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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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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ECRET-KEY RECOVERY}

【기술분야】

본 발명은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를 기반하는 프로토콜에서 사용자는 공개키와 비밀키

의 쌍을 이용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의 

비밀키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된다.  공개키 암호를 기

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에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비밀키는 복호

화되고 비밀키 원본을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하여 다시 패스워드로 암호화하

여 보관되게 된다.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기존의 키 관리 방법의 블록도이다.  그리고 도 2는 기존의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에서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하는 방법의 블록도이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의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용자는 키 관리센터에 비밀키 

복제본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비밀키 분실 시에 

비밀키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자는 키 관리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비밀키를 암호화하여 등록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저장장치에 암호화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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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의 저장장치에 저장해둔 비밀키 혹은 암호화된 비

밀키가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는 키 관리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비밀

키 또는 암호화된 비밀키를 전송받음으로써 비밀키를 복원할 수 있다. 

한편, 키 관리센터는 해킹에 의해 사용자 비밀키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사용자 비밀키를 보관할 수 있다.  이때, 복수의 사용자 

비밀키는 사용자별로 각각 패스워드를 설정하거나, 하나의 마스터키를 사용자별 패

스워드로 설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해킹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사용자의 비밀키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분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패스워드가 

키 관리센터에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분실한 패스워드를 복원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해킹에 대비하여 사용자 또는 키 관리센터 등에 비밀키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억하는 패스워드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그렇

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분실한 경우,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할 수 없

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패스워드 재설정뿐만 아니라 비밀키까

지 새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키 관리센터에서 비밀키를 관리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키 관리센터는 패스워드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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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키 관리센터가 해커들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관리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의 암호화된 비밀키는 유출될 수 있다.  암호화된 비밀키는 사용자 개인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어도, 패스워드 추측 공격 등을 통해 복호화할 수 있으므

로 유출 시 안전하지 못하다. 

또한, 키 관리센터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의 마

스터키인 공용 패스워드 또는 사용자 개인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저장하

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경우, 키 관리센터는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할 수 없다.  즉,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비밀키를 생성하

여 새로운 패스워드로 다시 암호화하고, 새로 암호화된 비밀키를 키 관리센터에 등

록 후에 사용해야 한다. 

마스터키를 공용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키 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전체 

사용자의 비밀키는 해커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커는 패스워드 추측 

공격 등을 통하여, 유출한 전체 사용자의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에서 

사용자의 비밀키는 계좌의 보유 금액 및 계좌 소유자의 개인 정보 등과 같은 계좌

의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에 의해서 키 관리센터가 관리하

는 비밀키가 유출되는 경우, 전체 사용자는 계좌 및 계좌의 정보가 모두 해킹 될 

수 있다. 

또한,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비밀키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경우,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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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재설정해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비밀키는 분실된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키 관리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된 비밀키는 복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기존 암호화된 비밀키는 폐기되어야 하

며, 사용자는 새로운 비밀키를 생성해야 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의 본 실시예는 사용자의 비밀키 훼손 및 분실 시 안전하게 비밀키를 

복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본 실시예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된 바와 같은 기술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는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분실하거나, 해커에 의해서 사용자의 비

밀키가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키를 복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구체적으

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키 관리센터에 비밀키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비밀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패스워드 또는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신뢰하는 사용자에게 공유된 비밀키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비밀키를 복원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본 발명은 키 관리센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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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혹은 부분의 암호화된 비밀키를 보관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패스워드 분실 

및 키 관리센터에 대한 해킹에도 안전하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유실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키 관리 방법의 블록도이다. 

도 2는 기존의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에서 암호화된 비밀키를 복호화하는 방

법의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의 예시도이

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보관에 대한 설정 방법의 순서도

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에 대한 설정 방법의 순서도

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및 키 관리센터가 보관하는 정보

의 예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비밀키 복원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hamir secret sharing 기법에 기반한 

비밀키 복원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스워드 재설정 방법의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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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

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

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도 3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은 비밀키 공유 기술을 통하여 사용자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복원한

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비밀키 공유 기술을 통해 비밀키의 훼손 또는 분실 시

에 키 관리 센트의 중앙 서버에 비밀키의 복제본을 두지 않고, 사용자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분실하였을 

때, 분실된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키를 새롭게 생성하지 않고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의 예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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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는 비밀키를 복구하기 위해 신뢰하는 사용자들에게 

비밀키 복구를 위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분실하

였을 때 사용자는 재설정을 위해 키 관리센터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키 관리센터에 암호화된 비밀키를 등록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키 관리센터에는 비밀키의 전체 또는 부분을 저장하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가 비밀키를 위한 패

스워드를 잊어버릴 시에 비밀키 재발급을 하지 않고도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

도록 사용자가 사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전체 

또는 다수의 사용자의 비밀키가 일시에 유출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더라도, 

기존의 비밀키를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사용자가 비밀키를 새롭게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전 비

밀키로 보관된 정보에 대한 분실 위험이 적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비밀키는 훼손되거나 분실될 시 복원하기 위해 키 관리

센터와 같은 중앙 서버에 복제하여 보관된다.  이렇게 중앙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모든 비밀키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며, 해킹이 발생하

면 대량의 사용자 비밀키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대량의 사용자 비밀키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비밀키를 사용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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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외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암호화된 비밀키를 사용

자가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 

저장장치 이외에 어떠한 곳에도 전체 또는 부분의 암호화된 비밀키를 저장하지 않

음으로써 해킹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용자가 공개 키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는 비밀키를 생성하고, 안전하게 저장하

기 위하여 도 4와 같은 사전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보관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사용자는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하여 비밀키

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개인키인 로컬키로 1차 암호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용자

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2차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2단

계 암호화를 통하여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향후 패스워드를 분실할 경우, 비밀키를 새롭게 발급받지 않

고도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사전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의 비밀키와 관련한 정보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및 암호화 로컬키 그리고 키 관리센

터의 공개키로 암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비밀키와 관련한 정보는 

해커에게 노출되더라도 패스워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비밀키 유출 위협은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안전하게 기존의 비밀키를 완벽히 복

원하기 위하여, 도 5와 같이 사전 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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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에 대한 설정 방법의 순서도

이다.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Shamir secret sharing기법을 이용하여 비밀키 

원본이 아닌 비밀키의 정보가 담겨있는 k개의 좌표값을 k명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분산 저장한다.  그리고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비밀키를 분실하고 이를 복원

해야 할 때에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좌표값을 가지고 기존의 비밀키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는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 4 및 도 5

과 같은 사전 설정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와 키 관리센터가 각각 저장하고 있

는 정보는 도 6과 같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및 키 관리센터가 보관하는 정보

의 예시도이다.  

사용자 U1는 비밀키와 사용자 로컬키를 암호화한 Cs2 및 CU2를 안전하게 비공

개로 자신의 저장장치에 보관한다.  이때, 패스워드 PW1는 저장장치에 따로 보관하

지 않고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공개키 KP1는 공개한다. 

또한, 키 관리센터는 사용자 U1의 로컬키 KU1를 키 관리센터의 공개키인 KMp 

로 암호화 한 CKUp을 보관한다.  그리고 키 관리센터는 사용자의 비밀키 KS1를 복구

하기 위한 정보로서 n, k, p, i 및 비밀키 복구를 위하여 비밀키 정보를 공유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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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다른 사용자들의 리스트인 Uk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한다.  그리고 키 관리센터

의 비밀키 KMs는 키 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게 된다.  또한, k명의 신

뢰할 수 있는 사용자 UK 는 각각의 사용자에게 공유된 U1의 비밀키 정보인 좌표값 

(xk, f'(xk), mK)를 보관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해, 도 7과 같이 사용자의 패

스워드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복원하여 프로토콜에 사용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개키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비밀키 복원 방법의 순서도이다. 

이때, 복원된 비밀키는 암호화에만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비밀키를 암호

화하여 안전하게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암호화되지 않은 비밀키는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비밀키

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기존의 방

법과 달리 비밀키 공유 기법을 통해 안전하게 비밀키를 복원할 수 있다. 

한편,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이를 분실 할 시에 비밀키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밀키를 키 관리센터에 비밀키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

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용

자들에게 비밀키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놓고 있다가, 사용자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이를 분실하여 복원을 해야 할 때에는 신뢰하는 사용자들에 공유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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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하여 비밀키를 복원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밀키 복원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사용자의 암호화된 비밀키가 

훼손되었거나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Shamir secret sharing 기법을 기반으로 사전

에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사용자들과 공유해 놓은 비밀키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기

존의 비밀키를 복원할 수 있다.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공개키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이 동작할 때, 기존의 비밀키만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기존의 비밀키와 그에 대응되는 공개키만 변함없이 유지가 되

는 경우에 기존에 사용자가 저장하고 있던 CS1, CU1의 값이 변경이 되어도 공개키 프

로토콜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패스워드를 잊어버릴 시에 비밀키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기술로서, 사용자가 암호화를 하여 저장해 놓은 비밀키를 복호화한 후에, 새

로운 패스워드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재설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키 관리센터

에는 사용자의 로컬키인 KU1이 키 관리센터의 공개키인 KMP로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다.  키 관리센터의 비밀키와 공개키인 <KMS, KMP>는 수학적인 관계의 쌍(pair)으

로 동작한다.  즉, 키 관리센터의 비밀키와 공개키는 key=DMS(EMP(key)) 가 성립하는 

관계의 쌍이 된다. 

키 관리센터의 비밀키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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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용자들의 CKU1 정보를 유출한다 하더라도 키 관리센터의 비밀키가 유출되지 않

는 이상 이를 복원하여 사용자들의 로컬키인 KU1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리고 해커는 KU1를 복원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사용자들의 개인 저장장치를 모두 해

킹해야지만 개개인들의 비밀키 KS1 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용자 비밀키를 암호화한 CS1을 저

장해 놓은 개인 컴퓨터 또는 USB같은 외장 저장장치와 더불어 키 관리센터를 모두 

해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도 9에서처럼,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경우, 이를 재

설정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스워드 재설정 방법의 순서도이다.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경우 이를 재설정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는 키 관

리센터에 요청한다.  그리고 키 관리센터는 키 관리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CKU1를 키 

관리센터의 비밀키인 KMS로 복호화하여, 사용자의 로컬키인 KU1를 One-Time 키를 이

용하여 KU1을 암호화한 CO1을 사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패스워드 재설정을 위해 키 관리센터에 본인의 KU1를 요청할 

시, 키 관리센터는 인증된 사용자가 본인의 KU1을 요청하는지를 RADIUS서버 또는 인

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키 관리센터는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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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SMS나 e-mail등을 통하여 2채널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인증된 사용자임

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키 관리센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한 KU1를 전송하는 

경우, 해커가 중간에 암호화된 KU1를 탈취하여 이를 복호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키 관리센터는 One-Time 키를 사용할 수 있다.  키 관리센터는 One-Time Key로 

KO1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닌 SMS나 e-mail등의 추가 인증 채널

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키 관리센터는 인증된 이후, On-Time 키인 KO1으

로 암호화한 KU1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 관리 센터로부터 전송받은 KO1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KU1을 복호

화하여 비밀키를 복호화한 후에 기존의 KU1을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새

로운 K'U1와 PW'1을 생성하고 새로운 C'S1, C'U1, C'K'U1를 계산하여 새롭게 저장할 수 

있다. 

키 관리센터가 사용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기존의 KU1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KU1는 폐기되었고, 새

로운 K'U1와 PW'1로 교체되고, 기존의 CS1, CU1, CK'U1가  C'S1, C'U1, C'K'U1로 교체되었

기 때문에, 해커는 KU1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비밀키인 KS1을 이용하여 복호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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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고 기존의 Cs1, Cu1값이 변경될 때 사용자의 기존 패스워드를 변경하여도 

기존의 비밀키와 그에 대응되는 공개키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공개키 프로토콜이 

동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

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

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

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

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

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

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파와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의 기타 데이터, 또는 기타 전송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 및 시스템은 특정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되었지만, 그것들

의 구성 요소 또는 동작의 일부 또는 전부는 범용 하드웨어 아키텍쳐를 갖는 컴퓨

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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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

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

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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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를 분실하거나, 해커에 의해서 

사용자의 비밀키가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키를 복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비밀키 복원 장치 및 방법은 키 관리센터에 비밀키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비밀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패스워

드 또는 비밀키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신뢰하는 사용자에게 공유된 비밀키

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비밀키를 복원한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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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 1】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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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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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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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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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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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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