행시 요구자 장치상에 위치되는 객체 제어와 보안 정책에 의존되는 것인 결과 파일의 전송 수단과,

ⅵ) 상기 객체 제어의 적절한 실체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과,

ⅶ) 상기 키 요구의 인증 만족에 따라 복호키를 요구자 자이에 제공하는 수단과,

ⅷ) 보안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로그 파일에 기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이벤트는

A) 요구자 장치에 의해 개시된 요구 보안화 객체에 대한 행위 요구와,

B) 요구자 장치에서 상기 요구 보안화 객체상에 행해진 행위와,

C) 상기 보안 서버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요구 보안화 객체의 보안화와 관련된 행위

를 포함하는 그룹에 속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파일은 감사 추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정보는 이벤트의 시각인 것인 보안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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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정보는 로컬 데이터인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된 정보는 이벤트를 개시한 요구자 장치의 네트워크 IP 주소인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파일에 기록된 정보는 이벤트의 기술자(descriptor)를 포함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그 파일에 기록된 정보는 보안 서버에 전송되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자 장치에 의하여 상기 보안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는 프로토콜에 의하여 암호화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포함하는 프로토콜은 강력한 암호화 를 제공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포함하는 프로토콜은 비적응적 암호화(non-malleable encryption)를 제공하

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요구자 장치에서 개시된 행위 요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요구자 장치와 보안 서버간의 접

속을 설정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접속은 상기 요구자 장치와 상기 보안 서버간에 접속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에 설정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자 장치와 상기 보안 서버 사이에 접속이 설정될 수 없을 때, 보안화된 객체에 대하여 요

구된 행위를 거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요구자 장치와 상기 보안 서버 사이에 접속이 설정되었을 때, 무선의 요구자 장치가 요구자 장

치상의 파일에 요구된 보안화 객체에 대한 행위를 기록하고, 상기 파일을 보안 서버로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인 보안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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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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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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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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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