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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은, 모바일 IP용 초안버젼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DIAMETER를 FA, HA가

아닌 홈 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기준으로 한 응용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적용함으로서,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가 무선 인터넷 접속 후, 이동통신 사업자에 종속된 사이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은 무선망 개방 시대에 무선 인터넷 컨텐츠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수익모델이 되지 못한 무선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서 제안한 타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인증, 권한 인가, 과금관리, 구조와 기법을 통해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한 

WAP G/W의 보안 문제도 해결되는 방법으로서 무선 인터넷 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신뢰성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홈망, 방문망, 게이트웨이, 파라메터, 과금, 권한인가, 인증, AVP, 다이제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망간 연동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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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무선 인터넷 망간 인증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무선 인터넷 보안이 유지되는 서비스망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인증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절차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모바일 20 : BS

30 : MSC(BSC) 40 ; PDSN(IWF)

50 : 홈 망의 WAP 게이트웨이 60 : 홈망의 AAA 인증서버

70 : 외부망의 AAA 인증서버 80 : 외부망의 WAP 인증서버

90 : 브로커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시스템(셀룰라, PCS, IMT-2000 등)에서 이동

통신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컨텐츠 외에 타유선망, 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망 또는 무선 인터넷 컨텐츠를 

갖는 무선 인터넷 포탈 사업자 망에서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받기 위한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이동

통신 사업자는 데이터서비스 연동장치(IWF : Inter-Working Function) 또는 패킷 서비스 연동장치(PDSN:Packet D

ata Service Node)를 통하여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고, 가입자 단말에서 다시 무선 인터넷 접속 요청시 기본적으로 이

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포탈 게이트웨이로 접속이 되어지고, 제공되는 메뉴에 따라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연결

된(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없이 직접접속) 컨텐츠 업체 서비스만이 제공되어 왔다.

즉, 유무선 연동, 사업자간 연동, 무선망 개방이 절실히 필요한 현재 가입자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컨텐츠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망간 연동시 서버간 적절한 인증, 권한 인가, 과금 등의 해결 도구 가 없었기 때문에 망간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동 전자 상거래를 위하여는 결재 방식이 인터넷에 노출되는데, 무선 기반 보안 방

식과 유선 기반 보안 방식의 변환 과정에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되어 상호간 신뢰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왔다.

무선 인터넷 보안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동 전자 상거래 관련 컨텐츠 포탈 사업자가 

직접 운용을 함으로써, 무선 구간의 데이터 전송 효율화와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시 문제는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타 망(이동 전자 상거래 관련 컨텐츠 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과의 연동을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서버간 인증, 권한인가, 과금관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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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체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또는 프락시)에서 프로토콜 변환 및 보안 프로토콜 등을 수행하고 가입자에 대한 과

금 처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통신 사업자 외부에 있는 타 이동통신 사업자 또는 유무선 포털 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와는 연동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간 연동시 보안 및 인증 문제, 권한부여 여부문제, 과금 처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

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RADIUS는 유선 인터넷 접속시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고,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치

는 경우에는 적용한 바 없으며, 사업자에게 접속하려는 가입자 인증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RADIUS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서버로서 망간 인증 서버는 아니다.

여기서, RADIUS 프로토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AAA 프로토콜은 RADIUS이다. RADIUS는 1990년 중반에 리빙스톤 엔터프라이

즈(Livingston Enterprise)에 의해 자사의 NAS장비에 인증과 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RADIUS

의 기능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동작으로서, RADIUS 클라이언트는 NAS에 있고, 망

을 통해 호스트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RADIUS 서버와 통신한다. 그리고 RADIUS 서버도 다른 RADIUS나 인증 서버

에 대해 프록시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수도 있다.

둘 째, RADIUS 클라리언트와 서버 사이의 모든 통신은 망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공유 비밀키에 의해 인증된다. 게다

가 RADIUS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비밀 번호는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된다.

세 째, RADIUS는 인증을 위해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

ation Protocol)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지원한다.

네 째, RADIUS 메시지들은 Attribute 또는 Attribute/Value Pair라 불리는 Type-Length-Value 필드로 인코딩되어

AAA정보를 실어 나른다. Attribute의 예로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 패스워드, 프레임 프로토콜(PPP) 그리고 프레임 I

P 어드레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토콜은 단지 서버 기반의 인증이 필요한 소수 가입자들 을 지원하는 소규모 망 장치를 위한 프로

토콜이므로 다양한 기술 기반위에서 동시에 수백 - 수천의 사용자를 지원해야만 하는 통신 사업자들을 위한 AAA서

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안전하면서도 용량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ISP들 사이에서 AAA서비

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이 DIAMETER 프로토콜이

다.

DIAMETER는 새로운 정책과 PPP와 같은 기존 기술과 로밍, 모바일 IP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AAA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가벼우면서도 확장 가능한 피어 기반의 AAA 프로토콜로 정의할 수 있다. DIAMETER는 더 큰 Attribute/

Value길이를 지원하고 DIAMETER서버는 NAS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메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장애에 대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윈도우 통신 기반의 트랜스포트를 지원한다. 게다가 RADIUS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으면

메세지를 보낼 수 없지만 DIAMETER는 NAS에서 DIAMETER서버가 과금이나 연결 종료를 알려주어야 할 경우 메

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DIAMETER는 재전송과 장애 복구 기능을 개선하고 약하고 느린 RADIUS보다도 망 회

복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DIAMETER는 RADIUS가 지원하지 않는 종단간 보안 기법을 제공하고, DIAMETER는 로

밍과 모바일 IP 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인증 서버로는 서버와 단말간의 인증(RADIUS:Remote Access Dial In User Service)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

이고, 서버간 인증하기 위한 인증 서버(DIAMETER)는 국제적으로 개발 단계인 상황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제공중인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의 

인증 서버를 통해 서로 간의 인증, 권한인가, 과금을 해결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망간 인증으로 AAA 인증 서버 DIAMETER를 사용하여 무선 인터넷 망 간 인증, 권한 

인가, 과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현재 망간 인증 서버인 DIAMETE

R는 표준화 초안 수준이며, 초안 규격에서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응용이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인증 부분은 포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 통신 사업자와 무선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을 잘 연동시키기 위하여 브로커망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이동통신망 및 무선 인터넷 망과 연동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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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의 일측면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

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면,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 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접속 메뉴를 수신하

고, 자체 WAP 게이트웨이에서 홈망의 AAA 인증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무선 인터넷 망의 WAP 게이트웨이에 접

속을 요청하는 단계; 홈망의 AAA 인증 서버로부터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

는 단계; 인증이 완료되면, 홈망의 AAA 인증서는 외부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홈 망의 인증 서버의 인증클라이언트

로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홈 망과 외부망간의 과금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후, 네트워크

의 접속을 허가하여 서비스 포털 메뉴 수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외부망의 WAP게이트웨이는 정책에 의하여 미리 가입

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등록 인증이 사전에 완료된 상태에서는, 접속 가입자에 

대하여 외부망 WAP 게이트웨이는 가입자 등록 요청 및 과금 정보 메세지를 전송하여 망간 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홈

망의 AAA 인증서버와 외부망 인증 서버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모든 정보는 AVP로서 인증 노드간 안전한 메시지 전

송,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과정으로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전자서명의 공개키 기반으로 암

호화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미리 가입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은, 상호 전송

계층을 연결할 때, 중요한 연결 프로토 콜에 대한 정보를 송수신하며, 상대의 ID를 식별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을 서

로 교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사양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협상은,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의 WAP 게이트웨이와 방문망의 WAP 게이트웨이간에 진행되며, 방문망 AAA 인증서버와 홈망 AAA 인증 서버를 반

드시 거쳐서 협상된다.

또한, 상기 방문망에 있는 WAP 게이트웨이는 자체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유하는 하부

계층 연결을 수행하고, 연결된 인터넷의 하부계층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능력 협상 메시지를 보내주며 그 응답을 

수신하여 서로간의 능력 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능력 협상 메시지는, 인증 프로토콜 및 응용 프로토콜 

버젼, 지원 가능 단말 부라우져 종류, 푸시 기능 지원 여부, 인증 알고리즘, 보안 메시지 지원 여부, 전송 프로토콜 형

태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 알고리즘 메시지는, 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

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털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 매체의 측면에 따르면,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가 무선 네트워

크에 접속이 되면,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접속 메뉴를 수신하고, 자체 WAP게

이트웨이에서 홈망 의 AAA 인증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무선 인터넷 망의 WAP게이트웨이에 접속을 요청하는 단

계; 홈망의 AAA 인증 서버로부터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인증이 

완료되면, 홈망의 AAA 인증서는 외부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로 서비스를 요청하

는 단계;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홈 망의 인증 서버의 인증클라이언트로서 인증 절차

를 수행하는 단계;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홈 망과 외부망간의 과금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후, 네트워크의 접속을 허가

하여 서비스 포털 메뉴 수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

게 살펴보기로 하자.

도 1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망간 연동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된 이동통신 사업자 이외의

타망 예를 들면, 011 이동통신 가입자가 016, 017, 018, 019, IMT-2000 망에 접속하여 컨텐츠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브로커망(90)을 통해 각각의 외부 망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브로커 

망(90)에서는 사업자 정보 관리, 정책 정보 관리, 라우팅 정보 관리, 인증 정보 관리, 과금 정보 관리등을 수행한다.

일단,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망 접속을 거쳐서 데이터호 접속을 위한 패킷 서비스망(PDSN 또는 IWF)을 통하여 데

이터 호 연결에 대해 최초 인증 과정을 거친다. 접속하려는 가입자의 인증 후,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제공자

가 뿌려 주는 메뉴에 따라 무선 인터넷 접속 메뉴를 선택하면, 접속 권한은 패킷 서비스 망에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

이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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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및 도 2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로서 외부 망은 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이 될 수도 있다.

즉, 가입자가 기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다면, 특별히 추가되는 인증도 불필요하고,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과금하는 레코드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도 1과 같이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별도로 제공하는 

제3의 무선 인터넷 포탈 사업자인 경우에 본 발명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과 연동하여 인증하고, 권한 부여 처리,

과금 처리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4와 같이 접속 방법의 변경, 접속시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프로토콜 및 성능 

정보를 주고 받는 협상 과정이 연동하려는 망간에 먼저 선행되어 진다.

즉, 망간 연동을 위하여 가입자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서비스 사업자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필요한 컨텐츠 망을 인증

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브로커망이 사용될 수 있는데, 별도의 네트워크로 설정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망간 연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가입자가 접속하려는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50)와 초기 접속한 이동통신 사

업자의 인증 서버(60)간의 종단간(End to End) 인증을 위한 인증서 발급 체계를 정의하고 상호 인증이 이루어진다.

도 3에서는 망 구성을 여러 제공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브로커망을 도입하여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즉, 도 3에서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와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소유한 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연결하기 위한 브로

커망(90)과 함께 망이 구성된다. 이 브로커망(90)은 접속된 많은 사업자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지원되는 서비스 종

류 및 프로토콜 등을 관리하며, 서비스 정책, 보안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가 다양

하고, 서비스에 따른 과금 내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 요청되는 대상 서버를 찾고, 요청

해 오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공 능력 협상, 인증 및 보안 정보, 과금 정보, 서비스 품질 등 정책 정보도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이동 가입자가 접속한 홈 망에서는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인증, 권한 부여 및 과금 처리를 수행하는 AAA(Authen

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서버를 사용한다. 여기서, 홈망 AAA 인증 서버(60)는 기존에 적용하던 가입자

의 이동을 위한 타망에서 이동 IP 접속을 위한 가입자 인증서버가 아니라 가입자가 가입된 이동통신 사업자 망에 접속

후, 타(외부)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망간 연동하기 위한 AAA 인증 서버에 해당된다.

인증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능으로 무선 인터넷에서의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무선 단말 장치를 이용하여 접속할 때,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50)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서 발급 체계 인증서 형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매커니즘은 가입자가 접속하려 는 외부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80)에서 외부망의 AAA 인증서버(70)를 거쳐서 최초 접속시 인증을 수행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AAA인증

서버(60)와 연동하고(중간에 브로커망의 인증서버를 거칠 수 있음) 최초 접속한(홈 망)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인터

넷 게이트웨이의 확인을 거쳐 다시 외부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80)로 전송함으로써, 상호 인증이 완료되는 것

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컨텐츠가 있는 외부망이 접속하려는 경우 홈 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50)가 홈 망의 인증 서버

(60)와 인증 후, 가입자가 접속하려는 외부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80)에게 접속 요청을 수행하고, 요청을 받은 

외부 무선 인터넷 포털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가입자에게 맞추어진 새로운 브라우져 또는 메뉴를 제공하고 서

비스하는 것이다. 여기서, 단말은 멀티 브라우져 기능 또는 멀티 사업자 메뉴 구성 기능이 있다고 가정한다.

도 2와 비교해서, 도 4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지원 가능 능력에 대한 협상과정에 해

당된다.

협상 과정은 망간의 인증 절차를 미리 수행해 두어 가입자가 요청시 추가적인 망간 인증을 수행하지 않고 가입자 인

증만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의 사양에 따른 지원 가능 능력을 서로 확인하여 서비스가 불가한 능

력을 요구하는 단말에 대하여는 초기부터 서비스 불가를 알려주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할 수도 있다.

협상 과정은 단말이 접속 요청하기전 미리 수행되어질 수도 있으며, 가입자가 접속 요청하는 포털 사이트에 대하여 

협상되지 않은 경우 먼저 수행될 수 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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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능력 정보 협상(Capability Negotiation)과정은 상호 전송 계층을 연결할 때 중요한 연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상대의 ID를 식별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을 서로 교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사양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협상시 적용하기 위한 능력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50)와 그 이외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80)간에 진행되며, AAA(방문망) 인증 서버(70)와 AAA(홈망) 인증 서버(60)를 반드시 거쳐서 전송되며, 전송 프로토

콜은 신뢰성을 고려하여 SCTP(Stream Controll Transmission Protocol, 미도시)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기존의 T

CP(Transport Layer Security, 미도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도 4에서 보면, 방문망(외부망)에 있는 WAP G/W(80)는 자체망의 AAA 인증서버(70)를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유하는 하부 계층 연결을 수행한다. 연결된 인터넷의 하부 계층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능력 협상 메시지를 보내

주고 그 응답을 받아 서로 간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상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인증 프로토콜 및 응용 프로토콜 버젼

둘 째, 지원 가능 단말 부라우져 종류

세 째, 푸시기능 지원 여부

네 째, 인증 알고리즘(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메시지 다이제스 트 알고리즘,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

다섯 째, 기타 전송 프로토콜 형태.

이러한 서비스는 '외부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또는 '무선 인터넷 로밍 서비스'라 명명할 수 있으며, 상기의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첨부한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절차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 설정 절차이다.

즉, 도 5에서 모바일(10)에서 가입자는 기지국(20, 30)으로부터 무선 채널을 요청하여 가입자가 사용할 무선 채널을 

할당받는 절차를 수행한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호 설정 절차를 수행하여 모바일은 패킷망(PDSN) 또는 서킷망(IWF)(40)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IP주소를 받고, AAA(홈망)인증 서버(60)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절차를 수행하게 되

는 것이다(도 5에서 도면 부호 1)

이어, 가입자의 무선 네트워크의 접속 후,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 G/W(50)에 접속한다.

도 5에서 가입자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어진 메뉴를 통하여 WAP G/W(50)에 접속하고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이 설정되며, WAP 프로토콜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 메뉴가 다시 주어지게 된다.(도 5에서 도면 부호 3)

이어, 접속 메뉴를 받고 외부 무선 인터넷 망에 접속을 요청하게 된다. 즉, 무선 인터넷 메뉴로부터 가입자는 다시 이

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망이 아닌 타 무선 인터넷 망으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되며, 가입자로부터 접속 

요청된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즉, WAP G/W(50)는 홈 망에 있는 AAA 인증 서버(60)

에게 외부망 접속을 위한 요청을 수행한다.

그리고, WAP G/W(50)의 AAA 인증 서버(60)로부터 등록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50

)의 AAA 인증 서버(60)로부터 등록 인증(협상 절차 포함) 및 가입자 등록 인증이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도 4에서 외부망(방문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80)는 정책에 의하여 미리 가입자가 접속전에 이동통신 

사업자와 등록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호 접속에 의하여 미리 주어진 조건으로 접속을 유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는 가입자가 접속할 경우 상대 서버 노드간의 상태 머신에 의해 항상 접속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서버간

의 인증은 불필요하며, 요청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등록 요청 및 과금 정보 메세지를 통하여 망간 통신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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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AA 서버를 경유하는 모든 정보를 송수신하는 형태는 AVP로서 인증 노드간 안전한 메시지 전송 등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과정으로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전자 서명의 공개키 기반으로 암호화될 수 있

다. 이때 외부망에서 가입자가 인증 및 등록시 받는 상기의 서비스 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어, 이동한 망의 게이트웨이가 아닌 홈망의 게이트웨이(50)로부터 외부망 의 게이트웨이(80)를 호출하게 된다. 즉, 

AAA 인증 서버(60)는 외부 방문망의 AAA 인증서버(70)를 통하여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80)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접속하려는 망의 게이트웨이와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도 5에서 외부망(방문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

웨이(80)는 홈망의 인증 서버(60)의 인증 클라이언트로서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인증 절차 후, 도 5에서 외부 망의 인증 및 권한 인가 후 서비스가 시작되기 위하여 서로간의 과금 방식에 대한 정보가

송수신되어 과금 방식이 협상된다.

과금 방식 협상이 완료되면, 가입자가 접속하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세션을 관리하고, 망간 연동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어, 허가된 망으로부터 서비스 포탈 메뉴를 수신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즉, 도 5에서 가입자의 방문망으로

부터의 새로운 브라우져 또는 신규 메뉴를 수신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러한 망간 접속 절차는 타

망과의 직접적인 전용선을 사용하거나 공중 인터넷 망을 경유하든 상관이 없으며, 접속 후 가입자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저질 것이다.

서비스 진행동안 AAA(홈)인증서버(60)에게 외부 무선 인터넷 포털망의 AAA(방문) 인증서버(70)는 주기적으로 과금

정보를 전송하고, 서비스 완료 후, 과금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여 과금 프로세스를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하여 도 6을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대한 동작 플로우챠트이다.

먼저,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를 설정한다(S101).

이어, 가입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S102), 가입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었을 경

우에,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접속 메뉴를 수신한다(S103). 그리고, 자체 WA

P게이트웨이에서 홈망의 AAA 인증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무선 인터넷 망의 WAP게이트웨이에 접속을 요청하게

된다(S104).

이어, 홈망의 AAA 인증 서버로부터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S105).

이때, 외부망의 WAP게이트웨이는 정책에 의하여 미리 가입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을 수행하게 되고,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등록 인증이 사

전에 완료된 상태에서는, 접속 가입자에 대하여 외부망 WAP 게이트웨이는 가입자 등록 요청 및 과금 정보 메세지를 

전송하여 망간 통신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미리 가입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은, 상호 

전송 계층을 연결할 때, 중요한 연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송수신하며, 상대의 ID를 식별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을

서로 교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사양을 정의하게 된다.

또한, 상기 등록 인증 협상은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WAP 게이트웨이와 방문망의 WAP 게이트

웨이간에 진행되며, 방문망 AAA 인증서버와 홈망 AAA 인증 서버를 반드시 거쳐서 협상되어진다.

상기 방문망에 있는 WAP 게이트웨이는 자체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유하는 하부계층 

연결을 수행하고, 연결된 인터넷의 하부계층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능력 협상 메시지를 보내주며 그 응답을 수신하

여 서로간의 능력 협상을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능력 협상 메시지는, 인증 프로토콜 및 응용 프로토콜 버젼, 지원 가

능 단말 부라우져 종류, 푸시 기능 지원 여부, 인증 알고리즘, 보안 메시지 지원 여부, 전송 프로토콜 형태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게 되고, 상기 인증 알고리즘 메시지는, 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메시지 다

이제스트 알고리즘,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 증 적어도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 등록 인증이 완료되면, 홈망의 AAA 인증서버는 외부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로 서비스를 요청한다(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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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홈 망의 인증 서버 인증클라이언트로서 인증 절차를 수

행하는 것이다(S107).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S108), 홈 망과 외부망간의 과금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후, 네트워크의 접속을 허가하여 서비

스 포털 메뉴 수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S109).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은, 모바일 IP용 초안 버젼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DIAM

ETER를 FA, HA가 아닌 홈 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기준으로 한 응용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적용함으로서, 모

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선 인터넷 접속 후, 이동통신 사업자에 종속된 사이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선택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선 인터넷 접속 방법은 무선망 개방 시대에 무선 인터넷 컨

텐츠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수익모델이 되지 못한 무선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한 타망의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인증, 권한 인가, 과금관리, 구조와 기법을 통해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한 WAP G/W의 보안 문제도 해결되는 방법으로서 무선 인터넷 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신뢰성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면,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접속 메뉴를 

수신하고, 자체 WAP게이트웨이에서 홈망의 AAA 인증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무선 인터넷 망의 WAP게이트웨이

에 접속을 요청하는 단계;

홈망의 AAA 인증 서버로부터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인증이 완료되면, 홈망의 AAA 인증서버는 외부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로 서비스

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홈 망의 인증 서버 인증클라이언트로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홈 망과 외부망간의 과금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후, 네트워크의 접속을 허가하여 서비스 포털 

메뉴 수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외부망의 WAP게이트웨이는 정책에 의하여 미리 가입

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망

간 접속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와 이동통신 사업자간 등록 인증이 사전에 완료된 상태에서는, 접속 가입자에 대하여

외부망 WAP 게이트웨이는 가입자 등록 요청 및 과금 정보 메세지를 전송하여 망간 통신이 수행되는 무선 인터넷 망 

간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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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홈망의 AAA 인증서버와 외부망 인증 서버를 통하여 송수신되는 모든 정보는 AVP로서 인증 노드간 안전한 메

시지 전송,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과정으로 송수신하는 메시지는 전자서명의 공개키 기반

으로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가입자가 접속하기 전에 해당 가입자가 속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 망과 등록 인증 협상은, 상호 전송 계층

을 연결할 때, 중요한 연결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송수신하며, 상대의 ID를 식별하고, 지원 가능한 능력을 서로 교

환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사양을 정의하는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협상은,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WAP 게이트웨이와 방문망의 WAP 게이트웨이간에 진행되

며, 방문망 AAA 인증서버와 홈망 AAA 인증 서버를 반드시 거쳐서 협상되는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망에 있는 WAP 게이트웨이는 자체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소유하는 하부계층 

연결을 수행하고, 연결된 인터넷의 하부계층 프로토콜을 통하여 상호 능력 협상 메시지를 보내주며 그 응답을 수신하

여 서로간의 능력 협상을 확인하는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능력 협상 메시지는,

인증 프로토콜 및 응용 프로토콜 버젼, 지원 가능 단말 부라우져 종류, 푸시 기능 지원 여부, 인증 알고리즘, 보안 메시

지 지원 여부, 전송 프로토콜 형태 메시지 중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무선 인터넷 망 간 접속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알고리즘 메시지는, 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암호화 및 복호화 알

고리즘 증 적어도 하나인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

청구항 10.
무선 인터넷 망간 접속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

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털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선망을 통한 무선 채널 요청 및 패킷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단계;

가입자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면,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인증 및 자체 WAP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접속 메뉴를 

수신하고, 자체 WAP게이트웨이에서 홈망의 AAA 인증서버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무선 인터넷 망의 WAP게이트웨이

에 접속을 요청하는 단계;

홈망의 AAA 인증 서버로부터 협상 절차를 포함하는 등록 인증 및 가입자의 등록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인증이 완료되면, 홈망의 AAA 인증서는 외부망의 AAA 인증 서버를 통하여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외부망의 WAP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홈 망의 인증 서버의 인증클라이언트로서 인증 절차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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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홈 망과 외부망간의 과금방식을 협상하고, 협상 후, 네트워크의 접속을 허가하여 서비스 포털 

메뉴 수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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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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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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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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