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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ＣＤＭＡ 시스템에서 이동ＩＰ 버전 6 서비스 지원하기위한 방법, 시스템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종단간 절차에서 바람직하게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의 MIPv6-관련 정보를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방문 네트

워크의 이동 노드(mobile node)(10) 및 이동 노드의 홈 네트워크 간의 전달함으로써 CDMA 프레임워크에서 MIPv6를 위

한 인증 및 인가 지원을 제공한다. 종단간 절차는 홈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 및 AAA 서버(34) 간에서 실행된다. 방문 네트

워크에서, 하위층 설정 후, 지점간 통신은 이동 노드 및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 간에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액세스 서버는 이동 노드의 MIPv6 인증 및 인가를 위한 AAA 홈 서버와 통신한다. 바람직한 실시예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

콜을 위한 기초로서 EAP를 사용한다. 그 후, EAP 확장은 MIPv6 초기화 및 재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한편, CHAP는

MIPv6 핸드-인에 유용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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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색인어

방문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이동 노드, AAA 서버, 인터넷 프로토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에 관한 것이며, 특히 CDMA 시스템들에서 이동IP 버전 6 서비스 지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IP(MIP)는 서비스를 최소로 파괴하면서 이동 노드가 인터넷에 자신의 부착 포인트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MIP 자

체는 대규모 상업적인 전개시에 MIP의 응용성을 제한하는 여러 관리 도메인 전체에 걸쳐서 모빌러티를 위한 임의의 특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MIP 버전 6(MIPv6) 프로토콜[1]은 노드들을 대응 노드들과의 도달성 및 계속적인 접속들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토포로지

내에서 이동시킨다. 이 내용에서, 각 이동 노드는 항상, 자시의 IPv6 인터넷에 현재 부착 포인트와 관계없이 자신의 홈 어

드레스에 의해 식별된다. 자신의 홈 네트워크로부터 벗어나서 위치되는 동안, 이동 노드는 또한 보조 주소(care-of

address)와 관련되는데, 이는 이동 노드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동 노드의 홈 어드레스로 어드레스되는

IPv6 패킷들은 자신의 보조 주소로 다소 트랜스패런트하게 라우팅된다. MIPv6 프로토콜은 IPv6 노드들이 이동 노드의 홈

어드레스를 자신의 보조 주소와의 결합을 캐쉬(cache)하도록 하고 나서, 이동 노드를 향하는 임의의 패킷을 보조 주소로

전송한다. 이를 위하여, 이동 노드는 바인딩 갱신(binding updates)을 소위 자신의 홈 에이전트(HA) 및 이동할 때마다 통

신하고 있는 대응 노드들로 전송한다.

따라서, 셀룰러 전화, 랩톱, 및 이외 다른 최종 사용자 장비와 같은 MIPv6 실행가능 이동 노드는 자신들의 홈 서비스 프로

바이더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바이더에 속하는 네트워크들 간에서 로밍될 수 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로밍은 운영자들 간

에 존재하는 서비스 레벨 및 로밍 협정에 따라서 인에이블된다. MIPv6는 단일 관리 도메인 내에서 세션 연속성을 제공하

지만, 여러 관리 도메인들 전체에 걸쳐서, 즉 홈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 외부에서 로밍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인가 및 계정관리(AAA) 기반구조의 이용율을 따른다.

이동IPv6가 완전한 모빌러티 프로토콜로서 간주되지만, 대규모 전개를 실행하기 위해선 MIPv6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는

더 많은 및/또는 개선된 메커니즘이 여전히 필요로 된다. 특히, CDMA 2000과 같은 CDMA 시스템들에서 MIPv6의 사용

을 용이하게 하는 솔루션이 부족하다. 오늘날 3GPP2 CDMA 200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동IPv4 오퍼레이션 및 간단한

IPv4/IPv6 오퍼레이션은 [2]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Mobile IPv6 오퍼레이션에 대한 동작을 위한 해당 사양이 없고

3GPP2가 MIPv6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CDMA 2000 내에서 이동IPv6 오퍼레이션을 실행시

키는 솔루션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인증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메커니즘들이 중요하다. 게다가, 스무드

한 이동IPv6 오퍼레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MN이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인증된 CoA를 획득할 때 일시

적으로 도달될 수 없을 때 핸드오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종종 바람직하다.

따라서, CDMA 2000 및 유사한 CDMA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MIPv6 인증 메커니즘이 상당히 필요로되고 특히 상당히 짧

은 핸드오프/설정 시간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이 필요로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CDMA 시스템들에서 MIPv6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정 목적은 CDMA 2000

및 CDMAOne과 같은 프레임워크 내에서 MIPv6 인증 및/또는 인가를 인에이블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CDMA 시스

템에서 MIPv6 통신을 위한 개선된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을 성취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프레임워크

내에서 MIPv6 핸드-인(hand-in)을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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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목적들은 첨부된 청구항들에 따라서 성취된다.

본 발명은 근본적으로, CDMA 프레임워크에서 MIPv6를 위한 인증 및 인가 지원에 관한 것이며, 종단간 절차에서 인증 프

로토콜의 MIPv6-관련 정보를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방문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 및 이동 노드의 홈 네트워크 간에 전달

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MIPv6-관련 정보는 전형적으로 MIPv6 인증, 인가 및/또는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 인증 프로토콜

은 바람직하게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이지만 전체적으로 새롭게 규정된 프로토콜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종단간 절차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홈 에이전트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동 노드 및 홈 네트워크의

AAA 서버 간에서 실행된다. 방문 네트워크에서, 하위층 설정(무선 링크 설정 포함)후, 지점간 통신은 예를 들어 이동 노드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와 같은 적절한 CDMA-특정 상호작용 액세스 서버간에서 설정된다. 그 후, 액세스 서

버/PDSN은 방문 네트워크에서 AAA 서버를 통해서 또는 다소 직접적으로 이동국 노드의 MIPv6 인증 및 인가를 위한

AAA 홈 네트워크 서버와 통신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기본으로서 확장가능한 인증 프로토콜(EAP)을 사용하여 EAP 하위 층

(들)을 원래 대로 유지하면서 EAP 확장들을 생성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MIPv6-관련 정보가 EAP 프로토콜 스택에서 부

가적인 데이터로서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프로토콜은 바람직하게는 PPP(지점간 프로토콜), CSD-PPP(회로 교환 데이터-PPP), 또는 이동 노드 및 액세스 서

버(PDSN) 간의 PANA(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한 인증을 실행하는 프로토콜)DP 의해 그리고 액세스 서버(PDSN) 및 AAA

홈 네트워크 서버 간의 AAA 기반구조 내의 다이어미터(diameter) 및 RADIUS과 같은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

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 노드 및 액세스 서버(PDSN) 간의 지점간 통신의 초기화 및 구성은 예를 들어 PPP 또는 CSD-PPP를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하게 성취되는데, 여기서 CSD-PPP의 사용은 라운드 트립들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켜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

을 단축시킨다. 액세스 서버(PDSN)는 PPP/CHAP 및/또는 PPP/EAP 패킷에 바로 앞서있는 예를 들어 표준 PPP/LCP 패

킷을 송출함으로써 PPP에 대한 대안으로서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이동 노드에 제공한다. 그 후, 이동 노드는 PPP

및 CSD-PPP 간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동 노드가 CSD-PPP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되면, LCP(링크 제어 프로토콜), 네

트워크 인증 및 NCP(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 단계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MIPv6 인증 및/또는 인가를 위한 3가지 주 시나리오, 즉 MIPv6 초기화, MIPv6 핸드-인, MIPv6 재인증화가 식별된다.

MIPv6에 적합한 EAP 확장은 MIPv6 초기화 및 재인증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한편, CHAP(챌린지 핸드세이

크 인증 프로토콜)의 사용은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에 유용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발명을 따르면, CDMA 프레임네트워크에서 MIPv6 인증을 위한 완전한 전체-솔루션은 제1 시간동안 성취되는 반면에,

종래 기술에서 서로에 불일치하는 단지 부분적인 솔루션들만이 존재한다. 이 내용에서 CSD-PPP를 사용함으로써,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 게다가, EAP 확장들과 같은 인증 프로토콜 확장들에 따라서 스트림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는 최소 역방향 호환성 문제들을 가진채 관리될 수 있고 명료하게 된다. EAP의 사용은 또한 방문

네트워크에서 AAA 요소들이 MIPv 6 절차들(즉, 이는 방문 네트워크에서 MIPv6 지원의 종속성에 좌우된다)에 대해 불가

지론(agnostic)이 되도록 하고 적어도 HA가 홈 네트워크에 위치될 때 단지 패스-쓰루 에이전트(s)로서 작용하도록 한다.

이 제안된 솔루션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3GPP2 명세에 따라서 CDMA 2000 내에서 MIPv6 인증에 적합하지만 또한

CDMAOne 또는 장래의 CDMA 프레임워크들과 같은 다른 프레임들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하의 설명 및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이동 IP 액세스를 위한 일반적인 3GPP2 기준 모델을 도시한 도면.

도2는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이동 IP 액세스를 위한 CDMA 네트워크의 개요도.

도3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초기화를 일반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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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초기화를 위한 신호 흐름도.

도5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초기화의 신호 흐름도.

도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초기화의 신호 흐름도.

도7은 본 발명의 또한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초기화의 신호 흐름도.

도8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의 신호 흐름도.

도9는 본 발명의 또한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의 신호 흐름도.

도10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재인증의 신호 흐름도.

도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MIPv6 재인증의 신호 흐름도.

도12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의 개요적인 블록도.

도13은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따른 AAA 홈 네트워크 서버를 도시한 개요적인 블록도.

도14는 본 발명을 따른 CDMA 시스템에서 이동 노드용 MIPv6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기본 예의 개요적인 흐름

도.

실시예

이 문서에 사용된 약어들의 리스트는 본 명세서의 말미에 제공된다.

도1은 이동 IP 액세스를 위한 일반적인 3GPP2 기준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이동국이 소스 RN 및 서비스 PDSN으로부터

타겟 RN 및 타겟 PDSN으로 핸드오버되는 상황이 도시된다. 도1의 AAA 서버들은 RADIUS 서버들로 전형화되지만 다이

어미터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작하는 서버들을 포함하는 다른 AAA 서버들로 매우 양호하게 대체될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이동 IP용 CDMA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2의 개략적인 CDMA 프레임워크는 도1

의 모델의 간소화되고 일반화된 버전으로서 뷰잉될 수 있다. 자신과 관련된 홈 네트워크 이외의 포린/방문 네트워크

(foreign/visited network)를 로밍하는 이동 노드(MN)(10),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 랩톱 또는 PDA가 도시되어 있다. 방

문 네트워크에서, MN(10)은 MN(10)으로의 물리 층 접속을 관리하는 무선 네트워크(RN)(21)를 통하여 데이터 서빙 노드

(PDSM)(22)로서 예시된 인터네트워킹 액세스 서버와 통신한다. 인터네트워킹 액세스 서버(22)는 무선 및 IP 네트워크 사

이의 인터네트워킹을 제공하며,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로서 동작하는 AAA 클라이언트와 어느 정도까지 비교 가능

하다. PDSN이 CDMA2000에서 사용된 특정 노드일지라도, 등가물이 다른 CDMA 프레임워크에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

서, PDSN은 전형적으로 MN(10)에 대한 인증, 인가 및 계정관리를 개시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SN(22)은 하나 이상의 AAA 서버(24, 34)를 포함하는 AAA 기반구조를 통하여 MN(10)의 홈

네트워크 내의 홈 에이전트(HA)(36)에 접속한다. HA(36)는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해 유지되며 예

를 들어, 사용자 등록 및 PDSN으로의 패킷의 재지향을 관리한다. AAA 서버의 전체적인 목적은 PDSN 및 다른 AAA 서버

와 상호작용하여, 이동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적으로) 계정관리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보안 관계가 MN(10) 및 HA(36) 사이에서 달성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동 IP 인증 및 인가는 종종 다음의 기본적인 단계를 포함한다. MN(10)은 가장 가까운 PDSN/포린 에이전트(22)에 접속

한다. PDSN은 차례로 액세스 요청 메시지와 함께, 통상적으로 AAAv 서버(24)를 통하여 AAAh 서버(34)에 접촉하여 사용

자를 인증하도록 하고 적절한 터널링 파라미터, IP 어드레스 등을 획득하도록 한다. 인증이 성공적인 경우, AAA 서버(들)

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MN(10)과 HA(36) 사이의 보안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사용자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것은 통상적은 HA(36)이다.

공개특허 10-2006-0031813

- 4 -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MIPv6의 인증 및/또는 인가에 대한 완전한 솔루션이 종래 기술에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것은

종단간 체인의 목표 부분(예를 들어, AAA 클라이언트와 AAA 서버 사이의 부분에 대한 [3], 및 MN과 AAA 클라이언트

사이의 부분에 대한 PANA [4] 프로토콜)을 제언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솔루션은 서로 일관되지 않고 종단간을 동작

시키지 않는다. 더구나. [3]의 종래의 메커니즘은 인증 방법을 이해시키고 MN과 AAAh 사이의 MIPv6-관련 데이터 교환

의 내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AAA 클라이언트 및 AAAv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솔루션으로는, MN과 AAAh 사이의 종래

의 암호화를 적용할 수 없고, 상기 시스템은 도청, 중간자 공격 등과 관련하여 매우 취약해진다.

특히, 배경 섹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DMA2000과 같은 구조에서의 MIPv6 인증 및/또는 인가에 대한 종래 기술 메커

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요구, 특히, 비교적 짧은 핸드오프/설정 시간과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발명은 CDMA2000과 같은 CDMA 시스템에 적절한 인증 및 인가 절차를 달성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기 PPP, CSD-PPP, PANA 및 다이어미터/RADIUS 프로토콜과 같은 프로토콜을 바람직하게 결합하는

AAA 기반구조를 통하여 이동 노드의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 내의 이동 노드 사이의 종단간 절차에서 인증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MIPv6-관련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 사이의 바인딩 또는 MIPv6 보

안 관계(즉, 보안 관련성)를 설정하는 AAA 기반구조를 통하여 전달되는 인증, 인가 및/또는 구성 정보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종단간 절차는 필요로 될 때 홈 에이전트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홈네트워크의 AAA 서버와 이동 노드

사이에서 실행된다. 도1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와 같은 AAA 홈 네트워크 서버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이 예에서, AAAh 서버(34)는 기본적으로 홈 어드레스 할당 모듈(51), 홈 에이전트(HA), 할당 모듈(52), 보안 관계 모듈

(53), 인가 정보 관리자(54) 및 입-출력(I/O) 인터페이스(55)를 포함한다. 모듈(51)은 바람직하게는, (홈 어드레스가 이동

노드에서 구성되어 HA로 전송되지 않는다면) 홈 어드레스 할당을 수행하고, 모듈(52)은 적절한 홈 에이전트(HA)를 할당

하고/하거나 재-할당하도록 동작 가능하다. AAAh 서버(34)는 또한 전형적으로 이동 노드로부터 키 시드(key seed) 및 바

인딩 갱신(BU)를 수신한다. 대안으로, AAAh 서버(34)는 키 시드 자체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동 노드에 전송한다. 보안 관

계 모듈(53)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시드에 응답하여 필요로 되는 보안 키를 발생시키고, 이 키를 HA에 안전하게 전달한다.

바인딩 갱신(BU)는 또한 홈 에이전트(HA)로 전달되어, HA가 이동 노드의 보조 주소(COA)와의 홈 어드레스의 바인딩을

캐싱할 수 있도록 한다. AAA 서버는 또한 보안 관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HA로부터 IPSec 정보와 같은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는 다른 수집된 인가(및/또는 구성) 정보와 함께 이동 노드로의 그 다음 전달을 위하여 선택적인

인가 정보 관리자(54)에 저장될 수 있다.

방문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무선과 IP 네트워크 사이에서 필요로 되는 인터네트워킹을 제공하는 PDSN과 같은 적절한

인터네트워킹 액세스 서버와 이동 노드 사이에 전형적으로 지점간 통신이 설정된다. 도12는 이와 같은 인터네트워킹 액세

스 서버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개략적인 블럭도이다. 인터네트워킹 액세스 서버(22)는 예를 들어, PPP 또는 CSD-PPP를

통하여 이동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모듈(41), 뿐만 아니라, AAA 서버 및 유사한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모듈(42)을 포함한

다.

인가 단계는 당연히 명백한 인가를 포함하지만, 관련된 노드의 구성을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HA의 구성 및/또는 이동 노

드의 구성과 같은 MIPv6-관련 구성은 통상적으로 전체 인가 절차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AAA"라는 용어는 인터넷 드래프트, RFC 및 다른 표준화 문서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택되어야만 한다. 전형적으로,

AAA(인가, 인증 및 계정관리관리) 기반구조의 인증 및 보안 키 일치는 이동 노드와 홈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위임된 당사

자 사이에 공유된 최초 시크리트의 존재를 나타내는 대칭적인 암호를 토대로 한다. 일부 시나리오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 AAA 기반구조의 계정관리관리 특성은 디스에이블되거나 구현될 수 없다. AAA 기반구조는 일반적으로 홈 네

트워크 및/또는 방문 네트워크에서, 하나 이상의 AAA 서버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AAA 클라이언트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AAA 기반구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중간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다.

다음에서, CDMA 프레임워크의 MIPv6 인증 및/또는 인가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세 가지 주요 MIPv6 시나리

오: MIPv6 개시, MIPv6 핸드-인, 및 MIPv6 재-인증과 관련하여 약술될 것이다.

MIPv6 개시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이전의 MIPv6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무선 링크 설정을 포함하는 하위-층 구성이

수행되고 나서, 방문 네트워크 내의 PDSN 또는 등가 노드와 이동 노드 사이의 지점간 통신이 개시되어 구성되어야만 한

다. 지점간 통신의 구성은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PPP 또는 CSD-PPP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CSD-PPP의 사용은

라운드 트립(round trip)의 수를 상당히 감소시킴으로,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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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바람직하게는 MIPv6-관련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기초로서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하

는데, 이것은 이하에서 주로 이와 같은 확장된 프로토콜에 의해 예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EAP 프로토콜 스택

내의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인증, 인가 및/또는 구성을 위한 MIPv6-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기

초로서 확장 가능한 인증 프로토콜(EAP)을 사용한다. 스크래치(scratch)로부터 구성된 인증 프로토콜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또한 강조되어야만 한다.

일단, 이동 노드 및 PDSN 또는 등가 노드 사이의 통신이 구성되면,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 이동 노드와 PDSN

사이에서 PPP, CSD-PPP, 또는 PANA에 의하여, 그리고, AAA 홈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AAA 기반구조 내에서의 다이어

미터 및 RADIUS과 같은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IP 어드레스 할당을 위하여, 예를 들어, IP 어드레스 할당용 DHCP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안으로, PPP/CSD-PPP

의 NCP(IPv6CP) 단계가 인터페이스-ID 할당, 및 IPv6 어드레스에 대한 세계적인 프리픽스를 획득하기 위한 IPv6 라우터

간청/광고에 사용될 수 있다. IPv6 내의 어드레스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하여, [5]가 참조된다.

MIPv6 핸드-인의 경우, 진행중인 MIPv6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베어러의 재설정을 필요로 하는

핸드오버가 존재할 때, 예를 들어, 프로토콜 캐리어로서 그리고 지점간 통신의 구성을 위하여 PPP 또는 CSD-PPP를 사용

하는, 인증용 CH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명되었다.

MIPv6 재-인증의 경우, 예를 들어, 이동 노드와 홈 에이전트 사이의 신뢰 관계가 만료될 때, 통상적으로 이동 노드와

PDSN 사이에서 설정된 지점간 통신이 이미 존재한다. MIPv6 개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은 바람직하

게는, 이동 노드와 PDSN 사이에서, 그리고, AAA 홈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AAA 기반구조 내에서의 다이어미터 및

RADIUS과 같은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예를 들어, 확장된 EAP)은 예를 들어, PANA 또는 PPP에 의해 MN(10)과 PDSN

(22)(또는 대응하는 노드) 사이에서 전달될 수 있다. 대안으로, IEEE 802.1X[6]과 같은 만족스러운 하위층 순서 보증과

관련된 다른 캐리어 프로토콜이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GPP2 CDMA2000 시스템의 경우

에, EAP [7]에 대한 C227(Hex)로 설정된 프로토콜 필드 값에 의한 PPP 데이터 링크 층 프로토콜 캡슐화를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CDMA2000에 매우 유용할지라도, 예를 들어, CDMAOne 및 CDMA 기술에 토대로 한 다른(현재 또는 미래) 프

레임워크/오퍼레이팅 모드와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단락에서, 지점간 통신을 위한 및/또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예를 들어, 확장된 EAP) 및/또는 CHAP에 대한 캐리

어로서의 PPP 및 CSD-PPP의 상술된 용도의 어떤 일반적인 양상이 설명될 것이다.

3GPP2 CDMA2000 내에서, PPP [8]는 이동 및 단순한 IP 오퍼레이션 둘 다와의 접속시에 패킷 데이터 세션의 설정에 사

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PPP 교환은 핸드오프 동안 지연 임계 경로 내에서 존재한다. 3GPP2 CDMA2000에 규정된

PPP의 용도는 단순한 IPv4/IPv6 오퍼레이션 및 이동 IPv4 오퍼레이션의 경우와 상이하다. 단순한 IPv4/IPv6의 경우에,

PPP의 인증 단계는 CHAP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 PPP의 NCP(IPCP/IPCP/IPv6CP [9])는 IP 어드레스 할당에 사용

된다. 이동 IPv4 오퍼레이션의 경우, 인증 단계는 PPP 내에서 수행되지 않고, PPP의 NCP(IPCP) 단계에서 IP 어드레스가

요구되지 않는다.

종래 기술에서, CDMA 시스템 내의 이동 IPv6 오퍼레이션을 위한 PPP의 용도에 관한 규정/정의가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

나, 이동 IPv6 동작을 위한 PPP의 용도에 대한 강한 솔루션에 대한 요건은 상기 솔루션이 현재의 PPP 용도와 적어도 역방

향으로 호환 가능해지도록 한다. 이러한 요건은 CDMA 시스템에서 이동 IPv6 지원과 관련된 CSD-PPP의 사용을 도입하

는 본 발명의 일부 유용한 실시예에 따라 충족된다. 현재의 PPP 용도와의 상호운용 가능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CSD-PPP는 피어 프로토콜 엔티티들 둘 다가 CSD-PPP에 따라 적응될 수 있는 경우에, 구성 시간을 상당히 감

소시킨다.

기본적으로, 감소된 구성 시간은 PPP를 변경함으로써 달성된다. 일반적인 개념은 2 CSD-PPP 피어가 통신할 때, LCP의

엄격한 분리, 인증, 및 PPP의 NCP 단계가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LCP, 인증, 및 NCP 단계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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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구성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SD-PPP에 따라서 하나의 PPP 피어가 변경되고 다른

것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변경된 피어는 PPP를 따르도록 후퇴할 것이다. 이것은 PPP의 구성 시간을 감소시키지도 않고

증가시키지도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인 CSD-PPP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는 예를 들어 [10]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 양호한 이해를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이 이제 서술될 것

이다. 이러한 예시적인 실시예는 전형적으로 EAP 하위층(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EAP 확장을 발생시키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기초로서 EAP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인증 프로토콜이 유사

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특정한 경우의 EAP에 대하여, MIPv6-관련 정보는 전형적으로 하

나 이상의 새로운 EAP 속성(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EAP 프로토콜 스택 내에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통합된다. 이와 같

은 EAP 속성을 구현하는 여러 솔루션이 이하의 섹션 "방법-특정 EAP 속성" 및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에서 서술된다.

방법-특정 EAP 속성

본 발명의 하나의 특정 실시예에 따르면, MIPv6-관련 정보는 EAP 프로토콜 스택의 EAP 방법 층에서 EAP 속성으로서

전달된다. 그리고 나서, MIPv6 인증용 방법을 전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확장된) EAP 인증 프로토콜이 규정된다. 확장된

EAP 프로토콜은 바람직하게는 MIPv6 인증의 협상/시행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며, 예를 들어, 동적인 MN 홈 어드레스 할

당, 동작 HA 할당, HA와 MN 사이의 보안 키의 분배 및 PANA 보안을 위한 PAA와 PAC 사이의 보안 키의 분배를 용이하

게 하는 어떤 보조 정보를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새로운 EAP 속성은 예를 들어, 새로운 EAP TLV 속성일 수 있고, 예시적인 프로토콜 세부항목이 이제 개념의 실행 가능

성 및 전체 흐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공될 것이다.

다음의 EAP-TLV는 본 발명의 확장된 EAP 프로토콜 하에서 규정될 수 있는 새로운 EAP TLV의 예들이다:

i) MD5 챌린지 EAP-TLV 속성

ii) MD5 응답 EAP-TLV 속성

iii) MIPv6 홈 어드레스 요청 EAP-TLV 속성

iv) MIPv6 홈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v)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요청 EAP-TLV 속성

vi)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vii)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nonce) EAP-TLV 속성

viii) IKE 키ID EAP-TLV 속성

ix) HA-MN IPSec SPI EAP-TLV 속성

x) HA-MN IPSec 키 수명 EAP-TLV 속성

xi) PAC-PAA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 EAP-TLV 속성

xii) MIPv6 홈 어드레스 EAP-TLV 속성

xiii) HA-MN 사전-공유 키 EAP-TLV 속성

xiv) HA-MN IPSec 프로토콜 EAP-TLV 속성

xv) HA-MN IPSec 시크리트 EAP-TLV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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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MIP-바인딩-갱신 EAP-TLV 속성

xvii) MIP-바인딩-확인 EAP-TLV 속성

이 속성(서브셋 또는 모두)에 의하여, EAP 프로토콜은 주요 IPv6 인증 정보 이외에, MIPv6-관련 보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MIPv6-관련 보조 정보는 예를 들어, 동적인 MN 홈 어드레스 할당, 동적인 홈 에이전트

할당을 위한 요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안 키의 생성을 위한 논스 및/또는 시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확장된 EAP 프로토콜의 인증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MD5-챌린지 인증을 사용하지만, 다른 유형의 프로

토콜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다음의 EAP-TLV 속성이 MD5-챌린지 인증을 통한 구현의 경우에 MIPv6 인증을

위해 규정될 수 있다:

i) MD5 챌린지 EAP-TLV 속성

이것은 AAAh에 의해 랜덤으로 발생되고 MD5 챌린지를 위해 MN으로 전송된 옥텟 스트링을 나타낸다.

ii) MD5 응답 EAP-TLV 속성

이것은 AAAh와 MN 사이의 공유된 시크리트 키를 갖는 MD5 해시 함수의 결과로서 발생된 옥텟 스트링을 나타낸다.

동적인 MN 홈어드레스 할당을 용이하게 하는 MIPv6-관련 정보의 경우에, 예를 들어, 다음의 EAP-TLV 속성이 규정될

수 있다:

iii) 이것은 인증된 MN를 위해 동적으로 할당된 MIPv6 홈 어드레스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 이것은 MN이 MIPv6 서비스

를 인증받고 제공받도록 최초로 요구할 때, MN에 의해 AAAh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EAP 속성은 통상적으로 MN

이 MIPv6 핸드오프 동안과 같이 이전에 할당된 홈 어드레스를 이미 가질 때, 선택적인 속성으로서 규정된다.

iv) MIPv6 홈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이것은 인증된 MN를 위해 동적으로 할당된 MIPv6 홈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것은 홈 어드레스를 요구했던 MN이 성공

적으로 인증될 때, AAAh로부터 MN에 통지될 것이다. 이 속성은 MN이 MIPv6 핸드오프 동안과 같이 이전에 할당된 홈 어

드레스를 이미 가질 때, 통상적으로 선택적이다.

동적인 HA 할당에 대하여, 다음의 예시적인 EAP-TLV 속성이 사용될 수 있다:

v)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요청 EAP-TLV 속성

이것은 성공적으로 인증될 때 MN을 위해 동적으로 할당된 HA의 어드레스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 이것은 MN이 MIPv6

서비스를 인증받고 제공받도록 최초로 요구할 때, MN에 의해 AAAh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MIPv6 프로토콜의 동적인 HA

발견 방법이 HA를 할당하는데 사용될 때, 또는 MN이 이전에 할당된 HA(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를 이미 가질

때와 같이, HA 할당이 이미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이 속성은 통상적으로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vi)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이것은 인증된 MN을 위해 동적으로 할당된 HA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것은 MN이 MIPv6 서비스를 인증받고 제공받

도록 최초로 요구할 때, AAAh로부터 MN에 통지될 것이다. <IPv6 프로토콜이 홈 에이전트 할당을 위한 동적인 홈 에이전

트 발견 방법을 가지기 때문에, 이 속성은 통상적으로 선택적이다. 이것은 또한 MN이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전에 할당된 HA를 이미 갖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시적인 EAP-TLV 속성은 HA와 MN 사이의 보안 키의 분배를 위해 규정될 수 있다.

vii)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 EAP-TLV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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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HA-MN 간의 사전-공유 키를 발생시키기 위한 시드로서 MN에 의해 랜덤으로 발생된 옥텟 스트링을 나타낸다.

MN은 MN과 AAAh 사이의 공유 키와 이러한 논스의 조합에 대한 적절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HA-MN 공유 키

를 내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속성은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

할 때, 통상적으로 선택적일 것이다.

viii) IKE 키ID EAP-TLV 속성

이것은 [11]에서 규정된 ID 페이로드를 나타낸다. 키ID는 AAAh에 의해 발생되어 성공적인 인증시에 MN으로 전송된다.

키ID는 AAAh로부터 HA-MN 사전-공유 키를 회수하는(또는 발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HA에 통지하는 어떤 옥텟을 포

함한다. 이 속성은 전형적으로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되며, MN이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

는다. 또한, 이것은 HA-MN 사전-공유 키가 AAAh에 의하여 [12]에 규정된 AAAh-HA 인터페이스를 통해 HA에 전달되

는 경우에도 필요로 되지 않을 것이다.

ix) HA-MN IPSec SPI EAP-TLV 속성

이것은 HA와 MN 사이의 IPSec를 위한 보안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이 속성은 HA에 의해 발생되고, HA-MN 사전-공유

키가 AAAh에 의하여 [12]에 규정된 AAAh-HA 인터페이스를 통해 HA에 전달되는 경우에 MN으로 통신된다. 이 속성은

전형적으로 선택적이며, MN이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12]에서 규

정된 AAAh-HA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필요로 되지 않는다.

x) HA-MN IPSec 키 수명 EAP-TLV 속성

이것은 HA와 MN 사이의 IPSec를 위한 키 수명을 나타낸다. 이 속성은 HA에 의해 발생되고, HA-MN 사전-공유 키가

AAAh에 의하여 [12]에 규정된 AAAh-HA 인터페이스를 통해 HA에 전달되는 경우에 MN으로 통신된다. 이 속성은 전형

적으로 선택인 것이며, MN이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

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12]에서 규정

된 AAAh-HA 인터페이스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필요로 되지 않는다.

MN과 PDSN/AAA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확장된 EAP 프로토콜을 전달하는데 PANA가 사용되는 경우에, 다음의 예시적인

EAP-TLV 속성이 PANA 보안을 위해 MN/PAC와 PDSN/AAA 클라이언트/PAA 사이의 보안 키의 분배를 위해 규정될

수 있다.

xi) PAC-PAA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 EAP-TLV 속성

이것은 MN/PAC와 PDSN/AAA 클라이언트/PAA 사이의 사전-공유 키를 발생시키기 위한 시드로서 MN/PAC에 의해 랜

덤으로 발생된 옥텟 스트링을 나타낸다. MN/PAC는 MN과 AAAh 사이의 공유 키와 이러한 논스의 조합에 대한 적절한 해

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HA-MN 공유 키를 내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속성에 의하여, 만족스러운 PANA 보안

이 달성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선택적인 EAP-TLV 속성은 특정 MIPv6 용도를 위해 규정될 수 있다.

xii) MIPv6 홈 어드레스 EAP-TLV 속성

이것은 인증된 MN을 위함 동적으로 할당된 MIPv6 홈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것을 요청했던 MN이 성공적으로

인증될 때, HA 내의 MIPv6 홈 어드레스를 할당하기 위하여 AAAh로부터 HA로 통지될 것이다.

xiii) HA-MN 사전-공유 키 EAP-TLV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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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HA-MN 사이에서 동적으로 발생된 사전-공유 키를 나타낸다. 이것은 MN이 MIPv6 서비스를 인증받고 제공받도

록 요구할 때, AAAh로부터 HA로 통지될 것이다. AAAh는 MN과 AAAh 사이의 공유 키와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

스 EAP-TLV 속성에 의해 제공된 논스의 조합에 대한 적절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HA-MN 공유 키를 내부적

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속성은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선택적이다.

xiv) HA-MN IPSec 프로토콜 EAP-TLV 속성

이것은 HA-MN 사이의 IPSec 프로토콜(예를 들어, ESP 또는 AH)을 나타낸다. 이것은 HA-MN 사전-공유 키가 AAAh에

의해 HA로 전달되는 경우에, MN으로 통지된다. 이 속성은 선택적이며, MN이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 즉,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

로 되지 않는다.

xv) HA-MN IPSec 크립토 EAP-TLV 속성

이것은 HA-MN 사이의 IPSec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이것은 HA-MN 사전-공유 키가 AAAh에 의해 HA로

전달되는 경우에 MN에 통지된다. 이 속성은 선택적이며, MN이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 유효한 HA-MN 사전-공유 키가 예를 들어, MIPv6 핸드오프 동안,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는다.

xvi) MIP-바인딩-갱신 EAP-TLV 속성

이것은 MN에 의해 발생된 바인딩 갱신 패킷을 나타낸다. 이것은 인증 및 인가 교환시에 MN으로부터 AAAh를 통하여 HA

에 전달된다. 이 속성은 선택적이며, MN이 바인딩 갱신 패킷을 직접 HA로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는다.

xvii) MIP-바인딩-확인 EAP-TLV 속성

이것은 HA에 의해 발생된 바인딩 확인 패킷을 나타낸다. 이것은 인증 및 권한 부여 교환시에 HA로부터 AAAh를 통하여

MN으로 전달된다. 이 속성은 선택적이며, HA가 바인딩 확인 패킷을 MN으로 직접 전송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로 되지 않

는다.

MIPv6-관련 정보의 전달에 대한 상술된 예시적인 EAP-TLV의 요약 매트릭스가 테이블 1에 제공된다.

테이블 1

 MIPv6-관련 EAP 유형-길이-값  소스  목적지  목적

·MD5 챌린지 EAP-TLV 속성

·MD5 응답 EAP-TLV 속성

·MIPv6 홈 어드레스 요청 EAP-TLV 속성

·MIPv6 홈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요청 EAP-TLV 속성

·MIPv6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 응답 EAP-TLV 속성

·HA-MN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 EAP-TLV 속성

·IKE 키ID EAP-TLV 속성

·HA-MN IPSec SPI EAP-TLV 속성

·HA-MN IPSec 키 수명 EAP-TLV 속성

·PAC-PAA 사전-공유 키 발생 논스 EAP-TLV 속성

·MIPv6 홈 어드레스 EAP-TLV 속성

AAAh

MN

MN

AAAh

MN

AAAh

MN

AAAh

HA

HA

MN

AAAh

AAAh

HA

HA

MN

AAAh

AAAh

MN

AAAh

MN

AAAh

MN

AAAh를통한 MN

AAAh를통한 MN

AAAh

HA

HA

챌린지 발행

챌린지에 대한 응답 제공

MN 홈 어드레스 요청

MN 홈 어드레스 할당

HA 어드레스 요청

HA 어드레스 할당

HA-MN 키에 대한 시드

AAAh로부터HA-MN사전공유키를 획득하

기 위한 정보

SIP 할당

IP Sec 키 수명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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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HA

AAAh를통한 MN IPSec 프로토콜 할당

IPSec 크립토 할당

MIP 바인딩확인 피기백

MIP바인딩갱신피기백

본 발명에 따른 MIPv6을 처리하는 예시적인 방식이 도3과 4의 시그널링 흐름도에서 제공된다. MN, 액세스 라우터,

AAAh 및 HA 사이에서 상술된 예시적인 EAP-TLV 속성을 사용하여 구현된 MIPv6-관련 정보의 전달이 도시되어 있다.

액세스 라우터는 예를 들어, 이 점에 있어서, AAA 클라이언트 기능에 대응하는 PDSN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EAP/

MIPv6"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AAA 기반구조를 통하여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확장된 EAP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도3 및 4의 특정 예는 캐리어 프로토콜로서 PANA와 다이어미터의 조합을

사용하는 MIPv6 AFAA에 관한 것이지만, 본 발명은 도5-11의 흐름도로부터 이하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이에 국한되

지 않는다. 도3의 흐름도는 HA-MM 사전-공유 키의 교환을 위하여 [12]에 따른 AAAh-HA의 사용에 의한 MIPv6 개시

를 도시한 것이다. 도4에 도시된 MIPv6 개시 메커니즘의 다른 예는 HA-MN 사전-공유 키에 대한 IKE 키ID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MIPv6-관련 정보는 바람직하게는, 임의의 EAP 패킷에 포함된 임의의 EAP 방법과 함께 사용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콘테이너 EAP 속성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EAP는 MN(10)과 AAAh(34) 사이에서 EAP 관련되지 않

은 데이터, 특히 MIPv6-관련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또한 GCA라 칭함)에 의하여

증가된다. 이것은 MN과 AAAh가 액세스 네트워크, PDSN/AAAv(24)를 포함하는 방문 도메인에 투명한 방식으로 통신하

도록 한다. 따라서, 방법-특정 EAP TLV 속성에 의한 상술된 경우에서와 같이, AAA 기반구조는 바람직하게는 방문 도메

인에 투명한 방식으로 MIPv6 관련 특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상기 솔루션은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포함한) 홈 네트워크에서의 동적인 HA 할당; MN-HA 자격의 분배; MIPv6 메시지 캡슐화, 네트워크 액세스 및 MIPv6에

대한 단일 인증 엔티티; 및/또는 상태보존형 동적인 홈 어드레스 할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을 사용할 때, EAP는 바람직하게는 새로운 EAP 방법을 생성함이 없이, MIPv6 관련 데이터의 캐

리어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변형예는 프로토콜 스택의 방법 층 상의 하나(이상)의 EAP 방법(들) 내에 일반적인 콘테

이너 속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MIPv6-관련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EAP 방법이 규정되며, 일반적인 콘테이

너 속성이 이러한 새로운 EAP 방법에서 사용된다. 즉,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은 EAP TLV 속성과 관련하여 서술된 것과

유사한 방식의 특정한 방법일 수 있다.

이전과 같이, EAP는 PDSN/AAA 클라이언트(22)와 AAAh(34) 사이의, 다이어미터 EAP 애플리케이션[13] 또는

RADIUS[14, 15]와 같은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에서 전달된다. 그러나, AAAh(34)와 HA(36) 사이에서 AAA 및

MIPv6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새로운/확장된 다이어미터 애플리케이션(또는 새로운 속성으로 확장된 RADIUS)을 사

용하는 것이 또한 제안된다. 이러한 다이어미터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다이어미터 애플리케이션의 확장된 버전, 예를 들

어, 다이어미터 EAP 애플리케이션(13)이거나, 새로운 다이어미터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이 새로운/확장된 새 다이어미

터 애플리케이션(또는 확장된 RADIUS)은 이하에서 "다이어미터 MIPv6 애플리케이션"이라 칭한다. 이러한 언급이 단지

단순화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지, 확장된 RADIUS 또는 AAAh-HA 통신용의 다른 방법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을 사용하여 홈 에이전트 및 홈 어드레스의 할당을 포함하는 인증 절차를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 일례로서, 그리고 도2와 관련하여 EA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하여 서술될 것이다.

인증 절차 동안, MN(10)은 자신이 홈 네트워크에 할당된 HA(36)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을 통하

여 AAAh(34)에 나타낸다. 이제 제 가지 주요 경우를 고려하자:

A) MN이 유효한 홈 어드레스를 이미 갖는다.

B) 상태보존형 동적인 홈 어드레스 할당이 사용된다.

C) 상태비보존형 홈 어드레스 자동구성이 사용된다.

MN(10)은 홈 어드레스를 이미 갖는 경우(A), 이것을 홈 에이전트 어드레스에 대한 요구와 함께 AAAh(34)에 전송한다.

AAAh는 홈 어드레스가 유효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HA(36)를 선택하고 사전-공유 키 또는 사전-공유 키가 도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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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와 같은 MN-HA 자격을 발생시킨다. MN의 홈 어드레스 및 발생된 MN-HA 자격이 예를 들어, 다이어미터

MIPv6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선택된 HA로 전송될 수 있다. 선택된 HA의 어드레스 및 발생된 자격(또는 발생된 자격이

도출될 수 있는 데이터)이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 예를 들어, 확장된 EAP를 통하여 MN에 전송된다. 예를 들어, 사전-공유

키가 MN에 전송되는 경우, 상기 키는 AAAh와 MN 사이의 보안 관계로부터 도출된 키(예를 들어, 인증 절차 동안 발생된

세션 키)에 의해 보호(암호화되고 무결성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공유 키는 명백하게 전송되지 않아

야만 한다. 대신에, 사전-공유 키가 MN-AAAh 보안 관계, 예를 들어, 논스에 토대로 하여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예를 들어, EAP AKA[16] 또는 EAP SIM[17]이 사용되는 경우, AKA 또는 GSM 인증 알고리즘 내로 제공되는 RAND

파라미터)가 전송될 수 있다. 암호 보호가 자격에 적용되는 경우, HA 어드레스 및 홈 어드레스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보호

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이 완성되고 MN이 액세스 서버(예를 들어, WLAN AP 또는 액세스 라우터)를 지나서 네트워크에 액

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MN은 IPSec SA를 획득된 자격에 토대로 하여 IKE(예를 들어, IKEv1 또는 IKEv2) 절

차를 통하여 할당된 HA 쪽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절차 및 그 다음의 BU/BA 교환은 종래의 IKE 및 MIPv6 메커니즘을 사

용하여 수행된다.

MN이 홈 어드레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홈 에이전트에 대한 자신의 요구 내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홈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경우, 홈 어드레스는 MN으로 할당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상태보존형 동적인 홈 어드레스 할당

(B) 및 상태비보존형 홈 어드레스 자동구성(C)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발명은 상태보존형 동적인 홈 어드레스 할당(B)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AAAh(34)가 MN(10)으로 홈 어드레스를 할당한

다. AAAh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할당된 홈 어드레스와 함께 다이어미터 MIPv6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선택된 HA(36)에

전송되는 MN-HA 자격을 발생시킨다. AAAh는 또한 할당된 HA의 어드레스와 함께 할당된 홈 어드레스 및 발생된 자격

(또는 발생된 자격이 도출될 수 있는 데이터)을 확장된 EAP에 의해 예시된 본 발명의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통하여 MN

에 전송한다. (A)의 경우에서와 같이, MN-HA 자격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통하여 전송되기 이전에 보호되거나, 대안

으로, 자격이 도출될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논스가 실제 자격 대신에 전송된다.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이 결정된 이후

에, MN은 IPSec SA를 설정하고 종래의 IKE 및 MIPv6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할당된 HA 쪽으로 BU/BA 교환을 수행한다.

홈 어드레스의 상태비보존형 자동구성이 사용되는 경우(C)에, 비헤이버(behavior)는 선택된 EAP 방법의 라운드 트립의

수에 따른다. HA(36)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 AAAh(34)는 자격(또는 자격이 도출될 수 있는 데이터)과 함께 HA 어드레

스를 MN으로 복귀시킨다. MN은 전형적으로 홈 어드레스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신된 HA 어드레스의 프리픽스를 사용한

다. EAP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즉, HA 어드레스가 EAP 요청 패킷 내에 전달되고 EAP 성공 패킷 내에 전달되지 않

은 경우, MN은 자신의 홈 어드레스를 AAAh에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AAAh는 자격과 함께 수신된 홈 어드레스를 할당된

HA로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HA는 자신의 서브넷 상에서 수신된 홈 어드레스에 대한 DAD를 수행해야만 한다. DAD가

성공적이라면, MN 및 HA는 이후에 IPSec SA를 설정하고 종래의 IKE 및 MIPv6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BU/BA 패킷을 교

환할 수 있을 것이다.

MN이 그 대신에 EAP 절차의 최종 패킷(즉, EAP 성공 패킷) 내의 HA 어드레스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MN은 자신의 새롭

게 형성된 홈 어드레스를 AAAh에 전달할 수 없다. EAP 라운드트립의 수가 불충분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AAAh가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EAP 통지 요청/응답 패킷을 사용하여 EAP 라운드트립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상술된 메커니즘의 주요 장점은 이 메커니즘이 MN(10) 및 HA(36) 둘 다의 구성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MN은 자신의 네

트워크 액세스 구성 파라미터(NAI 및 MN-AAAh 보안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MIPv6 특정 구성은 필요로 되지 않는

다. HA는 HA-AAAh 보안 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의의 MN 특정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AAh(34)는 (IKE 인증

이 AAA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HA에서 여전히 수행될 수 있을지라도) 네트워크 액세스 및 MIPv6 둘 다에

대한 단일 인증 엔티티를 대부분 형성할 수 있다.

유효한 MN-HA 보안 관계(예를 들어, IPSec SA)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MN(10)은 AAAh(34)로부터 HA 어드레스를 요

구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이것은 BU를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 내에 캡슐화함으로써 전체 액세스 지연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통하여 AAAh에 전송할 수 있다. AAAh는 바람직하게는, BU를 다이어미터 MIPv6 애플리

케이션 메시지 내에 캡슐화하여 이것을 BU의 목적지 어드레스에 의해 표시된 HA(36)로 전송한다. HA는 BA로 응답하고

AAAh는 상기 응답을 MN으로 중계한다. 캡슐화된 BU 및BA는 MN-HA IPSec SA에 의해 보호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AAAh는 HA 어드레스가 유효한지 및 MIPv6 홈네트워크가 BU를 HA에 전송하기 이전에 리넘버링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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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사한다. HA 어드레스가 유효하지 않았다면, AAAh는 통상적으로 MN으로 에러를 나타내고 상술된 바와 같이 HA를

할당하는데, 즉, AAAh는 HA 어드레스 자격(또는 자격이 도출될 수 있는 데이터) 및 아마도 홈 어드레스를 MN 등으로 전

송한다.

다이어미터 MIPv6 애플리케이션은 종종 HA(36)에서 발생된 계정관리관리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반대의 터널링이 사용되고 홈 운영자가 AAAv(24)로부터 수신되는 계정관리관리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기를

희망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GCA)의 일부 예시적인 구현예가 보다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GCA 속성은 모든 방법에 적용 가능하며, EAP 성공/실패 메시지를 포함하는 임의의 메시지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이 속성이 EAP 방법 층([18] 참조)보다는 오히려 EAP 층의 일부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써, 고

려할 중요한 이슈는 MN 및 EAP 인증자(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NAS) 내의 EAP 엔티티)에 의한 역방향 호환

성이다. 상기 예에서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의 사용은 역방향으로 호환 가능하고 EAP 인증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새로

운 속성이 EAP 내에 도입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GCA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고려사항을 필요로 하는

데,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부연될 것이다.

GCA의 포맷은 예를 들어, GCA 수신 표시자 및 GCA 페이로드보다 앞서는 2-바이트 GCA 길이 표시자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GCA 수신 표시자는 EAP 모듈이 수신된 GCA의 페이로드를 어떤 내부 엔티티에 송신해야만 하는지를 나타낸다(즉,

이 표시자는 UDP 및 TCP 헤더 내의 포드 번호 또는 IP 헤더 내의 프로토콜/다음 헤더 필드에 대응한다). GCA 페이로드는

EAP 층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의 일반적인 청크(chunk)이다. GCA의 존재는 예를 들어, 0으로 설정된 GCA 길이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역방향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GCA는 패스-쓰루 EAP 인증자(path-through EAP authenticator)에 투명한 방식으로

EAP 패킷 내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패스-쓰루 EAP 인증자는 MN과 백-엔드 EAP 인증 서버(AAA 서버) 사이에서 EAP

패킷을 중계하는 NAS 내에 존재하는 EAP 인증자이다. EAP 인증자의 패스-쓰루 비헤이버는 EAP 층 헤더, 즉, EAP 패킷

의 시작에서의 코드, 식별자, 및 길이 필드를 토대로하여 EAP 패킷을 중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희망된 투명성과 이로 인한

역방향 호환성이 EAP 층 헤더 다음에, 즉 코드, 식별자 및 길이 필드 다음에, GCA를 위치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EAP 인증자는 통상적으로 또한 AAA 라우팅에 필요로 되는 NAI가 추출되는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을 식별

하기 위하여 EAP 응답 패킷의 (EAP 층헤드 다음의) 유형 필드를 검사해야만 한다. EAP 인증자는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을 식별할 때, 유형 필드 다음의 유형-데이터 필드로부터 NAI를 추출한다. 따라서, (EAP 인증자에 투명한 방식으로)

EAP 층 헤더 바로 다음에 GCA를 위치시키는 것은 단지 EAP 요청 패킷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형 필드 다음 또는 심

지어 (아마 NULL-종료된) 유형-데이터 필드 다음에 GCA를 배열시키는 것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유형 필드 바로 다음에 GCA를 위치시키면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을 제외한 모든 EAP 응답 패킷에서 GCA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에서 GCA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패킷으로부터, 레거시 EAP 인증자(legacy

EAP authenticator)가 유형 필드 바로 다음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유형-데이터 필드로부터 NAI를 EAP 인증자가 추

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다. 이것은 EAP가 통상적으로 적은 라운드트립을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GCA 용

도에 대한 상당한 제한일 수 있다. 아마도, GCA는 다른 EAP 패킷 내의 유형 필드 다음의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 내의 NULL-종료된 유형-데이터 필드 다음에 위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EAP 패킷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GCA 위치를 갖는 것이 종종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논의로부터 이

것은 GCA가 역방향-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EAP 패킷 내에 위치될 수 있는 위치가 거의 트레일러로서 패킷의 종단에

존재한다는 것에 따른다. 그러나, 이 GCA 위치는 유형-데이터 파라미터(들)에 대한 명백한 길이 표시자를 갖는 것이 아니

라, EAP 층 헤더 내의 길이 필드에 의존하는 그러한 EAP 패킷에 대하여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킷에 대하

여, GCA와 유형-데이터 필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한 바람직한 GCA 실시예에 따르면, GCA 길이 표시자, GCA 수신 표시자 및 GCA 페이로

드의 순서를 반전시켜서 GCA 길이 표시자가 마지막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다. GCA를 EAP 패킷의 종단에 위치

시킴으로써, (그 길이가 EAP 층 헤더 내의 길이 필드에 의해 표시되는) EAP 패킷의 최종 두 옥텟이 항상 GCA 길이 표시

자일 것이다. GCA 길이 표시자가 0이 아닌 경우, GCA 수신 표시자는 GCA 길이 표시자 이전에 나타나고, (그 크기가 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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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표시자로부터 결정되는) GCA 페이로드는 GCA 수신 표시자 이전에 위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GCA의 사용이 패스

-쓰루 EAP 인증자에게 여전히 투명하면서, EAP 패킷의 GCA를 식별하는 것 및 유형-데이터 필드로부터 GCA를 구별하

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도6의 GCA 실시예에 의한 역방향 호환성은 또한 EAP 인증자가 (EAP 층 헤더 및 NAI를 제외하면) EAP 요청/응답 패킷

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성공/실패 패킷 내의 길이 필드가 4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역방향 호환성 문제에 대처하는 대안 방법은 MN이 GCA를 지원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EAP GCA 테스트 요청/응답 패

킷, 즉, 유형 필드의 새롭게 규정된 값을 갖는 새로운 EAP 패킷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초 EAP 아이덴티티 요청/응답 패킷

교환 이전 또는 이후에, GCA를 지원하는 EAP 인증자는 EAP GCA 테스트 요청 패킷, 즉, 전용된 유형 값을 갖는 EAP 요

청 패킷을 MN에 전송한다. ([19] 내의 EAP 피어 상태 기계는 교호적인 전송 시간들 둘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

다.) MN은 GCA를 지원하는 경우, EAP GCA 테스트 응답 패킷으로 응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MN은 공지되지 않은

EAP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로서 EAP GCA 테스트 요청 패킷을 해석하므로, MN이 EAP Nak 패킷으로 응답한다.

MN으로부터의 응답을 토대로, EAP 인증자는 MN이 GCA를 지원하는지를 결정한다.

GCA를 지원하는 MN은 EAP 인증자가 EAP GCA 테스트 요청 패킷의 존재 또는 부재로부터 GCA를 지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EAP GCA 테스트 요청 패킷이 예상될 때, 즉, EAP 아이덴티티 요청/응답 교환 전후에 수신되는 경우, EAP 인증

자는 GCA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MN은 EAP 인증자가 GCA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다.

MN 및 EAP 인증자 둘 다가 GCA를 지원하는 경우, 이것은 (GCA 요소의 원래 순서로) 모든 그 다음 EAP 패킷 내의 EAP

층 헤더 다음에 위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GCA는 자신이 상술된 역방향-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EAP 패킷 내에 여전히 포함될 수 있다.

역방향 호환성 문제를 처리하는 서술된 대안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하나의 MN-EAP 인증 라운드트

립이 소모된다. 또한, EAP GCA 테스트 요청/응답 패킷이 최초 EAP 아이덴티티 요청/응답 패킷 교환 이후에 교환되는 경

우, GCA는 EAP 아이덴티티 응답 패킷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실시예는 또한 EAP 인증자(예를 들어, NAS)가 EAPv2와

같은 변경된 버전의 EAP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가능할지라도, EAP 패킷 내에 GCA를

배열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전형적으로 GCA 페이로드 및 GCA 수신 표시자 다음에, 패킷의 종단에서의 트레일러로서 최종

의 GCA 길이 표시자가 있을 것이다.

EAP 라운드트립의 수가 GCA에서 교환되는 데이터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AAAh는 GCA를 전달하기 위하여 EAP

통지 요청/응답 교환을 통하여 EAP 라운드트립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GCA가 특정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GCA는 역방향 호환성과 관련된 임의의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GCA

가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유형-데이터 필드의 일부일 것이기 때문이다.

CDMA 프레임워크에 특히 적합한 예시적인 구현예

다음에서, 본 발명에 따른 MIPv6 구현의 다수의 예시적인 구현예가 서술될 것이다. 도1 및 2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참조된

다. 개념의 전체 흐름 및 실행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5-11의 예시적인 시그널링 흐름도가 또한 참조될 것이다.

도3 및 4의 상기 예와 비교되는 바와 같이, 도5-11의 시그널링 흐름은 CDMA 프레임워크, 및 특히 CDMA2000에 더 적합

하다. 이러한 흐름도에서, AAAh-HA 또는 MN-HA 상호작용은 간소화를 위하여 생략된다. HA-MN 키 분배의 어떤 형태

가 예를 들어, 도3 및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생한다고 가정된다.

"EAP/MIPv6"이라는 용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AAA 기반구조를 통하여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

용되는 새로운 확장된 EAP 프로토콜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EAP/MIPv6은 예를 들어, MIPv6-관련 데이터를 전달

하기 위하여 상술된 새로운 EAP TLV 속성 또는 일반적인 콘테이너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

CDMA 시스템에서 이동 IP 버전 9(MIPv6)에 대한 인증 및 인가 지원을 위한 예시적인 방식은:

(A) 3GPP2 이동 IPv4 오퍼레이션에 규정된 PPP 용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PPPv6[9]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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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ETF에 규정된 바와 같이 PPPv6을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개시

(C) CSD-PPP를 사용하는 MIPV6에 의한 MIPv6 개시

(D) 3GPP2 단순 IPv6 오퍼레이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PPPv6을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

(E) CSD-PPP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

(F) PANA를 사용하는 MIPv6 재-인증

(G) PPP를 사용하는 MIPv6 재-인증

MIPv6 개시(A, B, C)는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전의 MIPv6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전화가 MIPV6 서비스를 수

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 이동전화가 개시 요구에서 희망하는 MIPv6 파라미터를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경우에, 수행된

다. MIPv6 핸드인(D, E)은 진행중인 이전의 MIPv6 서비스가 존재하고, 핸드오버가 발생하는 경우에 - 지속할 수 있는

MIPv6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베어러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MIPv6 재-인증(F, G)은 전형적으로, 이

동전화와 홈 에이전트 사이의 신뢰 관계가 만료가 되고 MIPv6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관계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A) 3GPP2 이동 IPv4 오퍼레이션에 규정된 PPP 용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PPPv6[9]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개시

- MN, RAN, 및 PDSN은 3GPP3 표준에 따라서 필요로 되는 무선 링크 및 A10/A11 링크를 설정한다.

- PDSN은 최초에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MN에 제공한다. 이것은 PPP/CHAP 패킷 및 그 다음의 PPP/EAP 패킷

보다 바로 앞선 표준 PPP/LCP 패킷을 우선 전송함으로써 수행되며, 이는 도12를 참조하라. 그러나, MN은 PPP를 사용하

는 것을 선택하고 PPP/LCP가 아닌 메시지를 무시한다(조용히 폐기한다).

- 인증 단계가 PPPv6 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 IP 어드레스가 PPPv6 내의 NCP(IPv6CP)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다음의 PPP, IP 패킷(예를 들어, PANA, DHCP)은 NCP(IPv6CP)가 완료될 때까지 전송되지 않는다.

- PANA 교환은 IPv6CP가 완료된 이후에 시작된다. PANA 프로토콜은 MN과 PDSN 사이에서 EAP를 전달하는데 사용

된다. DHCP는 또한 (그 다음 DHCP 중계에 의해) 세계적인 IP 어드레스를 요구하기 위하여 동시에 전송된다.

- EAP/MIPv6는 MIPv6 인증, 동적 MN 홈 어드레스 할당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반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PANA 프로토콜은 MN 및 PDSN 간의 EAP를 반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다이어미터[예를 들어, 13]은 PDSN 및 AAAh(RADIUS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 또한 가능하다)간의 EAP를 실행하도

록 사용된다.

-시퀀스의 나머지는 예를 들어 도3 및 도4의 MIPv6 초기화를 위한 확장된 EAP 시그널링 흐름 방식을 따를 수 있다.

-DHCP[20]는 완전상태(stateful) IP 어드레스 자동구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대안으로서 라우터 간청/광고+복제

어드레스 검출에 의한 무상태(stateless) IP 어드레스 자동구성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RTT

를 시그널링 흐름에 부가할 것이다).

- 약 6.5 라운드 트립 시간(RTT)은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에 A10 커넥션의 성

공적인 설정 후에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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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2 이동 IPv4 오퍼레이션에 규정된 PPP 사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PPPv6를 사용하여 MIPv6 인증에 의해 MIPv6 초

기화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실시예가 도5의 시그널링 흐름도에 도시된다.

(B)IETF에 규정된 바와 같은 PPPv6를 사용하여 MIPv6 인증에 의해 MIPv6 초기화

-MN, RAN 및 PDSN은 3GPP2 표준에 따라서 필요한 무선 링크 및 A10/A11 링크를 설정한다.

- PDSN은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MN에 초기에 제공한다. 이는 PPP/CHAP 패킷보다 앞서 우선 표준 PPP/LCP 패

킷을 전송함으로써 실행되고 나서 PPP/EAP 패킷을 실행한다(도12). 그러나, MN은 PPP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PPP/LCP가 아닌 메시지를 무시(사일런트하게 폐기한다).

- PPP 내의 인증 단계는 EAP 인증을 위한 것이다.

- EAP/MIPv6는 MIPv6 인증 동적 MN 홈 어드레스 할당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반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다이어미터는 PDSN 및 AAAh(RADIUS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 또한 가능하다) 간의 EAP를 실행하도록 사용된다.

- 확장된 EAP(즉, EAP/MIPv6) 시그널링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 도3 및 도4의 MIPv6 초기화 경우에 대한 것일 수 있다.

- PPP 인증 단계 후, PPP 내의 NCE(IPv6 CP) 단계는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PPP 다음에, IP 패킷들(예를 들어, 라우터 간청)은 NCP(IPv6CP 단계가 완료될 때가지 전송되지 않는다.

-IPv6 라우터 간청은 IPv6CP가 완료된 후 전송된다. 라우터 간청/광고는 IPv6 어드레스를 위한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 약 5.5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A10 커넥션의 성공적인 설정 후에 필요

로 된다.

IETF에 규정된 바와 같은 PPPv6를 사용하는 MIPv6에 의한 MIPv6 초기화를 위한 방식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도6의 시그

널링 흐름도에 도시된다.

(C) CSD-PPP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초기화

- MN, RAN, 및 PDSN은 3GPP2 표준에 따라서 필요한 무선 링크 및 A10/A11 링크를 설정한다.

- PDSN은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MN에 초기에 제공한다. 이는 PPP/CHAP 패킷보다 앞서 우선 표준 PPP/LCP 패

킷을 전송함으로써 실행되고 나서 PPP/EAP 패킷을 실행한다(도12). 그러나, MN은 PPP/E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위하여 선택되는데, 그 이유는 이는 MIPv6를 초기화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PPP/LCP는 동시에 처리된다. PPP/CHAP 패

킷은 사일런트하게 폐기된다.

- CSD-PPP를 따르면, PPP/IPv6CP 및 IP 패킷들(예를 들어, 라우터 간청)은 PPP/EAP 패킷들과 동시에 전송될 수 있다.

- EAP/MIPv6는 MIPv6 인증 동적 MN 홈 어드레스 할당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반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다이어미터는 PDSN 및 AAAh(RADIUS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 또한 가능하다) 간의 EAP를 실행하도록 사용된다.

- 확장된 EAP(즉, EAP/MIPv6) 시그널링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 도3 및 도4의 MIPv6 초기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

- IPv6CP는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라우터 간청/광고는 IPv6 어드레스를 위한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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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5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A10 커넥션의 성공적인 설정 후에 필요

로 된다. 3-4 RTT의 팩터를 따른 이득은 CSD-PPP가 사용되지 않는 상기 방식들(A) 및 (B)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다.

CSD-PPP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초기화를 위한 방식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도7의 시그널링 흐름도에 도

시된다.

(D) 3GPP2 간단한 IPv6 오퍼레이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PPPv6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

- MN, RAN, 및 PDSN은 3GPP2 표준에 따라서 필요한 무선 링크 및 A10/A11 링크를 설정한다.

- PDSN은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MN에 초기에 제공한다. 이는 PPP/CHAP 패킷보다 앞서 우선 표준 PPP/LCP 패

킷을 전송함으로써 실행되고 나서 PPP/EAP 패킷을 실행한다(도12). 그러나, MN은 PPP를 사용하여 선택되고 PPP/LCP

가 아닌 메시지들(사일런트하게 폐기)을 무시한다.

- 간단한 IPv6 및 MIPv6 핸드-인을 위한 시그널링 흐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로 되지 않는다. 3GPP2[2]에 현재 규정되

는 간단한 IPv6 절차들은 재사용된다.

- PPP에서 인증 단계는 CHAP 인증을 위하여 사용된다.

-PPP 내에서 NCP(IPv6CP) 단계는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 PPP 다음에, IP 패킷들(예를 들어, 라우터 간청)은 IPv6CP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전송되지 않는다.

-IPv6 라우터 간청은 IPv6CP가 완료된 후 전송된다. 라우터 간청/광고는 IPv6 어드레스를 위한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 약 4.5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A10 커넥션의 성공적인 설정 후 필요로

된다.

3GPP2 간단한 IPv6 오퍼레이션에 규정된 바와 같은 PPPv6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을 위한 방식

의 전형적인 실시예가 도8의 시그널링 흐름도에 도시된다.

(E) CSD-PPP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

- MN, RAN, 및 PDSN은 3GPP2 표준에 따라서 필요한 무선 링크 및 A10/A11 링크를 설정한다.

- PDSN은 CSD-PPP를 사용할 가능성을 MN에 초기에 제공한다. 이는 PPP/CHAP 패킷보다 앞서 우선 표준 PPP/LCP 패

킷을 전송함으로써 실행되고 나서 PPP/EAP 패킷을 실행한다(도12). 그러나, MN은 PPP/E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위하여 선택되는데, 그 이유는 이는 MIPv6를 초기화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PPP/LCP는 동시에 처리된다. PPP/CHAP 패

킷은 사일런트하게 폐기된다.

- CSD-PPP를 따르면, PPP/IPv6CP 및 IP 패킷들(예를 들어, 라우터 간청)은 PPP/CHAP 패킷들과 동시에 전송될 수 있

다.

- IPv6CP는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 라우터 간청/광고는 IPv6 어드레스를 위한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 약 1.5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A10 커넥션의 성공적인 설정 후에 필요

로 된다. 3 RTT의 팩터를 따른 이득은 CSD-PPP가 사용되지 않는 상기 방식(D)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다.

CSD-PPP를 사용하는 MIPv6 인증에 의한 MIPv6 핸드-인을 위한 절차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도9의 시그널링 흐름도로

도시된다.

공개특허 10-2006-0031813

- 17 -



(F) PANA를 사용하는 MIPv6 재인증

- MN이 MIPv6 재인증할 필요성은 예를 들어 HA-MN IPSec 키 수명의 만료로 인해 야기된다.

- PANA는 EAP를 실행하도록 사용된다.

- EAP/MIPv6는 MIPv6 재인증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반송하도록 사용된다.

- 다이어미터는 PDSN 및 AAAh(RADIUS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들이 또한 가능하다) 간에서 EAP를 반송하도록 사용된

다.

- 확장된 EAP(즉, EAP/MIPv6) 시그널링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 도3 및 도4의 MIPv6 초기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약 4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PANA 초기화로부터 필요로 된다.

PANA를 사용하는 MIPv6 재인증을 위한 방식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도10의 시그널링 흐롬도에 도시된다.

(G) PPP를 사용한 MIPv6 재인증

- MN이 MIPv6 재인증할 필요성은 예를 들어 HA-MN IPSec 키 수명의 만료로 인해 야기된다.

- PPP의 인증 단계는 EAP 인증을 위하여 사용된다.

- EAP/MIPv6는 MIPv6 재인증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반송하도록 사용된다.

- 다이어미터는 PDSN 및 AAAh(RADIUS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들이 또한 가능하다) 간에서 EAP를 반송하도록 사용된

다.

- 확장된 EAP(즉, EAP/MIPv6) 시그널링 흐름 방식은 예를 들어 도3 및 도4의 MIPv6 초기화에 대응할 수 있다.

- 약 3 RTT는 일반적으로 MIPv6 바인딩 갱신이 MN에 의해 HA로 전송되기 전 PPP/LCP 구성-요청으로부터 필요로 된

다.

PPP를 사용하는 MIPv6 재인증을 위한 방식의 전형적인 실시예는 도11의 시그널링 흐롬도에 도시된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을 따른 MIPv6 인증을 위한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MIPv6 초기화(A, B, C) 및 MIPv6 재

인증(F, G)을 위한 확장된 EAP와 같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MIPv6 핸드-인(D, E)에서, CHAP은 IPv6 어드

레스들을 위한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한 라우터 간청/광고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기 인증 방식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특정 프로토콜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방식 (F)(도10)는 PANA가 예를 들

어 어떤 점에서 방식(G)의 PPP에 대한 대안을 구성한다는 것을 도시한다(도11). 프로토콜들 및 도시된 예들에 대응하는

기능과의 프로토콜 조합들을 사용하는 인증 절차들은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MIPv6 초기화, MIPv6 핸드-인 및 MIPv6 재인증을 위한 각 방법들의 모든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

정 구현 방식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어느 특정 방식들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팩터들을 토대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들 팩터

들의 한 가지로서 설정 시간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방문 네트워크에서 소위 "로컬 홈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다. 로컬 HA는 예를 들어 혼 네크워

크에 HA(36)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대신, 로컬 HA는 방문 도메인에서 로밍 MN에 동적으로 할당된다. 그

후, MIPv6 AAA 시그널링은 경로 MN↔RN↔PDSN↔AAAv↔AAAh↔AAAv↔로컬 HA를 따를수 있다. 예를 들어,

AAAh 및 AAAv 사이에서 뿐만아니라 AAAv 및 로컬 HA사이에서 확장된 다이어미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AAAv에서 MIPv6 지원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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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주요한 장점은 CDMA 2000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MIPv6 인증 및 인가를 실행하도록

한다. CDMA 시스템들을 위한 완전한 MIPv6 AAA는 예를 들어 방문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 PDS 및 액세스 네트워크

를 포함하는 방문 도메인에 트랜스패런트한 방식으로 종단간을 동작시키는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에 의해 성취된다. 이는

일부 또는 모든 노드가 단지 패스-쓰루 에이전트로서 작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교환들이 공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MN 및 AAAh 간에서 사전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는 도

청, 도청 공격 및 다른 공격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보안이 포린 CDMA 네트워크들에서 로밍하는 이동 노드들에 대해서 유

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퍼레이터가 자신의 로밍 파트너의 네트워크들에서 업그레이드를 따르지 않고도 솔루

션을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더욱 짧은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들이 본 발명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화를 위한 EAP/

MIPv6 및 핸드인을 위한 CHAP와 같은 핸드-인 경우 및 MIPv6 초기화 경우 각각에 대한 상이한 절차들을 허용함으로써,

MIPv6 초기화 경우와 비교되는 MIPv6 핸드-인 경우에 대한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방식으

로, 적어도 1 RTT는 2가지 경우들을 위한 상이한 절차들을 허용함으로써 세이브될 수 있다. 게다가, CSD-PPP를 사용하

면 PPP와 비교하여 패킷 데이터 세션 설정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다. 3-4 RTT를 따른 이득이 얻어질 수 있다.

세션 설정 시간은 적절한 경우 또한 예를 들어 PANA 대신 PPP를 사용함으로써 단축될 수 있는데, PANA를 포함하는 절

차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RTT를 취하여 단지 PPP가 사용되는 경우의 절차들과 비교하여 완전하게 된다. 그러나, PPP

가 세션 설정 시간에 비해서 우수할 WLK도, 이는 예를 들어 층-3-전용 솔루션이 바람직한 경우에 PANA를 포함하는 절

차들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예를 들어 간단한 IPv6 및 MIPv6 해드-인을 위한 시그널링 흐름들 간을 구별하기 위한 필요성

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 다는 공통 인증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다. 3GPP2에서 현재 규정된 간단한 IPv6 절차들이

재사용될 수 있다.

상기 양상들중 일부 양상들을 요약하면, CDMA 시스템에서 이동 노드용 MIPv6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의 기본 예의 개요

적인 흐름도인 도14에서 알수 있다. 이 예에서, 단계(S1-S4)에서 표시된 정보 전달 및 작용들은 이동 노드(S1)의 인증,

MN-HA 보안 관계(S2)의 설정, MIPv6 구성(S3) 및 MIPv6 바인딩(S4)과 관계한다. 단계들(S2-S3)을 통상 인증 단계라

칭한다. 단계(S1-S4)는 원하는 경우, 다소 병렬로 실행되어 전체 설정 시간을 단축시킨다. 단계(S1)에서, 정보는 AAA 기

반구조를 통해서 전달되어 홈 네트워크 측에서 이동 노드를 인증한다. 단계(S2)에서, MIPv6-관련 정보는 즉각 설정하기

위하여 전달되거나, MN 및 HA 간의 보안 관계의 장차 설정을 실행시킨다. 단계(S3)에서, 부가적인 MIPv6 구성은 예를

들어 구성 파라미터들을 이동 노드 및/도는 자체 내에 적절하게 저장하는 홈 에이전트로 구성 파라미터들을 전달함으로써

수행된다. 단계(S4)에서, 이동 노드는 바인딩 갱신을 전송하고 MIPv6 바인딩은 HA에서 설정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전형적인 실시예들은 주로 현재 EAP[7, 18]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EAPv2와 같은 다

른 EAP 버전들 뿐만 아니라 서술된 방식으로 확장된 다른 인증 프로토콜 상으로 매우 양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해

하여야 한다. EAP는 단지 가능한 구현방식의 예이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이에 제한되지 않고 대안적으로 비-EAP 방식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예들에서, 이동 노드(MN) 및 AAAh는 공통 공유된 시크리트를 갖는다라고 추정된다. 이는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및

이동 노드에 인스톨되는 아이텐터티 모듈 간에서 공유되는 대칭 키일 수 있다. 아이덴터티 모듈은 GSM 이동 전화에 사용

되는 표준 SIM 카드, 유니버셜 SIM(USIM), WIM으로서 공지된 WAP SIM, ISIM 및 더욱 ㅇ일반적으로 UICC 모듈을 포함

하는 종래 기술에 공지된 탬퍼-방지 아이덴터티 모듈 및 더욱 일반적으로 UICC 모듈일 수 있다. MN-HA 보안 관계를 위

하여, 씨드 또는 논스(seed or nonce)는 공유된 시크리트를 토대로, MN에 의해 AAAh가 MN-HA 보안 키(들),예를 들어

사전-공유된 키를 생성할 수 있는 AAAh로 전달될 수 있다(또는 다른 방식으로, 즉 씨드는 AAAh에 의해 발생되어 MN으

로 전달된다). 이동 노드는 스스로 동일한 보안 키(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씨드/논스를 발생시키고(또

는 AAAh로부터 씨드를 수신한다) 또한 공유된 시크리트를 갖기 때문이다. 대안적으로, AAAh는 단지 MN-HA 보안 키

(들)을 발생시키고 이들을 MN(암호적으로 보호됨) 및 HA로 전달한다.

본 발명이 특정 전형적인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서술되었지만, 이는 또한 서술된 특징 뿐만 아니라 당업자에게 명백한 수정

들 및 변형들을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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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AA 인증, 인가 및 계정관리

AAAh 홈 AAA 서버

AAAv 방문 AAA 서버

AKA 인증 및 키 협정

AP 액세스 포인트

BA 바인딩 확인

BU 바인딩 갱신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HAP 챌린지 핸드세이크 인증 프로토콜

CoA 보조 주소

CSD-PPP 회로 교환 데이터 지점간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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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 복제 어드레스 검출

DHCP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EAP 확장가능한 인증 프로토콜

GCA 일반적 컨테이너 속성

GSM 전지구적 이동 통신 시스템

HA 홈 에이전트

IKE 인터넷 키 교환

IP 인터넷 프로토콜

IPCP IP 제어 프로토콜

IPsec IP 보안

IPv6CP IPv6 제어 프로토콜

ISAKMP 인터넷 보안 관계 및 키 관리 프로토콜

LCP 링크 제어 프로토콜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5

MIPv6 이동 IP 버전 6

MN 이동 노드

NAI 네트워크 액세스 식별자

NAS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NCP 네트워크 제어 프로토콜

PAA PANA 인증 에이전트

PAC PANA 클라이언트

PANA 네트워크 액세스용 인증을 반송하는 프로토콜

PDA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SN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PPP 지점간 프로토콜

PPPv6 지점간 프로토콜 버전 6

RADIUS 원격 인증 다이얼 사용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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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RN 무선 네트워크

RTT 라운드 트립 시간

3GPP2 제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2

SPI 보안 파라미터 인덱스

TLV 타입 길이 값

WLAN 무선 근거리 통신망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DMA 시스템에서 이동 IP 버전 6(MIPv6)을 위한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에 있어서,

종단간 절차에서 인증 프로토콜의 MIPv6-관련 정보를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방문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10) 및 이동

노드의 홈 네트워크 간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간 절차는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홈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34) 간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위치되는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를 통해서 상기 이동 노드(10) 및

AAA 홈 네트워크 서버(34) 간에서 인증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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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는 PDSN 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 간의 지점간 통신은 CSD-PPP 프로토콜을 토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MIPv6 인증, 인가 및 구성 정보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은 확장된 확장가능한 인증 프로토콜(EAP)이고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EAP 프로토콜 스택

에서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EAP 프로토콜 스택에서 방법 층의 EAP 속성들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

원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임의의 EAP 방법에 이용가능한 일반적 컨테이너 속성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EAP 프로토콜 스택에서 방법 층의 방법-특정 일반적 컨테이너 속성으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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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 간의 PANA, PPP 및 CSD-PPP

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프로토콜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3.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방문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 및 홈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34) 간의 AAA 프레임

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은 다이어미터 및 RADIUS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MIPv6 핸드-인을 위하여 상기 이동 노드 및 상기 홈 네트워크 간에서 CHAP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HAP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는 PPP의 인증 단계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홈 에이전트(36)의 할당을 위한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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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IPv6-관련 정보는 상기 이동 노드(10) 및 홈 에이전트(36) 간의 MIPv6 보안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AAA 기반구조

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홈 에이전트(36) 내의 이동 노드(10)를 위하여 바인딩을 설정하는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전달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는 표준 PPP/LCP 패킷 및 적어도 PPP/EAP 패킷을 송출함으로써 PPP 또는 CSD-PPP을

사용할 가능성을 이동 노드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PPP/LCP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PPP/E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PPP를 선택하고 PPP/LCP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는 또한 PPP/LCP 및 PPP/EAP 패킷과 함께 PPP/CHAP 패킷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MIPv6 핸드-인을 원하고 PPP/LCP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PPP/CH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선택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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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글로벌 IPv6 어드레스의 할당은 상기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상기 이동 노드 및 상기 홈 네트워크 간의 DHCP 교환을 토

대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IPv6 어드레스 구성은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한 PPP의 NCP(IPv6CP) 및 IPv6 어드레스의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

한 IPv6 라우터 간청/광고를 토대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방법.

청구항 27.

CDMA 시스템에서 이동 IP 버전 6(MIPv6)을 위한 인증 및 인가 지원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종단간 절차에서 인증 프로토콜의 MIPv6-관련 정보를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방문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10) 및 이동

노드의 홈 네트워크 간에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간 절차는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홈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34) 간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위치되는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를 통해서 상기 이동 노드(10) 및

AAA 홈 네트워크 서버(34) 간에서 인증 프로토콜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는 PDSN 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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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CSD-PPP 프로토콜을 토대로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 간의 지점간 통신을 구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3.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MIPv6 인증, 인가 및 구성 정보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4.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된 인증 프로토콜은 확장된 확장가능한 인증 프로토콜(EAP)이고 상기 MIPv6-관련 정보는 EAP 프로토콜 스택

에서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EAP 프로토콜 스택에서 방법 층의 EAP 속성들로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임의의 EAP 방법에 이용가능한 일반적 컨테이너 속성으로 MIPv6-관련 정보

를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7.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EAP 프로토콜 스택에서 상기 방법 층의 방법-특정 일반적 컨테이너 속성으로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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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상기 이동 노드(10) 및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 간의 PANA, PPP 및 CSD-PPP

의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프로토콜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39.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프로토콜은 방문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 및 홈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34) 간의 AAA 프레임

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은 다이어미터 및 RADIUS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MIPv6 핸드-인을 위하여 상기 이동 노드 및 상기 홈 네트워크 간에서 CHAP 인증을 수행하는 수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CHAP 인증을 수행하는 수단은 PPP의 인증 단계를 사용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

스템.

청구항 43.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홈 에이전트(36)의 할당을 위한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상기 MIPv6-관련 정

보를 전달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4.

제 27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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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상기 이동 노드(10) 및 홈 에이전트(36) 간의 MIPv6 보안 관계를 설정하기 위

한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

템.

청구항 45.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홈 에이전트(36) 내의 이동 노드(10)를 위하여 바인딩을 설정하는 AAA 기반구

조를 통해서 상기 MIPv6-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6.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22)는 표준 PPP/LCP 패킷 및 적어도 PPP/EAP 패킷을 송출함으로써 PPP 또는 CSD-PPP을

사용할 가능성을 이동 노드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7.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PPP/LCP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PPP/E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선택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노드는 PPP를 선택하고 PPP/LCP를 처리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49.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연동 액세스 서버는 PPP/LCP 및 PPP/EAP 패킷과 함께 PPP/CHAP 패킷을 송출하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MIPv6 핸드-인을 원하는 상기 이동 노드는 PPP/LCP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PPP/CHAP를 사용하여 CSD-PPP를 선택하

도록 동작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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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상기 이동 노드 및 상기 홈 네트워크 간의 DHCP 교환을 토대로 글로벌 IPv6 어드레스의 할

당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52.

제 27 항에 있어서,

IPv6 어드레스의 글로벌 프리픽스를 얻기 위하여 인터페이스-ID 할당을 위한 PPP의 NCP(IPv6CP) 및 IPv6 라우터 간청/

광고를 토대로 IP 어드레스 구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및 인가 지원 시스템.

청구항 53.

CDMA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동 IP 버전 6(MIPv6) 핸드-인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AAA 기반구조를 통해서 방문 네트워크의 이동 노드 및 이동 노드의 홈 네트워크 내의 AAA 서버 간에서 CHAP 인증을 수

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IP 버전 6(MIPv6) 핸드-인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54.

CDMA 시스템에서 이동 IP 버전6(MIPv6)를 위한 인증 및 인가 지원용 AAA 홈 네트워크 서버(34)에 있어서,

홈 에이전트(36)를 이동 노드(10)로 할당하는 수단; 및,

상기 이동 노드 및 홈 에이전트 간의 보안 관계 설정을 위한 신용-관련 데이터를 상기 이동 노드 및 홈 에이전트 각각에 분

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AA 홈 네트워크 서버.

청구항 55.

제 54 항에 있어서,

홈 어드레스를 상기 이동 노드(10)에 할당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AA 홈 네트워크 서버.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선택된 EAP 절차의 라운드트립을 사용하여 상기 이동 노드(10)의 홈 어드레스를 구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AAA 홈 네트워크 서버.

청구항 57.

제 55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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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프레임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기 이동 노드(10)의 홈 어드레스를 상기 홈 에이전트(36)로 전달하

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AA 홈 네트워크 서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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