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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억세스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의 가입자가 자사의 가상 사설망에 접속시 데이터 보안

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억세스 가상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 접속

시도 신호에 따라 Dead단계(S100)에서 UP되어 Establish단계(S200)를 수행하고, S200에서는 상호 인증방법, 최대 

수신 바이트수, 데이터 압축유무 등등에 관한 LCP 협상이 이루어지며,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상호 인증이 필요하고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양단에 협상이되면 먼저 Authenticate단계(S300)를 수행하고, S300에서 PAP/CHAP으

로 상호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Encryption 단계(S350)를 수행하도

록 하므로써, 사용자 인증과정과 더불어 데이터 암호화 과정이 수행되므로, 데이터가 쉽게 노출되지 않게 되어 보안

성있는 통신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암호화, VPN, IPSec, L2TP, PPP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를 이용한 억세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구성에 

관한 블럭도,

도 2는 사용자가 L2TP를 이용해 자사의 사설망에 접속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일반적인 PPP(Point-to-Point Protocol) 동작에 관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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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PPP 패킷 데이터 형식에 관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암호화 단계가 포함된 PPP 동작에 관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사용자 단말기 20 : PSTN망

30 : ISP(서비스 제공사업자) 40 : 인터넷망(IP망)

50 : LNS(사설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억세스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이하 'VPN'라 함)의 가입자가 자사의 가상 사설망에 접속시 

데이터 보안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억세스 가상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분산된 기업내의 통신을 위하여 통신 사업자의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그들 자신의 사설통신망

을 구축해왔으나, 기업이 사설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일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전송장비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고 회선구성도 두 지점간에는 비교적 쉽지만 여러 

지점간을 연결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설망 구축은 그 범위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용자들은 자연히 통신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는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여러 가지 사업용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가상사설

망'이라고 불리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 가상사설망 서비스는 가입자 자신이 공중통신망 내에서 소프트웨어적으

로 망을 정의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변경시에 물리적인 재구성이 필요없으며 공중통신망을 이용하여 마

치 가입자 고유의 사설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서비스이다. 사설망이란 기업체나 기타 그룹간

이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독립적인 통신망으로서 지역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설망 내에서는 단일

번호계획을 가질 수 있으며 보안기능측면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기업체에서 해당 

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설망이 같는 모든 기능들을 공중통신망을 통해

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VPN 서비스이다.

이러한 VPN 서비스는 공중망을 근간으로 하여 여러 곳에 분산 위치해 있는 기업 등의 여러 수요자들이 그들의 통신 

요구량을 마치 자신의 LAN을 통해 통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사설망

의 확장이나 구조 재설정 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실제 물리적인 망은 공중망이

어서 가능한 것으로 그 물리적인 망에 대한 관리는 모두 공중망 운용자가 맡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의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등의 구축 시에 공중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

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VPN의 대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VPN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공중망을 자사의 WAN 백본처럼 사용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인터넷을 이용하

여 기업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도 이러한 인터넷의 환경변화에 맞춰 꾸준히 백본 용량을 증가시켜 왔고, IP 

프로토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기존의 전화망에서나 가능했던 음성, 팩스, 리모트 액세스, LAN-to-LAN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

운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은 QoS(Quality of Service)와 보안이라는 중요한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충분한 대역폭 확보와 기업내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VPN 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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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업들이 VPN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 공유의 확산, 신속한 의사결정, 사외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대두, 업무범위의 확대, 이동/재택 근무자의 증가와

같은 업무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현재의 VPN 기술을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Access VPN : 본사와 원격지의 인가된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Client-to-LAN 방식을 사용

- Intranet VPN : 본사와 지사간의 네트워크

LAN-to-LAN 방식을 사용

- Extranet VPN : 본사와 사업파트너 또는 고객 등과의 네트워크

보안정책이 다른 네트워크들을 상호연결, 보안 취약

그리고, VPN 기술을 연결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Client-to-LAN : 기업과 원격지 또는 이동 근무자간 접속

모뎀, ISDN, xDSL 등 다양한 접속 장비 사용

원격 사용자의 로컬 POP에 전화 접속후 VPN 기능 이용

- LAN-to-LAN : 다양한 형태의 VPN 장비 존재

호스트 컴퓨터에 VPN 모듈 탑재

원격지 VPN 지원

이중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억세스 VPN은 주로 이동중인 사용자가 모뎀이나 xDSL을 통해 L2TP(Layer 2 Tunnelin

g Protocol), PPTP(Point to point Tunneling Protocol) 등의 PPP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자사의 사설망에 접

속하는 Client-to-LAN 방식 VPN을 말한다.

L2TP는 PPTP와 L2F를 통합한 프로토콜로서, IFTF RFC2661에 정의되어 있다. L2TP의 특징은 2계층의 터널링 프

로토콜로 PPP 패킷을 직접 캡슐화하며, 하나의 터널안에 PPP 패킷 종류별 여러 세션 설정이 가능하다.

이하, L2TP를 예를 들어 억세스 VPN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일반적인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를 이용한 억세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구성에 

관한 블럭도이고, 도 2는 사용자가 L2TP를 이용해 자사의 사설망에 접속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억세스 VPN 가입자가 사용자 단말기(10)를 이용하여 자사의 사설망(LNS: L2TP Network

Server)에 접속하기 위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20)을 통해 ISP(30)에 PPP 접속을 한다

(T1). ISP(30)와 접속이 이루어지면 독립적인 2개의 호스트간(peer-to-peer)의 사용자 인증방식인 CHAP/PAP(Ch

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

치게 된다(T2).

ISP(30)는 사용자 인증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사용자와 사설망을 연결해주기 위해 L2TP 터널을 형성한다(T3

).

L2TP 터널이 형성되면, 사용자 단말기(10)와 LNS(50)간에 다시 한번 인증과정을 수행한 후(T4), PPP NCP(Netwo

rk Control Protocol) 협상을 시작한다(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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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NCP 협상이 이루어지면, 사용자 단말기(10)와 LNS(50)간에 PPP 세션이 형성되어(T6), 데이터 송수신

이 이루어지게 된다(T7).

상기 과정은 크게, 사용자 단말기(10)와 ISP(30)간에 링크 관련 파라미터를 교환하는 LCP(Link Control Protocol)단

계(T1)와, 사용자 인증 단계(T2, T4)와, 사용자 단말기(10)와 LNS(50)간에 상위 프로토콜 관련 파라미터를 교환하

는 NCP 단계(T5,T6)로 구분되어 진다.

이하, 상기 과정을 PPP 동작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일반적인 PPP(Point-to-Point Protocol) 동작에 관한 흐름도이다.

사용자 접속 시도 신호에 따라 Dead단계(S10)에서 UP되어 Establish단계(S20)를 수행하게 된다. S20에서는 상호 

인증방법, 최대 수신 바이트수, 데이터 압축유무 등등에 관한 LCP 협상이 이루어지며,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상호 인

증이 선택된 경우 Authenticate단계(S30)를 수행한다. S30에서 인증이 실패하면, 접속이 취소되어 Terminate 단계(

S50)를 수행하게 된다.

S30에서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LCP 협상 조건에서 상호인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Network 단계(S40)

를 수행하여 레이어 3 통신을 위한 정보(IP 주소 할당, DNS서버 주소 할당 등)를 협상한 후, 상호 데이터를 송수신한

다.

이와같이, 억세스 VPN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의 경우 PPP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방법만 제공할 뿐 사용자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반면, LAN-to-LAN방식의 VPN 구성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IPS

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의 경우 ,여러 가지 해쉬 함수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안전한 정보 

교환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억세스 VPN에서 사용되고 있는 PPP 표준 동작 알고리즘에 데이터 암호화를 별도의 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억세스 VPN 방식에서 사용되는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캡슐화되어 전달되는 PPP 표준 동작 알고리즘의 LCP 협상 조건에 데이터 암호화 과정 수행

여부 항목을 추가하므로써, 억세스 VPN 가입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은. 인증방법, 데이터 압축여

부, 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 링크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수행여부에 관한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LCP:

Link Control Protocol) 협상이 이루어지는 제 1단계; 제 1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상호 인증이 필요하다고 양

단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체크하는 제 2단계; 제 1 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양단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제 3단계; 제

1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양단에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데이터 암호화가 수행된 후, 사용자와 사설망간의 접속을 위해 레이어 3 통신을 위한 정보(IP 주소 할당, DNS서버 주

소 할당 등)을 협상하는 NCP(Network Control Protocol) 협상이 이루어지는 제 4단계: 및 사용자와 사설망간에 NC

P 협상이 수행되면, 사용자와 사설망간에 세션이 형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 제 1단계의 LCP 협상시, 데이터 암호화 수행여부를 포함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미리 사용자와 사

설망의 LCP 협상 옵션 테이블 상에 데이터 암호화(encryption)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이루어

지는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L2TP(Layer 2 Tunneling Protocol)를 이용한 억세스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물리적인 

망구성은 종래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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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PPP 표준 동작 알고리즘의 LCP 협상조건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추가된 PPP LCP 

협상 옵션 테이블을 아래 표 2에 제시한다.

우선, 기존에 정의된 PPP LCP 협상 옵션 테이블은 표 1과 같다.

[표 1]

코드 정의

0 Reserved

1 Maximum-Receive-Unit

3 Authentication-Protocol

4 Quality-Protocol

5 Magic-Number

7 Protocol-Field-Compression

8 Address-and-Control-Field-Compression

[표 2]

코드 정의 비고

0 Reserved

1 Maximum-Receive-Unit

3 Authentication-Protocol

4 Quality-Protocol

5 Magic-Number

7 Protocol-Field-Compression

8 Address-and-Control-Field-Compression

9 Encryption 새로 추가된 항목

표 2와 같이 데이터 암호화 과정 유무에 대한 옵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LCP 협상 단계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

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사용자 인증과정과 함께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PPP 동작이 이

루어지게 된다.

이때 옵션들은 한꺼번에 여러 개 보내질 수 있으며 보내지지 않는 옵션 들의 경우 디폴트값을 사용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PPP 패킷 데이터 형식에 관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여 PPP 패킷의 각 필드를 살펴보면, Configure-Request Packet(코드=1)에 여러 LCP 협상 옵션들이 

포함되어 각 피어(peer)들에게 전달되는 데, 이 옵션들은 'type', 'Length', 'Data' 필드로 구분된다.

이하, 상기의 옵션 필드 구조를 반영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암호화 단계가 포함된 PPP 동작을 살펴보

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암호화 단계가 포함된 PPP 동작에 관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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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사용자 접속 시도 신호에 따라 Dead단계(S100)에서 UP되어 Establish단계(S200)를 수행하게 된

다. S200에서는 상호 인증방법, 최대 수신 바이트수, 데이터 압축유무 등등에 관한 LCP 협상이 이루어지며, LCP 협

상 조건에 따라 상호 인증이 필요하고 데이터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양단에 협상이되면 먼저 Authenticate단계(S300)

를 수행한다. S300에서 PAP/CHAP으로 상호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Encryption 단계(S350)를 수행한다.

Encryption 단계(S350)는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선정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이해를 돕기 위해 DES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DES의 기본원리는 아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text(원문)+Key(패스워드)+encryption 알고리즘= 암호화된 원문

이때 암호화를 위한 킷(key)값은 사용자 패스워드를 이용한다.

여기서 encryption 알고리즘은 우선 암호화시킬 메시지를 64비트 블록으로 쪼개고, key는 56비트를 고정크기로 한

다. 원문에서 나뉘어진 64비트의 블록은 킷값과 함께 재배치하고, 한 비트의 그룹을 다른 비트 그룹과 대체시키는 등

의 과정을 거쳐 알아볼 수 없는 데이터로 믹싱(mixing)한다.

따라서, 상기 방법에 의해 사용자 단말기(10)로부터 사설망(50)간에 오고가는 데이터는 암호화가 된 상태로 송수신되

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

이때 암호화 목적상 사용자 인증은 필수항목이므로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과정은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물론, 망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인증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사용자 인증 과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S350단계를 수행하면, 데이터 암호화가 처리된 상태에서 Network 단계(S400)를 수행하여 레이어 3 통신을 위한 정

보(IP 주소 할당, DNS서버 주소 할당 등)을 협상한 후, 상호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여기서, 상호 인증시 PAP의 경우, two-way handshaking 방식으로서 인증을 요청하는 호스트에서 사용자 아이디(I

D) 및 사용자 패스워드를 일반 텍스트 형태로 전달하므로 인증정보의 외부 노출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three-way handshaking 방식의 CHAP를 수행하여 사용자 암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CHAP 방식은 인증서버에서 호스트로 챌린지 신호를 보내면, 호스트는 보안을 위해 해쉬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을 보내고, 인증서버는 이 값이 일치하면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

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

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PPP 터널링 프로토콜(L2TP, PPTP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사의 사설

망에 접속할 때 인터넷이라는 보안성을 지원하지 않는 망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때 LCP 협상 옵션 항목에 데이어 암

호화 수행여부 항목을 추가시키므로써 PPP 표준 동작 알고리즘에 사용자 인증과정과 더불어 데이터 암호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가 쉽게 노출되지 않게 되어 보안성있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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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증방법, 데이터 압축여부, 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 링크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수행여부에 관한 링

크 컨트롤 프로토콜(LCP:Link Control Protocol) 협상이 이루어지는 제 1단계;

제 1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상호 인증이 필요하다고 양단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아이디(ID)와 패스

워드(password)를 체크하는 제 2단계;

제 1 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양단에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제 3단계;

제 1단계의 LCP 협상 조건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양단에 협상이 이루어지거

나, 데이터 암호화가 수행된 후, 사용자와 사설망간의 접속을 위해 레이어 3 통신을 위한 정보(IP 주소 할당, DNS서버

주소 할당 등)을 협상하는 NCP(Network Control Protocol) 협상이 이루어지는 제 4단계: 및

사용자와 사설망간에 NCP 협상이 수행되면, 사용자와 사설망간에 세션이 형성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LCP 협상시,

데이터 암호화 수행여부를 포함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미리 사용자와 사설망의 LCP 협상 옵션 테이블 

상에 데이터 암호화(encryption)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

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텍스트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PAP(Password Authentica

tion Protocol)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암호화 방법으로,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암호화 수행시, 암호화를 위한 킷(key)값은 사용

자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억세스 가상 사설망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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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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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04-0075380

- 10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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