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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통신 시스템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PDSN) 또는 홈 에이전트(HA)는 이동 단말기에게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할당한 후 할당된 IP 주소 정보를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함께 도메인 이름 서비스(DNS) 서버에 등록한다. 다른 경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

부터 과금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과금 및 인증(AAA) 서버는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 정보를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

름과 함께 매칭시켜 DNS 서버에 등록한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통신노드는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상기 이동 단말기를 액세스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packet data service, domain name, DNS, AAA server, PDSN, H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AAA 서버에서 수집하는 과금 메시지의 포맷.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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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식의 절차들을 각각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DNS 갱신/삭제 메시지의 포맷.

도 8은 DNS 질의 메시지의 포맷.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

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

를 나타낸 흐름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

를 나타낸 흐름도.

도 13은 DNS 메시지를 위한 SIG 자원 레코드의 포맷.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착신

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 기반의 네트워크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결합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의 하나로 가장 관심받고 있는 것은 부호분할 다중접속(C

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2000 시스템이다. CDMA 2000 시스템에서는 음성 또는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에 따른 패킷(IP 패킷)에 실어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로 전달함으로써 패킷이 최종

적으로 IP 주소를 가지는 이동 단말기(또는 이동 노드, 이동 호스트)에 수신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하게 IP 주소를 가

지는 이동 단말기는 IP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통신국(Correspondent Node)에게 IP 패킷을 전송한다. 패킷 호 서

비스란 이와 같이 송신단에서 수신단에 이르는 경로 전체 또는 일부에서 음성 또는 데이터가 패킷의 형태로 운반되는

모든 종류의 호를 통칭한다.

이와 같이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가 패킷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호 서비스를 제공받

기 위해서는 패킷 네트워크에서 이동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 한다. IP 네트워크에서 

이는 IP 주소가 된다. 바람직하게는 모든 이동 단말기들이 고유한 IP 주소들을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IP 

주소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킷 호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IP 주소를 임시로 할당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CDMA2000 1x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소자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와 홈 에이전트(Home Agent: HA)가 있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Si

mple IP 할당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하고, 홈 에이전트는 Mobile IP 할당 서비스를 요청

하는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삭제

되지만 홈 에이전트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이동 단말기가 다른 홈 에이전트의 영역(즉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하

지 않는 한 변함없이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이동 단말기가 패킷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마다 또는 이동 단말기가 패킷 네트워크의

접속점(접속위치)을 변경하는 핸드오프(handoff)가 발생할 때마다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할당되는 IP 주소는 달라지

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의 인터넷 사용자는 통신하고자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현재 IP 주소를 알 수 없으며 따라

서 이동 단말기로의 패킷 데이터 착신 호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즉 이동 단말기에게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

하는 경우 임의의 통신국은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통신을 시작할 수 없다. 이는 이동 단말

기는 패킷 호 발신만을 할 수 있을 뿐 착신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터넷 서버로서 동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적으로 IP 주

소를 할당받는 이동 단말기에게 패킷 착신 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단말기에 IP 주소를 할당할 때마다 이동 단말기의 할당된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도메인 이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서버에 등록하여 패킷 호 발신 사용자가 패킷 수신 단

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 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킷 네트워크의 AAA(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버를 이용하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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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서버에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패킷 네트워크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 또는 홈 에이전트(HA)를 이용하여 DNS

서버에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무선통신 시스템의 인증 및 과금(AA

A) 서버에서 이동 단말기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세션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 과정과,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과금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

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DNS 서버로 전송하는 제2 과정을 포함하

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Domain

Name Service)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는 인증 및 과금(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 서버와,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IP 주소와 상기 도메인 이름을 상호 매칭하여 저장하는 DNS 

서버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소가 할당되면, 상기 할당된 IP 주

소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과 함께 도메인 이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서버에

등록하는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

ision Multiple Access: CDMA) 통신방식의 하나인 CDMA2000 1x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본 발명의 기본

목적인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착신 기술은, 유사한 기술적 배경 및 시스템 구성을 가지는 여타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도 본 발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번형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는 본 발명의 분야에서 숙

련된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의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인터넷(10)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도메인들(domains)(20,30)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상기 도메인들(20,30)은 무선 패킷 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네트워크 소자들로 구성된

다. 상기 네트워크 소자들로는 이동 단말기들(Mobile Stations: MSs)(2,3,4,5)의 이동성(Mobility) 정보를 관리하고 

Mobile IP 할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홈 에이전트들(Home Agents: HAs)(26,36),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22,29

,32,39)에 연결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들(Packet Data Service Nodes: PDSNs)(23,28,33,38), 인증 및 과금(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이하 'AAA' 라 칭함) 서버들(27,37), 도메인 이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서버들(25,35),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들(24,34) 등이 있다.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22,29,32,39)은 디지털 셀룰러 네트워크(digital cellular network), 개인휴대통신 네트워크(PCS 

network), 차세대 무선통신 네트워크인 IMT-2000(CDMA2000 혹은 UMTS)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기지국 및 기지

국 제어기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지역 에이전트(Foreign Agent: FA)로서 언급되기도 한

다.

이동 단말기들(2,3,4,5)은 RFC(Request For Contents) 2002에 기술된 이동호스트의 기능을 수행하며 무선 채널을 

통해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22,29,32,39)에 접속한다.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들(23,28,33,38)은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22,29,32,39)를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이다. 이를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노드들(23,28,33,38)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들(22,29,32,39)의 데이터 패킷을 IP 패킷의 형태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변환을 수행한다.

특히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들(23,28,33,38) 및 홈 에이전트들(26,36)은 RFC 2002에 기술된 바에 따라 이동 단말

기에게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이때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이동 단말기가 서비스

에 접속할 시마다 또는 다른 패킷데이터 서비스 노드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변경될 것이지만, 홈 에이전트에 의

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해당하는 도메인 내에서 고정된다.

상기 AAA 서버들(27,37)은 패킷 데이터 통신을 원하는 가입자의 인증 및 권한 검증과 과금을 수행하며, 보안 채널(S

ecurity Channel)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과 연결된다. 상기 DNS 서버들(25,35)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매

핑시키는 거대한 분산 네이밍 시스템으로서, 네트워크 소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동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갱신함으로써

변화하는 IP 주소를 고정된 도메인 이름에 매핑시킨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호스트들

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형태의 주소로서, 단순한 숫자들의 배열로 구성된 IP 주소보다 기억하기 쉽고 직

관적이다. 상기 DNS 서버에 의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국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노드에 접속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매핑시키는 방법으로는, AAA 서버를 이용하는 제1 실시예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제2 실시예가 있다. 따라서 이하 제1 실시예와 제2 실시예를 

구분하여 본 발명의 동작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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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
제1 실시예에서는 이동 단말기에 IP 주소가 할당되면, AAA 서버에서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DNS 서버에 등록한다. 이는 이동 단말기가 IP 주소를 할당받기 위해 접속을 설정할 때마다 과금 및 인증을 위

한 메시지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AAA 서버로 수신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AAA 서버에는 본 

발명을 위하여 요구되는 동작 프로그램, 즉 DN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구비되며 이 동작 프로그램은 AAA 서버와 

DNS 서버간의 상호 메시지 교환을 수행한다. 상기 동작 프로그램에 의해, AAA 서버는 NAI(Network Access Identi

fier : 네트워크 액세스 식별자), 즉 이동 호스트 이름 및 IP 주소 등을 DNS 서버에 등록하고,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

소가 할당되면 보안 채널을 통해 DNS 갱신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AAA 서버는 이동 단말기별 사

용자 서비스 프로파일(User Service Profile) 정보의 일부로서 패킷 데이터 호 착신 지원 여부를 나타내는 속성필드(

Attribute field)를 저장한다.

여기서 AAA 서버에 의한 과금에 대하여 설명하면,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과금정보는 기지국 제어기 또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생성되며 과금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AAA 서버에서 수행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패킷 데이터 통신을 위한 새로운 세션(session)을 설정하거나 또는 패킷 호 서비스를 개시할 때 AAA 서버에게 과금

요청 시작(Accounting Request Start) 메시지를 전송하고, 세션의 해제시 AAA 서버에게 과금요청 중지(Accounting

Request Stop) 메시지를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AAA 서버에서 수집하는 과금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과금 메시지는 이동 단말기(Mobile) 항목, 사용자 (User) 항목, 과금(Account) 항목, 세션(Se

ssion) 항목, 기본구조 (Infrastructure) 항목, 세션상태 (Session Status) 항목, 세션작용 (Session Activity) 항목들

을 적어도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이동 단말기 항목은 발신측(calling party)의 단말기 식별자(Mobile Station Id

entifier: MSID)이고, 사용자 항목은 발신측의 IP 주소와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즉 사용자 이름)을 포함한

다. 또한 과금 항목은 시작 요구 또는 종료 요구를 나타내는 과금 상태 유형(Accounting State Type) 필드를 포함하

고, 세션 항목은 과금세션 식별자(Account Session Identifier)와 세션 식별자(Session Identifier, 다른 표현으로 Co

rrelation ID)와 세션의 유지 또는 종료를 나타내는 세션 유지(Session Continue) 필드와 세션의 유지 또는 시작 또는

종료를 나타내는 세션 시작(Session Start) 필드를 포함하고, 기본구조 항목은 홈 에이전트의 IP 주소(MIP Home Ag

ent)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의 IP 주소(PDSN/FA Address)를 포함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단계(105)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이동 단말기(Mobile Station: MS)와 패킷 호를 개

시하기 위해 PPP(Point to Point Protocol) 데이터 세션(Data Session)을 설정할 때 알려진 IPCP(IP Configuration 

Protocol) 절차를 통해 IP 주소를 할당한다. 다른 경우 이동 단말기는 이동 IP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고 홈 에이전트(H

A)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는다. IP 주소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본 발명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IP 주소가 할당되면 단계(110)에서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 즉 과금 상태 유형 필드가 '1'로 

설정된 과금 메시지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AAA 서버로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과금 메시지의 포맷은 상

기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통상적인 과금처리 절차(이동 단말

기 식별자와 세션 식별자와 과금 시작 시간의 저장 등)를 수행하고 단계(115)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의 과금처리 절차는 Simple IP 할당 서비스일 경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의 PPP 인증 단계에서 수행되고, M

obile IP 할당 서비스일 경우 홈 에이전트의 Mobile IP 등록 단계에서 수행된다. 즉, Simple IP 할당 서비스를 위한 P

PP 연결 설정이 완료되거나 또는 Mobile IP 할당 서비스를 위한 이동 IP 데이터 세션 설정이 완료되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AAA 서버로 전송한다. 단계(12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

지에 응답하여 DNS 서버에게,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사용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

S 갱신요구(DNS Update) 메시지를 전송하여 DNS 등록을 요구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요구에 대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단계(125)에서 DNS 갱신응답 메시지(DNS Update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한

다. AAA 서버에서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세한 절차는 도 4와 도 5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

은 후술될 것이다.

DNS 서버는 사용자 도메인 이름들에 대한 자원 레코드들(Resource Records)에 대해 각각 유효시간(Time To Life:

TTL)들을 설정하고, 상기 유효시간이 초과되면 레코드를 자동 삭제(flush)한다. 따라서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

를 전송한 이후 AAA 서버는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에 대한 유효시간(TTL)으로 설정된 타이머를 감시한다. 상기 타이

머가 만기되면, 단계(130)에서 AAA 서버는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DNS 서버로 재전송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의해 요구된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자원 레코드(Resource Record)의 유

효시간(TTL)을 조정하고, 단계(135)에서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140)에서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간에 설립한 데이터 세션이 종료되면 단계(145)에서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종료된 데이터 세션에 대한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 즉 과금 상태 유형 필드가 '0'으로 설정된

과금 메시지를 AAA 서버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과금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단계

(15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과금처리 절차(요금 계산 등)를 수행하고 응답 메시지

를 전송한다.

한편, AAA 서버는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의해 이동 단말기의 데이터 세션이 종료되었음을 인식하고, DNS 서

버에서 해당 이동 단말기의 자원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단계(155)에서 DNS 서버에게 DNS 질의(DNS query)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대하여 DNS 서버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등록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DNS 질의응답 메시지를 AAA 서버에게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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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서버는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의 등록된 IP 주소가 삭제하고자 하는 IP 주

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이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간 핸드오프 등의 이유로 인하여 DNS 서버에 이동 단말기

의 새로운 IP 주소가 이미 등록된 경우, 상기 새로 등록된 IP 주소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AA

A 서버는 자신이 알고 있는 IP 주소를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와 비교한다. 상기 비교결과 만일 

동일하면, 단계(165)에서 AAA 서버는 DNS 서버에게 상기 등록된 IP 주소를 삭제하기 위한 DNS 삭제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단계(170)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상세한 절차는 도 6에 

개시되어 있다. 도 6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Simple IP 할당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세션이 설정되거나 또는 Mobile IP 할당 서비스를 위한 Mobile IP 데이터 세

션이 설정되면, 패킷 데이터 호는 도먼트(Dormant) 상태와 활성(Active) 상태를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도먼트 

상태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송하는 데이터가 없음으로 인하여 무선통신 시스템과 단말기 사이의 접속이 일

시 단절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활성 상태는 전송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먼트 상태 또는 활성 상태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AAA 서버에서 과금오류가 발생하거나 또는 과

금 메시지를 유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와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이때 한 쌍의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와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는 동일한 과금세션 식별자를 포함한다. 상기 과금세션 

식별자는 하나의 데이터 세션에 대해 유지되는 세션 식별자와 구별된다. AAA 서버는 복수 쌍의 과금 시작/중지 요구 

메시지들을 이용하여 계산된 과금 정보들을 합산하여 최종 과금 정보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 AAA 서버는 복수의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다. 따라

서 AAA 서버에서는 실제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알리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식별하고 데이터 세션이 시작할 때 

한번만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도 4와 도 5는 이와 같이 AAA 서버에서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인

식하기 위하여, 세션 식별자를 사용하는 방안과 세션시작 필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다. 즉, 상기 도 4에서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를 이용하여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판단하며, 상기 도 5에서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시작 필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판단한다.

먼저 상기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단계(S11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가 수신

되면 AAA 서버는 과금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과금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단계(S120)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 식별자와 IP 주소와 세션 식별자

를 포함한다.

단계(120)에서 AAA 서버는 미리 저장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User Service Profile) 데이터베이스에서 DNS 서

버 갱신 필드를 참조하여, 해당 이동 단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인지를 판단한다. DNS 등록 서비스

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DNS 서버 갱신 필드의 예는 하기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파라미터 이름 DNS Server Update

포맷 정수

값
0 : DNS 등록 서비스 지원 불가

1 : DNS 등록 서비스 지원 가능

Mobile IP 할당 서비스의 경우, 홈 에이전트는 Mobile IP 등록 과정에서 홈 도메인의 AAA 서버로부터 수신한 Acces

s-Accept 메시지로부터 상기 DNS 등록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 DNS 갱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도메인의 AAA

서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계(S13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

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가 기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등록되어 있으면 그 세션에 대하여 이

미 도메인 이름 등록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한다. 반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S140)에서 AA

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를 내부의 DNS 레지스터(DNS_REGISTERED)에 저장하

고 단계(S150)로 진행한다. 여기서 만일 Mobile IP 할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간 핸드오프를 수행한 경우 핸드오프 대상(target)인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AAA 서버

로 전송하게 된다. 이때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는 동일하지만 세션 식별자가 다르기 때문에 AAA 서버는 DNS 등록을

수행한다.

단계(S150)에서 AAA 서버는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도메인 이름은 AAA 

서버내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도메인 이름 필드에 저장되어 있다. 만일 상기 사용자 도메인

이름 필드에 도메인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S160)에서 AAA 서버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메인 이

름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식별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userid@realm 형식의 

NAI가 사용되는 경우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도메인 이름은 간단히 userid.realm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생성된 도메인 이름은 AAA 서버의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에 도메인 이름 필드로서 추가된다.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의 도메인 이름 필드는, 예를 들어 하기의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등록특허  10-0442594

- 6 -

[표 2]

Parameter User's Domain Name

Format string

Value (domain name)

단계(S17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와 상기 단계(S160)에서 생성된(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DN

S 서버에게 전송한다. 이때,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의 포맷은 도 7에 상세히 나타내었으며, 상기 도 7에서 본 발

명에서 사용하는 주요 필드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RFC 2136 참조)

DNS 헤더(DNS Header)

Q/R = 0 (request)

opcode = 5 (update)

갱신부분(Update section)

name = MS's domain name

type = 1 (host address)

class = 1 (internet)

TTL = life time defined

RDATA = MS's IP address

DNS 서버가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DNS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면, 단계(S18

0)에서 AAA 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DNS 갱신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한다. 이때, 상기 DNS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도 7에 상세히 나타내었으며, 상기 도 7에서 본 발명이 사용하는 주요 필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기와 같다.

DNS 헤더(DNS Header)

Q/R = 1 (response)

opcode = 5 (update)

갱신부분(Update section)

name = MS's domain name

type = 1 (host address)

class = 1 (internet)

TTL = lifetime defined

RDATA = MS's IP address

다음으로 도 5를 참조하면, 단계(S21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AAA 

서버는 과금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과금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단계(S220)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과금시작 요

구 메시지는 앞서 언급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 식별자와 IP 주소와 세션시작 필드를 포함한다.

단계(S220)에서 AAA 서버는 미리 저장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DNS 서버 갱신 필드를 참조하

여, 해당 이동 단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상기 DNS 서버 갱신 필드의 예는

앞서 언급한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Mobile IP 할당 서비스의 경우 홈 에이전트는 AAA 서버에게 해당 이동 단

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계(S230)에서 AAA 서버는 상기 단계(S210)에서 수신

된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시작 필드가 세션의 시작을 의미하는 값, 예를 들어 '1'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세션에 대하여 이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한다. 반면에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단계(S24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를 내부의 DNS 레지스

터(DNS_REGISTERED)에 저장하고 단계(S250)로 진행한다.

단계(S250)에서 AAA 서버는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도메인 이름 필드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

인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S260)에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용자

도메인 이름을 생성한다. 여기서 도메인 이름의 생성 규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단계(S27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와 상기 단계(S260)에서 생성된(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DNS 

서버에게 전송한다. DNS 서버가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DNS 갱신 응답 메시

지를 전송하면, 단계(S280)에서 AAA 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DNS 갱신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한다. 여기서

DNS 갱신 요구 메시지와 DNS 갱신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7에 나타내었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AAA 서버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단계(S31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가 수신되면 AAA 서버

는 해당 과금처리 절차를 수행하고 과금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단계(S320)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과금중지 요

구 메시지는 앞서 언급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 식별자와 IP 주소와 세션유지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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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320)에서 AAA 서버는 미리 저장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DNS 서버 갱신 필드를 참조하

여, 해당 이동 단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DNS 서버 갱신 필드의 예는 앞서 

언급한 <표 1>에 나타내었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계(S330)에서 AAA 서버는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

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가 기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세션에 대하

여 이미 DNS 삭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한다. 상기의 단계(S330)는 또한 Mobile IP 할당 서비스와 

같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간 핸드오프가 발생하여도 IP 주소가 유지되는 경우에 핸드오프 소스(source)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데이터 세션이 종료되면서 DNS 서버에 등록된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를 삭제하게 되는 일을 

방지한다.

반면에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포함된 세션 식별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단계(S340)에서 AAA 서버는 상기 메

시지에 포함된 세션유지 필드를 참조하여 세션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만일 세션 

유지 필드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세션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세션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S350)에서 AAA 서버는 이동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는 DNS 질의 메시

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DNS 질의 메시지와 DNS 질의 응답 메시지의 포

맷은 도 8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다. 상기 도 8에서 본 발명에 사용되는 주요 필드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RFC 103

5 참조)

DNS 헤더(DNS Header)

Q/R = 0 (query)

opcode = 0 (standard query)

질의부분(Query Section)

name = MS's domain name

type = 1 (host address)

class = 1 (internet)

또한 상기 도 8에서 본 발명에 사용되는 DNS 질의 응답 메시지의 주요 필드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DNS 헤더(DNS Header)

Q/R = 1 (query)

opcode = 0 (standard query)

응답부분(Answer Section)

name = MS's domain name

type = 1 (host address)

class = 1 (internet)

RDATA = MS's IP address

단계(S360)에서 상기 DNS 질의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는 AAA 서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즉,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AAA 서버로 수신된) IP 주소와 비교된다. 상기 비교결과 만일 동일하면 단계(S370)로 진행

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한 새로운 IP 주소가 이미 등록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한다.

단계(S370)에서 AAA 서버는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가지고 DNS 삭제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여 DN

S 서버에게 전송한다. DNS 서버가 상기 DNS 삭제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DNS 응답 메시지

를 전송하면, 단계(S380)에서 AAA 서버는 이를 수신하여 도메인 이름의 삭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한다.

여기서 상기 DNS 삭제 요구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단지

'Opcode'의 값이 삭제를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서는 IP 주소를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소자, 즉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

트에서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DNS 서버에 등록한다. 이를 위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에는 본 발명을 위하여 필요한 동작 프로그램, 즉 DN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구비되며, 이 동작 프로그램

은 DNS 서버와 상호 메시지 교환을 수행한다. 하기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및 홈 에이전트에 의해 도메인 이름

을 등록하는 동작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

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단계(205)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PDSN)은 이동 단말기(MS)와 패킷 호를 개시하기 위

해 데이터 세션 연결을 설정할 때 알려진 LCP(Link Control Protocol), 인증, IPCP에 따른 절차를 통해 공용 IP 주소

(public IP address)를 할당한다. 여기서 IP 주소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본 발명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IP 주소가 할당되고 단계(21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가 AAA 서버와 과금 메

시지의 상호 교환에 의하여 과금처리를 완료한 이후, 단계(215)에서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

된 사용자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요구 메시지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로부터 DNS 서버로 전송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요구에 응답하여 DNS 등록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단계(220)에서 DNS 갱신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가 DNS 갱신요구 전송하는 상세한 절차는 도 11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상

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에 대한 유효시간(TTL)

로 설정된 타이머를 감시한다. 상기 타이머가 만기되면 단계(225)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DNS 갱신요구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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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DNS 서버로 재전송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의해 요구된 이동 단말기의 도메

인 이름에 대한 자원 레코드의 유효시간(TTL)을 조정하고 단계(230)에서 이에 대한 DNS 갱신응답 메시지를 패킷 데

이터 서비스 노드로 전송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PPP 비활성화 타이머(PPP Inactivity timer)가 만기되거나 이동 단말기의 요구가 있으

면, 단계(235)에서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간에 설립한 데이터 세션이 종료된다. 그러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DNS 서버에서 해당 이동 단말기의 자원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단계(235)에서 DNS 서버에

게 DNS 질의(query)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대하여 단계(S245)에서 DNS 서버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

에 대하여 등록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DNS 질의응답 메시지로 응답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의 등록된 IP 주소가 삭제하

고자 하는 IP 주소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즉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IP 주소를 상기 DNS 질

의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와 비교한다. 상기 비교결과 동일하지 않다면 동작을 종료한다. 반면에 동일하면, 단

계(25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DNS 서버에게 상기 등록된 IP 주소를 삭제하기 위한 DNS 삭제 요구 메시지

를 전송하고 단계(255)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상세

한 절차는 도 12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단계(305)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이동 단말기(MS)와 패킷 호를 개시하기 위해 PPP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고, 단계(310)에서 홈 에이전트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Mobile IP 등록 절차를 통해 IP 주소를

할당한다. 여기서 IP 주소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본 발명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

기로 한다. IP 주소가 할당되면, 단계(315)에서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사용자 도메

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요구 메시지가 홈 에이전트로부터 DNS 서버로 전송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요

구에 대해 DNS 등록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단계(320)에서 DNS 갱신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홈 에이전트가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상세한 절차는 도 11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상세한 설명은 후술될 것이다.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홈 에이전트는 해당하는 이동 단말기에 대한 유효시간으로 설정된 타이머

를 감시한다. 상기 타이머가 만기되면, 단계(325)에서 홈 에이전트는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DNS 서버로 재전

송한다. 그러면 DNS 서버는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의해 요구된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자원 레코

드의 유효시간(TTL)을 조정하고 단계(S330)에서 이에 대한 DNS 갱신응답 메시지를 홈 에이전트로 전송한다.

홈 에이전트에서 바인딩 리스트(bind list)의 타이머가 만기되거나 이동 단말기의 요구가 있으면, 단계(335)에서 이동

단말기와 홈 에이전트간에 설립된 Mobile IP 데이터 세션이 종료된다. 그러면 홈 에이전트는 DNS 서버에서 해당 이

동 단말기의 자원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단계(340)에서 DNS 서버에게 DNS 질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에

대하여 DNS 서버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등록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DNS 질의응답 메시지로 

응답한다.

홈 에이전트는 DNS 질의응답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상기 이동 단말기의 등록된 IP 주소가 삭제하고자 하는 IP 주소

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즉 홈 에이전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IP 주소를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와 비교한다. 상기 비교결과 동일하지 않다면 동작을 종료한다. 반면에 동일하다면, 홈 에이전트는 단계(350)에서 D

NS 서버에게 상기 등록된 IP 주소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전송하고 단계(355)에서 그에 대

한 응답을 수신한다.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상세한 절차는 도 12에 개시되어 있으 그 상세한 설명

은 후술될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

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나타낸 절차는 Simple IP 할당 서비스인 경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의해 PPP 인

증 단계에서, Mobile IP 할당 서비스인 경우 홈 에이전트에 의해 Mobile IP 등록 단계에서 실행된다. 하기에서는 설

명의 편의를 위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단계(S410)에서 이동 단말기와 PPP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고 IP 

주소를 할당한 후, 단계(S420)에서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기 저장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에서 DNS 등록 서비

스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DNS 서버 갱신 필드를 참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 상기 DNS 서버 갱신 필드의 예는 앞서 언급한 <표 1>에 나타내었다. 상기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이미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인증 단게에서 AAA 서버로부터 제공받는다.

상기 판단결과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계(S43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의 사용자 도메인 이름 필드에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S44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

인 이름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식별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이름에 따라 userid@realm 형식의 

NAI가 사용되는 경우,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 도메인 이름은 간단히 userid.realm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생성된 

도메인 이름은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에 도메인 이름 필드로서 추가된다.

단계(S45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단계(S440)에서 생성된(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DNS 서버에

게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7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다. DNS 서버가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처리 절차를 완수하고 DNS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면 단계(S46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이를 수신하여 DNS 갱신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에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

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나타낸 절차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PPP 데이터 세션이 종료되거나 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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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트에서 이동 IP 데이터 세션이 종료될 때 실행(trigger)된다. 하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단계(S510)에서 데이터 세션이 종료(close)되면, 단계(S52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는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기 저장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에서 DNS 등록 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DNS 

서버 갱신 필드를 참조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가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DNS 서버 갱

신 필드의 예는 앞서 언급한 <표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상기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이미 저장되어 있거나 또는 인증 단계에서 AAA 서버로부터 제공받는다.

상기 판단결과 만일 DNS 등록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단계(S53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DNS 서버에

게 상기 이동 단말기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DNS 질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응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다. 여기서, 상기 DNS 질의 메시지와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급한 도 8에 상세히 나타낸 바와 

같다.

단계(S540)에서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IP 

주소와 비교된다. 상기 비교결과 만일 동일하면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단계(

S550)로 진행하고, 반면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새로운 IP 주소가 이미 등록된 것으로 판단하여

동작을 종료한다.

단계(S55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가지고 DNS 삭제 요구 메

시지를 생성하여 DNS 서버에게 전송한다. DNS 서버가 상기 DNS 삭제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처리 절차를 완수하

고 DNS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면, 단계(S560)에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는 이를 수신하여 도메인 이름의 삭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식한다. 여기서 상기 DNS 삭제 요구 메시지와 그에 대한 응답 메시지의 포맷은 앞서 언

급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단지 'Opcode'의 값이 삭제를 의미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DNS 서버의 보안>>
DNS 서버가 AAA 서버나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와 메시지들을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메

시지 뒷부분에 서명(signature)을 포함한 Security extension(RFC 2535)이 필요하다. DNS security extension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보장 및 처리인증(transaction authentication), 즉 수신한 응답 메시지가 자신이 DN

S 서버로 보낸 요구에 대한 응답 메시지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서 RFC 2845에 정의된 TSIG(Transaction SIGnature)는, AAA 서버(또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

또는 홈 에이전트, 이하 AAA 서버라 통칭한다.)와 DNS 서버간에 공유된 비밀키(shared secret)를 사용한다. 즉 DN

S 서버의 클라이언트인 AAA 서버가 단방향 키 해시 함수(one-way keyed 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DNS 요구에 

대한 서명을 생성하여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DNS 서버는 AAA 서버와 동일한 알고리즘과 공유된 비밀키(shared se

cret)를 사용하여 AAA 서버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변형이 없었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해시 함수의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DNS 요구 메시지의 digest component :

-DNS Message (request)

-TSIG Variables (request)

DNS 응답 메시지의 digest component :

-Request MAC(Media Access Control)

-DNS Message (response)

-TSIG Variables (response)

상기한 첫 번째 방안의 경우 다양한 해시 함수가 사용될 수 있으나,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HMAC-MD5(Hashed Mes

sage Authentication Codes - Message Digest)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으로서 RFC 2931에 정의된 SIG(0)(SIGnature)는 공개키(public key)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개키는 DNS 서버가 키 자원 레코드(Key Resource Record)에 저장하고 있으며 개인키(private ke

y)는 클라이언트인 AAA 서버가 갖고 있다. DNS 메시지를 위한 SIG 자원 레코드의 포맷은 도 13에 상세히 나타내었

으며, 이 중 암호화 함수의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DNS 요구 메시지

-SIG 자원 레코드의 RDATA 부분 중 서명(signature) 필드를 제외한 부분

-UDP/IP 헤더를 제외한 DNS 요구 메시지(단, request SIG(0)는 제외)

DNS 응답 메시지

-SIG 자원 레코드의 RDATA 부분 중 서명(signature) 필드를 제외한 부분

-DNS 요구 메시지

-UDP/IP 헤더를 제외한 DNS 응답 메시지(단, response SIG(0)는 제외)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 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

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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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가 데이터 세션을 연결하고 IP 주소를 할당받을 때마다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 정보를 이동 단

말기의 도메인 이름과 함께 DNS 서버에 등록함으로써, 이동 단말기의 IP 주소가 동적으로 변화되더라도 통신국이 이

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동 단말기에게 먼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본 발

명은 패킷 데이터 호 착신이 가능하며, 이를 응용하여 이동 단말기를 홈 페이지 서버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고유한 도메인 이름을 가지는 이동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상기 도메인 이름에 매칭되는 IP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할당하는 제1 과정과,

상기 도메인 이름과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도메인 이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DNS) 서버에 저장하는 제2 

과정과,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에게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 과정을 포함하여 이

루어며,

상기 제2 과정은,

인증 및 과금(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서버에서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과

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 단계와,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상기 DNS 서버로 전송

하는 제2 단계와,

상기 DNS 서버로부터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대응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상기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

스 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N)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서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요

구 메시지를 상기 DNS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DNS 서버로부터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대응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이동성(Mobility) 정보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ome Agen

t: HA)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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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 에이전트에서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상기 DNS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DNS 서버로부터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에 대응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DNS 서버에서 상기 도메인 이름

과 상기 IP 주소를 삭제하는 제4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무선통신 시스템의 인증 및 과금(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서버에서 이동 단말기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세션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 과정과,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과금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

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여 DNS 서버로 전송하는 제2 과정

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이동 단말기를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

드(Packet Data Service Node: PSDN)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이동성(Mobility) 정보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ome Agen

t: HA)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과정은,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서 상기 데이터 세션을 식별하는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세션 식별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세션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세션 식

별자를 등록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과정은,

상기 과금시작 요구 메시지에서 추출된 세션시작 필드의 값이 상기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확인결과 상기 세션유지 필드의 값이 상기 데이터 세션의 시작을 의미하면, 상기 데이터 세션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2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규칙

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상기 DNS 갱신요구 메시지를 미리 정해지는 주기에 따라 반복하여 상기 DNS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무선통신 시스템의 인증 및 과금(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서버에서 이동 단말기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와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진행하는 도중 데이터 세션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1 과정과,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과금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기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

의 상기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삭제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여 DNS 서버로 전송하는 제2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과정은,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서 상기 데이터 세션을 식별하는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서 추출된 세션유지 필드의 값이 상

기 데이터 세션의 유지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제2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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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세션유지 필드의 값이 상기 데이터 세션의 유지를 나타내지 않으면 상기 데이터 세션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과정은,

상기 과금중지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의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 질의 메시지를 상기 DNS 

서버로 전송하는 제1 단계와,

상기 DNS 질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DNS 질의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DNS 질의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와 상기 이동 단말기의 상기 IP 주소를 비교하는 제2 단계와,

상기 비교결과 일치하면 상기 DNS 삭제 요구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세션을 설정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하여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기에 대해 부여된 도메인 이름을 포함하는 DNS(Domain

Name Service) 갱신 요구 메시지를 생성하는 인증 및 과금(Authen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AAA

) 서버와,

상기 DNS 갱신 요구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IP 주소와 상기 도메인 이름을 상호 매칭하여 저장하는 DNS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이동성(Mobility) 정보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Home Agen

t: HA)에 의해 할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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