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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는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하는 키 생성부,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 외부

로부터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 및 인증 결과

에 따라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제 1 송수신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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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하는 키 생성부;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

외부로부터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제 1 송수신부를 포함

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의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상기 네

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제 2 송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송수신부는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제 2 송수신부를 통하

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 중 적어도 하나를 이동형 저장매체로 전송

하는 제 3 송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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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상기 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

키 쌍을 수신하는 제 1 송수신부;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여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동작 모드 관리부; 및

동작 모드의 전환 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보안 서

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접근 제어 확인 메

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 생성부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가 저장된 이동형 저장매체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수신하는 제 3 송수

신부를 더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9.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상기 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

를 수신하는 제 1 송수신부; 및

상기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하는 키 생성부를 더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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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는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

성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송수신부는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이동형 저장매체로 전송하는 제 3 송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보안 서

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14.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외부로부터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을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

공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모드를 선택적으로 입력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단계는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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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증 단계는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장

치에 대한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내부 네트

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9.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여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단계;

동작 모드 전환 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

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는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접근 제어 실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상기 내부 네트워

크 장치에 대한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청구항 21.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여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 후,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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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임시 공개키를 사용하여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2 공개키 및 제 2 개인키 쌍을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의 내용에 따라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

안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어 장치로부터 수신한 제어 신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Home network)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한된 권한 내에서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거나 내

부 네트워크 장치들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홈 네트워크(Home network)란 가정에 있는 2개 이상의 디지털 장치(310)가 서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디지

털 장치란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회로를 포함하는 장치로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페이저, 디지털 카메라, 팩

스, 디지털 복사기,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PDA), 핸드폰, 디지털 전화,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디지털 캠

코더, 디지털 TV 방송 수신기, 셋탑 박스(Set Top Box, STB), 디지털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냉난방기,

조명, 가스 보일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홈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들은 다양한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

등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미들웨어는 홈 네트워크에서 여러 기기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HAVI

(Home AV Interoperability), UPnP(Universal Plug and Play), Jini(Java Intelligent Network Infra-structure),

LonWorks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미들웨어를 통해 네트워크 장치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네트워크 장치는 임시

컴퓨팅 환경에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장치가 갖는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른 네트워크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Control Point: CP), 제어 장치의 제어에 따

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제어 장치(Controled Device: CD) 및 제어 장치와 피제

어 장치 간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제어 장치(Security Console: SC)로 구성된다.

UPnP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제어 장치가 피제어 장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정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제어 장치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Access Control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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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를 저장하는데, 이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제어 장치에 대한 피제어 장치로의 접근 권한이나 접근 후 허용되는 서비

스의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보안 제어 장치에 의해서만 편집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제어 장치가 소정의 지정된 제어 장치에게만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도 1을 참조하여 종래 UPnP 홈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정 네트워크 내에서 제어 장치가 피제어 장치를 제어하거나 피제어 장치가 제어 장치의 제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어 장치 및 피제어 장치의 정보가 보안 제어 장치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제어 장치는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메시지를 생

성하여 전송한다(S110).

이 때, 보안 제어 장치(20)는 제어 장치(30)로부터 검색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어 장치(30)로 전

송한다(S120). 보안 제어 장치(2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제어 장치(30)는 공개키를 생성하여 보안 제어 장치(20)

로 전송한다(S130).

보안 제어 장치(20)는 제어 장치(30)로부터 공개키가 수신되면, 디스플레이부(미도시)를 통하여 수신된 정보를 출력한다.

이 후 사용자는 출력된 정보 중에서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려는 제어 장치(30)의 공개키를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하므로써

(S150), 보안 제어 장치(20)로의 정보 등록 과정을 완료한다(S160).

한편, 피제어 장치(1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피제어 장치(10)는 소정 메시지를 보내어 다른 네트워크 장치들

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S210). 피제어 장치(10)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한 보안 제어 장치(20)는 해당 피제어 장치

(10)를 인식한 후(S220),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피제어 장치(10)의 공개키를 요청한다(S230).

이 후, 피제어 장치(10)는 보안 제어 장치(20)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공개키 및 제어권을 보안 제어 장치(20)로 전송하게

되면(S250, S280), 보안 제어 장치(20)로의 등록이 완료된다(S290).

보안 제어 장치(20)로 피제어 장치(10) 및 제어 장치의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보안 제어 장치(20)를 통해 피제어 장치

(10)에 저장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할 수 있다(S295). 즉, 등록된 제어 장치의 공개키를 피제어 장치(10)의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피제어 장치(10)의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은 종래 UPnP 보안

메커니즘에 따르게 된다.

피제어 장치(10)의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편집이 완료되면, 제어 장치(30)는 피제어 장치(10)를 제어할 수 있다(S297).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UPnP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보안 제어 장치에 피제어 장치 및 제어 장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때문에 새로운 피제어 장치나 제어 장치가 홈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보안 제어 장치로의 등록 과정

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보안 제어 장치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피제어 장치나 제어 장치(이하, 게스트

장치)가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래 기술에 따른 UPnP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에서는,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이 보안 제어 장치에 의존하여 이

루어진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 처리시, 보안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작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네트

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홈 네트워크로 임의의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하는 경우, 네트워

크 장치의 정보가 보안 제어 장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과 연결되어 제한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한 경우, 보안 제어 장치의 개입 없이도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

증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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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의 목적들은 상기에 언급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는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

을 생성하는 키 생성부,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제 1 임시 접근 제

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 외부로부터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

행하는 인증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제 1

송수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는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소정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

로 상기 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제 1 송수신부,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1 임시 쌍을 수신하여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동작 모드 관리부

및 동작 모드의 전환 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는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소정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

로 상기 인증 정보를 전송하고,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수신하

는 제 1 송수신부 및 상기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

트 생성부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

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외부로부터 소정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을 상기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

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상기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여 동작 모드를 전환하는 단계, 동작 모드 전환 후, 상기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상기 네

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제어 장치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보안 제어 장치로부터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공개키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공개키를 이용하

여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 후, 동작 모드를 전

환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

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소정의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

해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을 통해 설명되는 관리장치, 제어장치 및 피제어 장치로 구성되

는 네트워크 시스템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을 통해 설명되는 관리장치, 제어장치 및 피제어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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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한 것이나 이 또한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UPnP뿐만 아니라 JINI,

HAVi, HWW와 같은 동적인 메커니즘의 미들웨어를 통해 이해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의 기능에 의한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은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또는 처리 흐름도에 대한 도면

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

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

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게 된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특정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지향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

장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컴퓨터 이용가능 또는 컴퓨터 판독 가능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

서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는 인스트럭션 수단을 내포하는 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

션들은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 탑제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

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상에서 일련의 동작 단계들이 수행되어 컴퓨터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컴퓨

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를 수행하는 인스트럭션들은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실

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각 블록은 특정된 논리적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실행 가능한 인스트럭션들을 포함하는 모듈, 세그먼

트 또는 코드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또, 몇 가지 대체 실행예들에서는 블록들에서 언급된 기능들이 순서를 벗어나서 발

생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잇달아 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블록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그 블록들이 때때로 해당하는 기능에 따라 역순으로 수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를 포함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보안 제어 장치(300), 제어 장치(400) 및 피제어 장치(500)를 포함한다. 여기서 보안 제어

장치(300), 제어 장치(400) 및 피제어 장치(500)는 동일한 홈 네트워크 내에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보안 제어 장

치(300), 제어 장치(400) 및 피제어 장치(500)는 각각 공개키, 개인키로 이루어진 키 쌍을 저장하고 있다. 각 장치의 공개

키와 개인키는 네트워크 장치들 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300)는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모드

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900)을 출력할 수 있다. 이 때,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모드는 사용자로부터 선택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보안 제어 장치(300)는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장치가 내부 네트워크 장치들과 연

결될 수 있게 한다. 즉, 보안 제어 장치(300)는 내부 피제어 장치(51, 52)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적용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외부로부터 참여한 제어 장치(400)로 전송하거나, 기등록된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외부로부터 참여한 피제어 장치(500)로 전송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는 임의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 과정을 거친 후,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한다. 그리고 제어 장치(400)는 제 1 임시 공

개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내의 피제어 장치(500)로 소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4를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및 임시 접근 제어 정보를 저장한다.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네트워크 내부의 제어 장치(300)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제어 항목, 내부 제어 장치(300)로부터 요청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접근 제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제어 장치(500)가 오디오 장치인 경우, 서

비스 제어 항목에는 재생, 볼륨 조절, 음악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피제어 장치(5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네트워크 내부의 제어 장치

(41, 42)로 소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접근 제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때,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제어 항목 등은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제어 항목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내부의

제어 장치(41, 42)로부터 피제어 장치(500)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피제어 장치(500)가 오디오 장치인 경우, 임

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의 서비스 제어 항목에는 전원, 재생 등과 같이 오디오 장치의 기본적인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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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의의 네트워크에 참여한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400)와의 인증 과정을 거친 후, 보안 제어 장치(400)

로부터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수신한다. 그리고 수신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기생성된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

스트를 편집한다. 그 결과, 피제어 장치(300)는 내부 제어 장치(41, 42)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도

5를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 및 제 2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 3a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300)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3a에 도시된 보안 제어 장치(300)는 키 생성부(390),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330), 제 1 송수신부

(310), 제 2 송수신부(320), 인증부(350), 저장부(360), 디스플레이부(380), UI 관리부(385) 및 제어부(340)를 포함한다.

여기서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FPGA) 또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부'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부'는 어드레싱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부'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

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

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버들, 펌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

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각 구성요소들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로 결합되거

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키 생성부(390)는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한다. 이 때, 제 1 임시 공개키는 내부 피제어 장치(51)

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은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하기 이전에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330)는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를 사용하여 내부 피제어 장

치(51)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한다. 여기서 편집이란 기존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의 내용을

삭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접근 제어 정보를 추가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외부로부터 제

어 장치(400)가 참여한 경우, 제어 장치(400)가 내부 피제어 장치(51)를 접근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제 1 송수신부(310)는 보안 제어 장치(300)와 제어 장치(400)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외부로

부터 제어 장치(400)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제어 장치(400)로부터 검색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제어 장치(400)의 공

개키 및 인증 정보 등을 수신한다.

또한 제 1 송수신부(310)는 공개키 요청 메시지나 인증 정보 요청 메시지 등을 제어 장치(400)로 송신한다. 만약, 외부로

부터 네트워크에 참여한 제어 장치(400)가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제 1 송수신부(310)는 키 생성

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제어 장치(400)로 전송한다.

만약, 외부로부터 다수의 제어 장치가 참여한 경우, 제 1 송수신부(310)는 각각의 제어 장치(400)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전송할 수 있다.

제 2 송수신부(320)는 보안 제어 장치(300)와 피제어 장치(500)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외부

로부터 피제어 장치(500)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피제어 장치(500)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피제어

장치(500)의 공개키 및 인증 정보 등을 수신한다.

다른 예로써, 제 2 송수신부(320)는 공개키 요청 메시지나 인증 정보 요청 메시지 등을 피제어 장치(500)로 송신한다. 만

약, 외부로부터 네트워크에 참여한 피제어 장치(500)가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제 2 송수신부

(320)는 기등록된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피제어 장치(500)로 전송한다.

만약, 외부로부터 다수의 피제어 장치(500)가 참여한 경우, 제 2 송수신부(320)는 각각의 피제어 장치(500)로 기등록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제 2 송수신부(320)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 장치의 공개키는 하나 또

는 그 이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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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 2 송수신부(320)는 하드웨어적으로 단독으로 구현되거나 제 1 송수신부(310)와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부(380)는 네트워크 장치(400, 500)에서 전송된 정보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공개키, 인증 정

보 등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부(380)는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를 선택적으로 입력받

을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출력한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부(380)는 단독으로 구현되거나 터치 패널, 터치 스크린 등과

같이,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부와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하 UI) 관리부(385)는 외부로부터 참여한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를 선

택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네트워크 장치(400, 500)에 대한

동작 모드는 일반 모드와 게스트 모드로 구분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는 사용자로부터 선택적

으로 입력받을 수 있다.

도 4는 유저 인터페이스 관리부(385)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동작 모드 선택 화면(900)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900)은 선택 버튼(910), 일반 모드 버튼

(920) 및 게스트 모드 버튼(930)을 포함할 수 있다.

선택 버튼(910)은 사용자가 다수의 네트워크 장치 중에서 소정 네트워크 장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부로부터 다수의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하는 경우, 디스플레이부(380)에는 각 네트워크 장치에서 전송된 정보가 디스플

레이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소정 네트워크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일반 모드 버튼(920)은 선택된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를 일반 모드로 설정한다. 일반 모드 버튼(920)

이 선택된 경우, 선택된 네트워크 장치(400, 500)는 종래 UPnP 보안 메커니즘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로의 등록 과정

을 거치게 된다.

이에 비해, 게스트 모드 버튼(930)은 선택된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동작 모드를 게스트 모드로 설정한다. 게스트 모

드 버튼(930)이 선택된 경우, 선택된 네트워크 장치(400, 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 과정을 거쳐, 내부 네트워

크 장치들(51, 52, 41, 42)과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도 8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인증부(350)는 외부로부터 참여한 네트워크 장치(400, 5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장치(400, 500)에 대한 동

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된 경우, 인증부(350)는 해당 네트워크 장치(400, 500)로 소정의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

이 후, 네트워크 장치(400, 500)로부터 인증 정보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치(400, 500)의 시리얼 넘버가 수신되면, 수신된

인증 정보는 디스플레이부(380)를 통해 출력된다. 이 때, 사용자는 출력된 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네트워크 장치를 인

증할 수 있다. 사용자로부터 인증 확인 명령이 입력되면, 인증부(350)는 네트워크 장치(400, 500)가 내부 네트워크 장치

(41, 42, 51, 52)들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즉,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제 1

송수신부(310)를 제어 장치(400)로 송신하거나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제 2 송수신부(320)를 통해 피제어 장

치(500)로 전송한다.

저장부(360)는 내부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 즉,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제어 장치(41, 42) 또는 피제어 장치(51, 52)의

공개키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장부(360)는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저장부(360)는 ROM, PROM, EPROM, EEPROM, RAM, 플래쉬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소자로

구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어부(340)는 보안 제어 장치(300) 내의 구성 요소를 제어한다. 예를 들면, 제어부(340)는 저장부(360)에 저장되어 있는

등록 정보 중에서 제어 장치(400)의 공개키를 추출한다. 그리고 소정 피제어 장치(500)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인증에 성

공하는 경우, 제어부(340)는 추출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제 2 송수신부(320)를 통해 피제어 장치(500)로 전송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는 제 3 송수신부(325)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 3 송수신부(325)는 스

마트 카드(smart card)와 같은 이동형 저장매체(60)와 보안 제어 장치(300)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3 송수신부(325)는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이동형 저장 매

체(60)로 전송할 수 있다. 다른 예로써, 제 3 송수신부(325)는 제어부(340)에 의해 추출된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

키를 이동형 저장 매체(60)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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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 3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3000)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3000)는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3a에 도시된 도면에서 메시지 처리부(3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처리부(370)는 제어 장치(4000)로부터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

는 후술되는 제어 장치(4000)의 메시지 생성부(460)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제어 장치(4000)가 피제어 장치(5000)로부

터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생성된다.

한편,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 수신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 처리부(370)

는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판단 결과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처리

부(370)는 피제어 장치(3000)로부터 수신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제어 장치(4000)로 전송한다. 보

다 상세한 설명은 도 10을 참조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 및 제 2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0)의 구조

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 5a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5a에 도시된 제어 장치(400)는 저장부(450), 제 1 송수신부(410), 제 2 송수신부(420), 제 3 송수신부(470), 동작 모드

관리부(430) 및 제어부(440)를 포함한다.

저장부(450)는 제어 장치(400)의 시리얼 넘버(serial number), ID와 같은 인증 정보, 제어 장치(400)의 고유 공개키 및 개

인키 쌍을 저장할 수 있다. 제어 장치(400)의 고유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은 제어 장치(400)와 네트워크 장치(예를 들어, 보

안 제어 장치(300), 피제어 장치(51))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암호화 및 복화화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저장부(450)는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수신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저장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저장부(450)는 ROM, PROM, EPROM, EEPROM, RAM, 플래쉬 메모리 등과 같은 메모리 소자로 구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 1 송수신부(410)는 제어 장치(400)와 보안 제어 장치(300)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공개키 요청 메시지나 인증 정보 요청 메시지 등을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제 1 송수신부(410)는 제어

장치(400)가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

인키 쌍을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예로써, 제 1 송수신부(410)는 보안 제어 장치(300)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메시지, 제어 장치(400) 고유의 공개키 및

인증 정보 등을 보안 제어 장치(300)로 전송할 수 있다.

제 2 송수신부(420)는 제어 장치(400)와 피제어 장치(51)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피제어 장치

(51)로 소정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제 2 송수신부(420)는 하드웨어적으로 단독으로 구현

되거나 제 1 송수신부(410)와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동작 모드 관리부(430)는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를 소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제어 장치

(400)의 동작 모드는 일반 모드와 게스트 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모드란, 제어 장치(400)가 내부 피제어 장치

(51)로 소정 서비스를 요청할 때, 제어 장치(400) 고유의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

해 게스트 모드란, 제어 장치(400)가 내부 피제어 장치(51)로 소정 서비스를 요청할 때,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수신

한 제 1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 장치(4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일반 모드로 동작하도록 선택된 경우, 제어 장치(400)는 종래 UPnP 보안 메

커니즘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로의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된 경우, 제어 장치(4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 과정을

거쳐,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한다.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하면,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는 동작 모드 관리부(430)에 의해 게스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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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전환된다.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 제어 장치(400)는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내부 피제어 장치(51, 52)를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 피제어 장치(51, 52)는 제 1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구성 요소에 더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는 제 3 송수신부(4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 3 송수신부(470)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이동형 저장매체(60)와 제어 장치(400)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3 송수신부(470)는 이동형 저장매체(6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0)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

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4000)는 도 5a에 도시된 도면에서 메시지 생성부(46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생성부(460)는 피제어 장치(5000)로부터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접근 제

어 거부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메시지 생성부(460)는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판단

결과,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생성부(460)는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메시지 생

성부(460)는 접근 제어 확인 케세지를 제 1 송수신부(410)를 통해 보안 제어 장치(3000)로 전송한다.

다음으로,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 및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

치(5000)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도 6a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6a에 도시된 피제어 장치(500)는 저장부(550), 제 1 송수신부(510), 제 2 송수신부(520), 제 3 송수신부(525), 제 2 임

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 동작 모드 관리부(560) 및 제어부(540)를 포함한다.

저장부(550)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및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다.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각 접근 제어 대상에 대한 접근 제어 정보를 포함한다. 도 7을 참

조하여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도 7은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Access Control List: ACL)를 구성하는 엔트리(entry)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작성한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엔트리(entry)는 각 접근 제어 대상에 대한 접근 제어 정보이다.

도시된 문서에서 subject 태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어 장치(41)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subject 태그에는

제어 장치(41)의 공개키, 주소와 같이 제어 장치(41)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가 삽입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subject 태그 내의 hash 태그 내에는 제어 장치(41)의 공개키에 대한 해쉬 값이 삽입된다. 그리고

subject 태그 내의 name 태그 내에는 제어 장치(41)의 이름이 삽입된다. 만약, name 태그의 값이 'any'인 경우에는 모든

제어 장치(41, 42)가 피제어 장치(500)의 접근 제어 대상이 될 수 있다.

access 태그는 subject 태그를 통해 식별되는 제어 장치(41)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어 정보를 나타낸다. 예컨데 피제

어 장치(500)가 오디오 장치인 경우, 서비스 제어 정보는 재생, 정지, 볼륨 조절, 음악 파일 다운로드 등 피제어 장치(500)

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및 제어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 피제어 장치(500)의 제어부(540)는 access 태그를 통해 접근

제어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으며, access 태그에 설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수신

되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해당 요청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valid 태그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예컨데 not-before 태그를 사용하면 not-before 태

그에 설정된 날짜 이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not-after 태그를 사용하면 not-after

태그에 설정된 날짜 이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다.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각 접근 제어 대상 별로 이러한 엔트리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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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장부(550)는 피제어 장치(500)의 시리얼 넘버, ID와 같은 인증 정보, 피제어 장치(500)의 고유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을 저장할 수 있다. 피제어 장치(500)의 고유 공개키 및 개인키 쌍은 피제어 장치(500)와 네트워크 장치(예를 들어, 보안

제어 장치(300) 및 제어 장치(41))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화화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부

(550)는 ROM, PROM, EPROM, EEPROM, RAM, 플래쉬 메모리 등과 같은 메모리 소자로 구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제어 장치(41)가 미지정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즉, 도 7에서 subject 태그의 hash 태그 값이 미지정된 엔트리를 생성한다. 이 때,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포함

된 서비스 제어 항목은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제어 항목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제어 장

치(500)의 서비스 제어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내부 제어 장치(41, 42)들로부터 피제어 장치(500)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피제어 장치(5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이전에 생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한편,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내부 제어 장치(41)의 공개키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제 2 임시 접

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여, 수신된 공개키를 추가한다. 즉, 제어 장

치(41)가 미지정 되어있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수신된 제어 장치(41)의 공개키를 추가한다.

또한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개키를 수신할 수 있다. 보안 제어 장치(300)

로부터 n개(여기서, n=자연수)의 공개키를 수신하는 경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먼저, 기생성

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의 엔트리를 복사한다. 즉, 제어 장치(41)의 공개키가 비지정된 n개의 엔트리를 생성한

다. 그런 다음,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각각의 엔트리에 수신된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 2 접근 제

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한다.

제 1 송신부(510)는 피제어 장치(500)와 보안 제어 장치(300)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제 1 송수

신부(510)는 피제어 장치(500)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 및 인증 정보 등을 보안 제어 장치(300)로 송신할 수 있다. 그리고

제 1 송수신부(510)는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공개키 요청 메시지, 인증 정보 요청 메시지 등을 수신할 수 있다.

만약, 피제어 장치(500)가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제 1 송수신부(510)는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

터 내부 제어 장치(41)의 공개키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때,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수신되는 공개키는 하나 또는 그 이

상일 수 있다.

제 2 송수신부(520)는 피제어 장치(500)와 제어 장치(41)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2 송수

신부(520)는 제어 장치(41)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제 2 송수신부(520)는 제어 장치(41)로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 2 송수신부(520)는 하드웨어적으로 단독으로 구현되거나 제 1 송수신부

(510)와 복합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동작 모드 관리부(560)는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를 소정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는 일반 모드와 게스트 모드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모드란, 피제어 장치(500)가 제어 장치

(400)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게스트

모드란, 피제어 장치(500)가 제어 장치(400)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제어 장치(5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일반 모드로 동작하도록 선택된 경우, 피제어 장치(500)는 종래 UPnP 보

안 메커니즘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의 등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된 경우,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인증 과

정을 거쳐,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내부 제어 장치(41)의 공개키를 수신한다.

이 후, 피제어 장치(500)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수신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기생성된 제 2 접

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한다.

그리고 피제어 장치(500)는 동작 모드 관리부(560)에 의해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다.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 피제어 장치

(500)는 편집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제어 장치(400)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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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구성 요소에 더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는 제 3 송수신부(525)를 더 포함할 수 있

다. 제 3 송수신부(525)는 스마트 카드와 같은 이동형 저장매체(60)와 피제어 장치(500)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

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3 송수신부(470)는 이동형 저장매체(60)로부터 내부 제어 장치(41)의 공개키를 수신할 수 있

다. 내부 제어 장치(41)의 공개키가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되는 것은 피제어 장치(500)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이전

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6b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0)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5000)는 도 6a에 도시된 도면에서 키 생성부(57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키 생성부(5700)는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한다.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은 피제

어 장치(50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이전에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

은 피제어 장치(5000)가 보안 제어 장치(30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제 1 송수신부(5100)를 통해 보안 제어 장치

(300)로 전송될 수 있다.

한편,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0)는 키 생성부(570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즉, 도 7에서 subjet 태그 내의 hash 태그 값으로 제 2 공개키의 해쉬(hash) 값을

갖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피제어 장치(5000)

가 소정 네트워크 내에서 게스트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 내부 제어 장치(4000)로 소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된

다.

저장부(5500)는 피제어 장치(5000)의 시리얼 넘버, ID와 같은 인증 정보, 피제어 장치(5000)의 고유 공개키 및 개인키 쌍,

키 생성부(57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5500)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저장부

(5500)는 ROM, PROM, EPROM, EEPROM, RAM, 플래쉬 메모리 등과 같은 메모리 소자로 구현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

제 1 송수신부(5100)는 피제어 장치(5000)와 보안 제어 장치(3000)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신한다. 예를 들면, 제 1

송수신부(5100)는 피제어 장치(5000)가 보안 제어 장치(3000)와의 인증에 성공한 경우, 키 생성부(570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보안 제어 장치(3000)로 송신한다.

제 2 송수신부(5200)는 피제어 장치(5000)와 제어 장치(4000)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예를 들면, 제 2 송수

신부(5200)는 제어 장치(4000)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다.

제어부(5400)는 제어 장치(4000)로부터 수신한 메세지가 유효한지를 판단한다.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은 메시지에

포함된 공개키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즉, 제어 장치(4000)로부터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부(5400)는 저장부(5500)에

저장되어 있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검색하여 메시지에 포함된 공개키와 동일한 공개키를 갖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메시지에 포함된 공개키와 동일한 공개키를 갖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어부(5400)

는 메시지 생성부(5800)를 통해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제어부(5400)는 제 2 송수신부(5200)를 통해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제어 장치(4000)로 전송한다.

판단 결과 만약, 메시지에 포함된 공개키와 동일한 공개키를 갖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피제어 장치

(5000)는 해당 제어 장치(4000)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게스트 모드로 동작하는 제어 장

치(400)의 인증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안 제어 장치(300)의 키 생성부(390)는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한다(S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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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330)는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

키를 이용하여 피제어 장치(500)의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한다(S620). 즉, 피제어 장치(500)의 제 1 임

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제 1 임시 공개키를 추가한다. 제 1 임시 공개키를 이용하여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를 편집하는 단계는 소정 제어 장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외부로부터 소정 제어 장치(400)가 참여한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는 제어 장치(400)로부터 보안 제어 장치(300)

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메시지를 수신한다(S641).

제어 장치(400)로부터 검색 메시지를 수신한 보안 제어 장치(300)는 제어 장치(400)로 공개키를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S642).

제어 장치(400)로부터 공개키가 수신되면(S643), 보안 제어 장치(300)의 UI 관리부(385)는 도 4와 같이, 디스플레이부

(380)를 통해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900)을 출력한다(S650). 이 때,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가 일반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 제어 장치(400)는 UpnP 보안 메커니즘에 따라, 네트워크 내의

홈 장치로서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제어 장치(400)의 동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의 인증부(350)는 제어 장치(400)

로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S660).

제어 장치(4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의 요청에 따라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제어 장치(400)의 시리얼 넘버를 전송한다

(S665).

제어 장치(400)로부터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의 인증부(35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디스플레이부

(380)를 통해 출력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와 제어 장치(400)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제어 장치(400)를

인증한다.

사용자에 의해 인증 확인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어부(340)는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제 1 송수신부(310)를 통해 제어 장치(400)로 전송한다(S680).

한편,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임시 공개키가 수신되면, 제어 장치(400)는 동작 모드 관리부(430)에 의해 게스트 모드

로 전환될 수 있다.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 제어 장치(400)는 내부 피제어 장치(51)에 대한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는 경우, 제 1 임시 공개

키를 포함하는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한다.

한편, 제어 장치(400)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 피제어 장치(51)는,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을 판별한다. 즉, 피제어

장치(51)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검색하여,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제 1 공개키를 포함하는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

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검색 결과, 피제어 장치(51)에는 제 1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1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한다. 그 결과, 피제

어 장치(51)는 제어 장치(400)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695).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의 키 생성부(390)에서 생성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

인키 쌍은 이동형 저장매체(60)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를 통해 제어 장치(400)로 전송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안 제어 장치(300) 사용자는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 3 송수신부(325)를 통해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할 수 있다. 이 때, 이동형 저장매체와 보안 제어 장치(300) 사이의 데

이터 이동은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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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외부로부터 제어 장치(400)가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어 장치(400)의 제 3 송수신부(470)를 통해 이동형 저장

매체(60)에 저장된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제어 장치(400)로 전송한다.

이동형 저장매체(60)로부터 제 1 임시 공개키 및 제 1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한 제어 장치(400)는 동작 모드 관리부(430)

에 의해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다. 이 후, 제어 장치(400)는 제 1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내부 피제

어 장치(51, 52)로 소정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소정 네트워크 내에서 게스트 모드로 동작

하는 피제어 장치(500)의 인증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피제어 장치(500)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를 통해 제어 장치(41)가 미지정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S720). 이 때,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하는 단계는 피제어 장치(500)가 소

정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피제어 장치(5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피제어 장치(500)는 UPnP 보안 메커니즘에 따라, 자신의 존

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보안 제어 장치(300)로 전송한다(S730).

피제어 장치(500)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한 보안 제어 장치(300)는 피제어 장치(500)로 공개키를 요청한다(S732). 이

후,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의 요청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 고유의 공개키를 보안 제어 장치(300)로 전

송한다(S734).

피제어 장치(500)로부터 공개키가 수신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의 UI 관리부(385)는 도 4와 같이, 디스플레이부(380)

를 통해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900)을 출력한다(S740). 이 때,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가 일반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 피제어 장치(500)는 네트워크 내의 홈 장치로서 보안 제어

장치(300)와의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피제어 장치(500)의 동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어부(340)는 피제어 장치

(500)로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S750).

피제어 장치(500)는 보안 제어 장치(300)의 요청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의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를 보안 제

어 장치(300)로 전송한다(S755).

피제어 장치(500)로부터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의 인증부(35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디스플레이부

(380)를 통해 출력한다.

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와 피제어 장치(500)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피제어 장치

(500)를 인증한다(S760). 사용자에 의해 인증 확인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어부(340)는 저장부

(360)를 검색하여 내부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추출한다(S770).

그 다음, 보안 제어 장치(300)의 제어부(340)는 제 2 송수신부(320)를 통해 추출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피제어

장치(500)로 전송한다(S775). 이 때,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

한편,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기등록된 제어 장치(400)의 공개키가 수신되면, 피제어 장치(500)의 제 2 임시 접근 제

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기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한다. 즉, 제어 장치(41, 42)가 미지정되

어 있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수신된 공개키를 추가하여 제어 장치(41, 42)를 지정한다(S785).

만약, 보안 제어 장치(300)로부터 n개의 공개키를 수신한 경우,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기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의 템플릿(template)을 복사하여 n개의 제 2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S780).

그 다음,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각각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에 수신된 공개키를 추

가하여, 제어 장치(41, 42)를 지정한다(S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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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제어 장치(500)는 동작 모드 관리부(560)에 의해 게스트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 피제어 장

치(500)는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제어 장치(41, 42)

로 소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790).

피제어 장치(500)에서 제어 장치(41, 42)로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제어 장치(500)의 제어부

(540)는 제어 장치(41, 42)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즉, 피제어 장치

(500)의 제어부(540)는 저장부(550)를 검색하여,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

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검색 결과, 피제어 장치(500)에는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제어 장치(500)는 제어 장치(41, 42)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79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보안 제어 장치(300)에서 추출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는 이동형 저장매체(60)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를 통해 피제어 장치(400)로 전송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안 제어 장치(300)에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가 추출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0) 사용자는 보

안 제어 장치(300)의 제 3 송수신부(325)를 통해 추출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한다.

이 때, 이동형 저장매체(60)와 보안 제어 장치(300) 사이의 데이터 이동은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후, 외부로부터 피제어 장치(500)가 참여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제어 장치(500)의 제 3 송수신부(525)를 통해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피제어 장치(500)로 전송한다.

이 후, 피제어 장치(500)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는 기생성된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편집하여, 이동형 저장매체(60)로부터 수신한 제어 장치(41, 42)의 공개키를 추가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게스트 모드로 동작하는 피제어 장치

(5000)의 인증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피제어 장치(5000)는 키 생성부(570)를 통해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생성한다(S820).

이 후, 피제어 장치(5000)의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 생성부(5300)는 제어 장치(4000)의 식별 정보로서 제 2 임

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생성한다(S825).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는 피제어 장

치(50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이전에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피제어 장치(50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 피제어 장치(5000)는 UPnP 보안 메커니즘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보안 제어 장치(3000) 전송한다(S830).

이 후, 피제어 장치(5000)는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요청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0)의 고유 공개키를 보안 제어 장치

(3000)로 전송한다(S834).

한편, 피제어 장치(5000)로부터 공개키가 수신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0)의 UI 관리부(385)는 도 4와 같이, 디스플레이

부(380)를 통해 피제어 장치(5000)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900)을 출력한다(S840). 이 때, 피제어 장치

(5000)의 동작 모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피제어 장치(5000)의 동작 모드가 게스트 모드로 선택되는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인증부(350)는 피제어 장치

(5000)로 인증 정보를 요청한다(S850).

피제어 장치(5000)는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요청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0)의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를 보

안 제어 장치(3000)를 전송한다(S855).

피제어 장치(5000)로부터 인증 정보가 수신되면,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인증부(350)는 수신된 인증 정보를 디스플레이

부(380)를 통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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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디스플레이된 인증 정보 예를 들어, 시리얼 넘버와 피제어 장치(5000)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피제어 장치

(5000)를 인증한다.

한편, 보안 제어 장치(3000)와의 인증에 성공한 피제어 장치(5000)는 동작 모드 관리부(5600)에 의해 게스트 모드로 전환

될 수 있다. 게스트 모드로 전환된 후, 피제어 장치(5000)의 제어부(5400)는 제 1 송수신부(5100)를 통해 키 생성부

(570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보안 제어 장치(3000)로 전송한다(S884).

보안 제어 장치(3000)는 피제어 장치(5000)로부터 수신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저장부(360)에 저

장한다.

한편, 네트워크 내부의 제어 장치(4000)는 피제어 장치(5000)에 대한 접근 제어를 시도할 수 있다(S880). 이 때, 제어 장

치(4000)는 자신의 고유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피제어 장치(5000)로 전송한다.

제어 장치(4000)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한 피제어 장치(5000)는 수신된 제어 신호의 유효성을 판단한다(S882). 즉, 피제

어 장치(5000)의 제어부(5400)는 저장부(5500)를 검색하여, 수신된 제어 신호에 포함된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

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제어 장치(4000)의 공개키가 포함된 제 2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어부(5400)는 메시

지 생성부(5800)를 통해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제 2 송수신부(5200)를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제

어 장치(4000)로 전송한다(S884)

피제어 장치(5000)로부터 접근 제어 거부 메시지를 수신한 제어 장치(4000)는 메시지 생성부(460)를 통해 피제어 장치

(5000)에 대한 접근 제어 가능 여부를 묻는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제어 장치(4000)는 제 1 송수신부

(410)를 통해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보안 제어 장치(3000)로 전송한다(S886).

한편, 보안 제어 장치(3000)의 메시지 처리부(370)는 제어 장치(4000)로부터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제어부(340)는 저장부(360)에 저장

되어 있는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제 1 송수신부(310)를 통해 제어 장치(4000)로 전송한다(S888).

한편, 보안 제어 장치(3000)로부터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수신한 제어 장치(4000)는 제 2 임시 공개

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저장부(450)에 저장하고, 제 2 임시 공개키를 설정한다(S890). 이 후, 제어 장치(4000)는 피

제어 장치(5000)에 대한 서비스 요청 신호 생성시, 제 2 임시 공개키를 포함하는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한다.

제어 장치(4000)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 피제어 장치(5000)는 수신된 신호의 유효성을 판단한다(S882). 즉, 피

제어 장치(5000)의 제어부(5400)는 저장부(5500)를 검색하여,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제 2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제 2 공개키를 포함하는 제 2 임시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가 존재하므로, 피제어 장치(5000)의 제어부(5400)는

제어 장치(4000)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S895).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피제어 장치(5000)에서 생성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은 이동형

저장매체(60) 예를 들어, 스마트 카드를 통해 제어 장치(4000)로 전송될 수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제어 장치(5000)에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이 생성된 후, 사용자는 피제어 장치

(5000)의 제 3 송수신부(5250)를 통해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한다. 이

때, 이동형 저장매체(60)와 피제어 장치(5000) 사이의 데이터 이동은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후, 사용자와 피제어 장치(5000)가 소정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안 제어 장치(3000)의 제 3 송수

신부(325)를 통해 이동형 저장매체(60)에 저장된 제 2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보안 제어 장치(3000)로 전송한

다. 이 때, 이동형 저장매체(60)와 보안 제어 장치(3000) 사이의 데이터 이동은 접촉 또는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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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보안 제어 장치(30000)는 제어 장치(4000)로부터 접근 제어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이동형 저장매체(60)로부

터 수신한 제 2 임시 공개키 및 제 2 임시 개인키 쌍을 제어 장치(4000)로 전송한다.

이상과 같이 예시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

은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

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보안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첫째, 외부로부터 제어 장치가 참여한 경우, 제어 장치가 보안 제어 장치로의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네트워크 내부의

피제어 장치로 소정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외부로부터 피제어 장치가 참여한 경우, 피제어 장치가 보안 제어 장치로의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네트워크 내

부의 제어 장치들로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셋째, 이동형 저장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장치가 참여한 경우, 보안 제어 장치를 통한 인증 과정 없이

도 네트워크 장치가 내부 네트워크 장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UPnP를 기반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서비스 제공 과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시한 것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3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보안 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도 5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5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의 구조를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7은 접근 제어 정보 리스트를 구성하는 엔트리를 XML로 작성한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제어 장치에 대한 접근 제어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에 대한 접근 제어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피제어 장치에 대한 접근 제어 방법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3000 : 보안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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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4000 : 제어 장치

500, 5000 : 피제어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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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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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등록특허 10-0704627

- 23 -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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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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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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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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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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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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