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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액세스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접속을 설정하는 방법 및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및 적어도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이는 적어도 사용자 단말기 인증 및 허가 수단

(50)과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60, 62)를 포함한다-와 통신하는 액세스 네트워크(30)를 통해 접속을 설

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 단말기(10)의 접속은 액세스 네트워크(30)에 대해 인증되고, 인증 시그널

링으로 전송되는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들(60, 62)중 하나가 선택된다. 이후, 선택

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의 터널 파라미터 정보가 액세스 네트워크(30)에 시그널링되고, 이 터널 파라미터 정보에 기초

하여 액세스 네트워크(30)와 선택된 사용자데이터 처리 노드(60) 간에 터널 접속이 생성된다. 터널의 양쪽 종점들과의 네

트워크 시그널링에 기초하여 터널 접속을 생성함으로써, 서로에게 원래 알려지지 않았던 2개의 네트워크 요소들 간에 터

널 접속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텍스트 활성화 절차 또는 대응하는 제어 평면 시그널링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셀룰러 패킷 교환 서비스가 액세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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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및 적어도 하나의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100)-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인증

및 허가 수단(50)과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웨이 노드(60, 62)를 포함한다-와 통신하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를 경유하여 접속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를 경유하여 사용자 단말기(10)의 접속을 인증하는 단계와;

b) 상기 인증 단계에서 전달된 선택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웨이 노드(60, 6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c) 상기 선택된 게이트웨이 노드의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시

그널링하는 단계와; 그리고

d)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와 상기 선택된 게이트웨

이 노드 간에 터널 접속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링된 터널 파라미터를 상기 생성된 터널 접속 내에서 식별자로서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터널 파라미터는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터널 접속은 GRE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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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생성된 GRE 터널의 키 파라미터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터널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는 GPRS 네트워크(70,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은 EAP 시그널링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APN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N 파라미터는 APN,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로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시

그널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되는 AAA 프로토콜은 RADIU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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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용되는 프로토콜은 DIAMETER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터널 타입, 터널 매체, 터널 서버 어드레스 및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중 적어도 하나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노드는 WLAN 게이트웨이(60, 6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 노드는 GGS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정보는 상기 선택 단계에서 AAA 범위(realm) 네임으로 분류(resolve)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정보는 서비스 선택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외부 서버 범위 네임, 터널 파라미터 및 필터링 파라미터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저장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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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 정보를 상기 외부 서버에 시그널링할 것인 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50)에 있어서,

a)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접속된 단말기 디바이스(10)로부터의 인증 시그널링에서 수신

된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노드(60)를 선택하는 수단과;

b) 상기 게이트웨이 노드(60)와의 시그널링으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얻는 수단과; 그리고

c)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의 액세스 서버 디바이스(40)에

시그널링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시그널링은 EAP 프로토콜에 기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2.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는 독립형 WLAN 인증 서버(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3.

제 20 항 또는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는 GGSN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선택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APN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50)는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로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시그널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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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터널 타입, 터널 매체, 터널 서버 어드레스 및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중에서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타입은 GRE이고, 그리고/또는 상기 터널 매체는 IPv4 또는 IPv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8.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50)는 상기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 내에 EAP 성공 메세지를 통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

청구항 29.

단말기 디바이스(10)가 접속되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

스 제어 디바이스(40)에 있어서,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인증 서버 디바이스(50)로부터 수신되는 시그널링 메세지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얻는

수단과; 그리고

상기 단말기 디바이스(10)에 대한 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노드

(60)에 대한 터널 접속을 생성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시그널링 메세지는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31.

제 29 항 또는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터널 타입, 터널 매체, 터널 서버 어드레스 및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중에서 적어도 하나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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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40)는 상기 생성된 터널 접속의 흐름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서 상기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

션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흐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키 GER 속성으로 시그널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청구항 34.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10) 및 적어도 하나의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100)-이는 적어도 제 20 항 내지 제 28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인증 서버 디바이스(50) 및 제 29 항 내지 제 3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따른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

(40)를 포함한다-와 통신하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를 경유하여 접속을 설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접속된 단말기 디바이스(10)로부터의 인증 시그널링에서 수신

된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노드(60)를 선택하는 단계와;

b) 상기 게이트웨이 노드(60)와의 시그널링으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얻는 단계와; 그리고

c)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상기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의 액세스 서버 디바이스(40)에

시그널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단말기 디바이스(10)가 접속되는 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또는 다른 로컬 네트워크(30)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

에 있어서,

a)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인증 서버 디바이스(50)로부터 수신되는 시그널링 메세지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얻는 단계와; 그리고

b) 상기 단말기 디바이스(10)에 대한 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노드

(60)에 대한 터널 접속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컴퓨터 디바이스 상에서 실행될 때 방법 청구항 제 1 항, 제 35 항 및 제 36 항 중의 어느 한 항의 단계들을 수행하는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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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및 예를 들어 제너럴 패킷 무선 서비스(GPRS) 네트워크 또는 유니버셜 이동 원격

통신 시스템(UMTS) 네트워크와 같은 적어도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이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인증 및 허가 수단

과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를 포함한다)와 통신하는, 예를 들어 무선 국부 영역 네트워크(WLAN)와 같은

액세스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접속을 설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최근 몇년 동안, 무선 통신 시장은 상당히 성장하였다. 무선 기술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상의 모든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무선 전화 및 메세징 서비스가 크게 성공함에 따라, 무선 통신이 개인 및 비즈니스 컴퓨팅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선 네트워크의 장치에 의해 더 이상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거

의 모든 곳에서 전세계적 규모로 정보를 액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다.

WLAN으로부터의 주요 동기(motivation) 및 이득은 증가된 이동성이다.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거의 제한없이 이동할 수 있

고 거의 모든 곳에서 LAN을 액세스할 수 있다. 증가된 이동성 외에, WLAN은 증가된 유연성을 제공한다. 종업원들이 소형

컴퓨터들 및 무선 링크들을 이용하여 미래의 설계 계획 및 제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미팅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ad

hoc" 네트워크들은 필요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회의 테이블 주위에 그리고/또는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될 수 있

다. WLAN들은 값비싼 배선 또는 재배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유선 LAN들의 접속성 및 편리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속의 랩탑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또는 회사 인트라넷에 대한 액세스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동하

는 동안 생산성(productivity)이 떨어진다. 이동 통신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GSM)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랩탑 사용자들은

큰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자신들의 이메일을 빨리 동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빠르게 액세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두

되고 있는 모바일 정보 사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데이터가 이용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공항, 컨벤션 센터, 호텔 및 미팅 룸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랩탑 또는 단말기 디바이스에 대해 광대역 액

세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오퍼레이터 WLAN (OWLAN) 솔루션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동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은 세계

의 거의 모든 곳으로부터 인터넷, 조직의 인트라넷 또는 다른 서비스 기구(machinery)들에 대한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한 WLAN 로밍 특징을 갖는 공공 WLAN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GPRS 또는 UMTS 네트워크와 같은 패킷 교환 셀룰러 네트워크들에서,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액

세스 포인트 네임즈(APN)에 의해 특정된다. GPRS는 GSM 네트워크 및 UMTS 네크워크 모두에 대해 이용되는 공통의 패

킷 도메인 코어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공통의 코어 네트워크는 패킷 교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비 실시간 트래픽 및 실시

간 트래픽의 효율적인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몇 개의 서비스 품질 레벨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서빙 GPRS 서포트

노드(SGSN)는 이동 단말기의 개별적인 위치를 추적하고, 보안 기능 및 액세스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게이트웨이 GPRS

서포트 노드(GGSN)는 외부 패킷 교환 네트워크들과의 상호 작용을 제공하고, IP 기반의 패킷 도메인 백본 네트워크를 통

해 SGSN에 접속된다. 백본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APN은 이용될 GGSN에 대한 참조(reference)이다. 또한, GGSN에서,

APN은 외부 네트워크 및 선택에 따라서는 제공될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다. APN들의 이용 및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예를 들어 3GPP 사양 TS 23.003에 정의되어 있다.

GPRS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의 APN에 의해 식별되는 액세스 포인트 뒤에 위치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

다. 사용자가 GPRS 서비스를 접속할 때, 즉 예를 들어 3GPP 사양 TS 23.060에서 특정되는 패킷 데이터 프로토콜(PDP)

콘텍스트를 설정하면, 단말기 디바이스 또는 사용자 장비(UE) 또는 이 단말기 디바이스의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는 APN

정보가 PDP 콘텍스트 설정 시그널링을 통해 단말기 디바이스로부터 네트워크에 전송된다. 이 정보는 APN과, 선택적으로

는 (선택된 APN 뒤의 서비스를 액세스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로 이루어진다. GPRS 네트워

크에서, 이 정보는 적절한 GGSN을 선택하는 데에 이용된다. 이 정보는 또한 선택된 GGSN에 도달하고, GGSN은 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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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GGSN 뒤의 네트워크 노드, 예를 들어 조직의 인트라넷 또는 오퍼레이터 서비스 노드에 대한 접속을 또한 설

정한다. 제공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는 GGSN 뒤의 관련된 네트워크 노드에 전달됨으로써, 이러한 접속이 허

가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제시된 공공 또는 오퍼레이터 WLAN 시스템들에서는, GPRS PDP 콘텍스트 활성화와 유사한 동작이 제공되지 않

는다. 구체적으로, WLAN 단말기 디바이스(즉, WLAN UE)와 WLAN 네트워크 또는 이 WLAN 네트워크 뒤의 네트워크 간

에 서비스들을 셋업하기 위한 어떠한 전용 시그널링도 없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법인 인트라넷으로의

액세스, 3 세대 ISP 스타일 서비스, 이동 오퍼레이터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자는 국부 WLAN 액세스 네트워

크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직접 접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WLAN 네트워크를 통한 GPRS 타입의 서비스 선택 및 활성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제시된 공공 또는 오퍼레이터 WLAN에 단점을 야기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WLAN 네트워크 또는 다른 어떠한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 및 적어도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이는 적어도 사용자 단말기 인증 및 허가 수

단과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를 포함한다-와 통신하는 액세스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접속을 설정하는 방법

에 의해 달성되는바, 이 방법은:

-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자 단말기의 접속을 인증하는 단계와;

- 상기 인증 단계에서 전송되는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들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는 단계와;

- 상기 선택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의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에게 시그널링하는 단계와; 그리고

-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와 상기 선택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 간에 터널 접속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은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되는바, 이 인증 서버 디바이스는:

- 액세스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기 디바이스로부터의 인증 시그널링에서 수신된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데이터 처

리 노드를 선택하고;

- 상기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와의 시그널링으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얻고; 그리고

- 상기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상기 액세스 네트워크의 액세스 서버 디바이스에 시그널링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목적은 단말기 디바이스가 접속되는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달성되는바, 이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는 인증 서버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는 시그널링 메세지로부터 터널 파라미터 정보

를 얻고, 상기 단말기 디바이스에 대한 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에 대한 터널 접속을 생성

하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인증 시그널링을 이용하여 선택 정보를 액세스 네트워크로부터 백본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그러면, 이 선택 정보

는 백본 네트워크에서 터널 접속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를 선택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예를 들어 WLAN과 같은 액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제 3 진영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터널의 양쪽 종점

(endpoint)을 갖는 제 3 요소의 시그널링에 기초하여, 원래에는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2개의 네트워크 요소들 간에 터

널 접속이 생성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이내믹한 서비스 선택 및 서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동시 접속이 가능해

지고, WLAN 및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 등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비스의 연속성이 얻어진다. 이에 의해, 네트

워크 유연성 및 사용자 이동성이 강화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논리가 단일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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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장점은, 표준 형성 블록(standard building block)들이 WLAN과 같은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이용될 때, 이들이 요

구되는 시스템 레벨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으로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예를 들어 WLAN 제공자와 같

은 네트워크 제공자가 이러한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또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됨으로써,

상호 동작성을 최대화한다. 다른 오퍼레이터 이득은 WLAN 솔루션에 대해 셀룰러 제공 시스템을 재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가입자 관련 오퍼레이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된 솔루션은, GPRS의 APN 메커니즘과 같은

현재 서비스 기술 메커니즘(service description mechanism)이 새로운 오퍼레이터 WLAN에 이용됨으로써 유산 솔루션

(legacy solution)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링된 터널 파라미터는 상기 생성된 터널 접속 내의 식별자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적어도 하나

의 터널 파라미터는 터널 할당 ID가 될 수 있다. 또한, 생성된 터널 접속은 GRE 타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의 터널 파라미터는 생성된 GRE 터널의 키 파라미터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인증 시그널링은 확장가능한 인증 프로토콜(EAP)에 따른 시그널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증 시그널링은 EAP 응답

메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 선택 정보는 적어도 하나의 APN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적어도 하나의

APN 파라미터는 원하는 서비스의 APN,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APN 파라미터는 인증 메세지

에서 암호화될 수 있다. 서로 다른 APN 파라미터들에 대해 적용되는 암호화는 다르게 선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택된

APN 파라미터들은 인증 서버에 의해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에 암호화된 포맷으로 전송될 수 있고, 선택된 APN 파라미터

들은 그 액세스 포인트 또는 선택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만 해독된다.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로 액세스 네트워크에 시그널링될 수 있다. AAA 프로토콜은 RADIUS 또

는 DIAMETER 가 될 수 있다.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터널 타입, 터널 매체, 터널 서버 어드레스 및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

케이션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는 WLAN 게이트웨이 또는 GGSN이 될 수 있다.

선택 정보는 선택 단계에서 AAA 범위(realm) 이름으로 분류(resolve)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택 정보는 서비스 선택

정보가 될 수 있다.

선택된 사용자 데이터 처리 노드에서, 외부 서버 범위 네임, 터널 파라미터 및 필터링 파라미터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저장

될 수 있다. 이후, 선택 정보에 기초하여, 이 선택 정보를 외부 서버에 시그널링할 것인 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인증 서버는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로 터널 파라미터 정보를 시그널링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터널 파라미터 정보는

터널 타입, 터널 매체, 터널 서버 어드레스 및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터널 타입은 GRE가 될 수 있고, 그리고/또는 터널 매체는 IPv4 또는 IPv6이 될 수 있다. 인증 서버는 EAP 성공 메세지

를 상기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 내에 통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EAP 성공 메세지는 이후 인증 시그널링에 의해, 예

를 들어 서비스 접속을 요청하는 단말기 디바이스에 시그널링될 수 있다.

액세스 제어 디바이스는 생성된 터널 접속의 흐름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서 터널 할당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

다. 예로서, 이러한 흐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키 GER 속성으로 시그널링될 수 있다.

다른 유익한 수정은 종속항에서 정의된다.

실시예

이제, 도 1, 2에 나타낸 네트워크 아키텍쳐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는바, 여기서 WLAN의 사용자는

EAP 인증에 의해 인증되어 WLAN 네트워크 및 셀룰러 패킷 교환 서비스를 액세스한다.

도 1은 WLAN(30) 및 홈 네트워크(100), 예를 들어 GPRS 네트워크 또는 다른 어떠한 셀룰러 패킷 교환 네트워크를 포함

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쳐의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먼저, 홈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를 원하는 단말기 디바이스 또는 WLAN UE(10)가 인증 시그널링, 예를 들어 허가 요청 메세지를 이용하여 WLAN

(30)을 통해 홈 네트워크(100)의 인증 서버(50)에 적어도 1개의 APN 파라미터와 선택적인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나

타내는 서비스 선택 정보를 전송한다(제 1 단계). 그러면, 인증 서버(50)는 홈 네트워크(100) 내에 배치되는 WLAN 게이

트웨이(60)를 선택한 다음, 이 WLAN 게이트웨이(60)에 서비스 정보를 시그널링하고, 그 응답으로서, 요청되는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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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적어도 1개의 APN 파라미터에 의해 식별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80)와 WLAN(30)의 액세스 서버(40) 간에 접

속을 설정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WLAN 게이트웨이(60)로부터 수신한다(제 2 단계). 보다 구체적으로, 허가 요청은 또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서버(80) 또는 다른 외부 AAA 서버에도 전송될 수 있으며, WLAN 게이트

웨이(60)가 이러한 서버로부터의 응답을 먼저 수신한 다음, 이 응답을 액세스 서버(40)에 프록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OWLAN 사용자 평면 아키텍쳐의 보다 상세한 블록도이다. 도 2에서,

WLAN UE(10)는 무선 접속을 통해, 예를 들어 IEEE 802.1x WLAN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WLAN의 액세스 포인트(20)에

접속된다. 주목할 사항으로서, 액세스 포인트(20)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UE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등의 일반

적인 셀룰러 네트워크의 기지국과 일부 유사한 기본 기능을 갖는다. 이 액세스 포인트(20)는 이동성이 없으며, 유선 네트

워크 인프라구조의 일부를 형성한다. WLAN 네트워크의 아키텍쳐 및 기능에 관한 그 이상의 세부 사항들은, 예를 들어

IEEE 사양 802.11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WLAN은 홈 네트워크(100) 등의 외부 네트워크 또는 다른 패킷 교환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 또는 오퍼레이터

또는 회사 인트라넷)에 대한 접속을 설정하기 위한 WLAN 액세스 서버(40)를 포함한다. 홈 네트워크(100)는 GPRS 네트

워크 또는 WLAN 백본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인증 서버(50) 및 그에 할당된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를 갖는바, 이 데

이터베이스(55)에는 접속된 각 단말기 디바이스 또는 UE의 서비스 프로파일 정보 등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되는바, 이러한

정보는 예를 들어 홈 위치 레지스터(HLR) 또는 홈 가입자 서버(HSS)-이는 MAP(매체 액세스 프로토콜) 시그널링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다-와 같은 고정 가입자 데이터베이스(permanent subscriber database)(110)로부터 검색된 후에 저장된

다. 주목할 사항으로서, 인증 서버(50)의 기능은 또한, 예를 들어 WLAN 백본 또는 서브 시스템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도

위치될 수 있다. UE(10) 내에 GSM SIM 카드가 이용되는 경우, UE(10)에 의한 인증 시그널링은 EAP SIM 인증 프로토콜

에 기초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UE(10) 내에 UMTS SIM 카드가 이용되는 경우, 인증은 EAP AKA(인증 및 키 교환) 인증

프로토콜에 기초할 수 있다.

EAP 프로토콜 메커니즘은 GSM SIM 또는 USIM에 의한 인증 및 세션 키 분배에 이용된다. 인증은 챌린지-응답 메커니즘

에 기초하는바, 여기에서 SIM 또는 USIM 카드 상에서 실행되는 인증 알고리즘에는 챌린지로서 난수(RAND)가 제공될 수

있다. SIM 또는 USIM은 오퍼레이터 특정의 기밀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바, 이 알고리즘은 SIM 또는 USIM 상에 저장된

비밀키 및 RNAD를 입력으로서 취하여, 출력으로서 응답(SRES) 및 키를 생성한다. 이 키는 원래 무선 인터페이스 상에서

의 암호 키로서 이용되도록 의도된다. 인증 서버(50)는 UE(10)의 GSM 또는 UMTS 홈 네트워크(100)에 대한 인터페이스

를 갖고, 패킷 교환 AAA(인증, 허가 및 요금 계산 기능(accounting)) 네트워크와 GSM 또는 UMTS 인증 인프라구조 간의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국제 이동 가입자 아이덴티티(IMSI)에 맵핑될 수 있는 사용자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포함하는 EAP 아이덴티티 응답을 수신한 후, 인증 서버(50)는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100)의 홈 위치 레지스터(HLR) 또는

홈 가입자 서버(HSS)(110)의 인증 센터로부터 n개의 트리플렛(triplet) 또는 퀸터플렛(quintuplet)을 얻는다. 트리플렛들

로부터, 인증 서버(50)는 암호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키잉 머티리얼(keying material)을 도출해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WLAN 인증 시그널링은 GPRS 서비스 가입 또는 선택 정보를 인증 서버(50)를 통해 홈 네트워

크(100)에 시그널링하는 데에 이용된다. GPRS 서비스 정보 또는 서비스 선택 정보는 원하는 서비스의 APN을 포함하고,

지시된 APN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에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인증 서버(50)는 얻

은 서비스 선택 정보를 이용하여 GGSN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WLAN 게이트웨이(60)를 선택하며, 이로부터 사용자는 가

입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을 수 있다. 가입 서비스는, 예를 들어 법인의 인트라넷 또는 이동 오퍼레이터의 서비스에 대

한 액세스가 될 수 있다.

OWLAN 사용자 평면 핸들링(user plane handling)은 WLAN을 통해 홈 네트워크(100)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제어되고 강제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미 제공되는 직접적인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에 부가적인 새로운 특징이

다. 홈 네트워크(100)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홈 오퍼레이터 자신의 서비스이거나, 또는 법인 인트라넷 액세스와 같은

제 3 진영 서비스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GPRS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제공되는 것들과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OWLAN 홈 네트워크(100), 그 액세스 포인트 네임(APN)에 의해 식별되는 WLAN 게이트웨

이(60)를 경유하여 액세스될 수 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55)(이하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라 불린다)에서 구성되는바, 이는 인증 서버(50) 및 다른 모든 홈 네트워크 인증 서버에 대해 액세스가

능하다. 이 인증 서버 베이터베이스(55)의 정보는 HLR GPRS 프로파일 내의 정보의 서브셋(subset)이다. 이 인증 서버 데

이터베이스(55)는 MAP 위치 갱신 절차(MAP Update Location procedure) 또는 O&M(동작 및 유지) 기능중 어느 하나

에 의해 HLR(110)로부터 카피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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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증 서버(50)가 사용자를 인증할 때, 이는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로부터 그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서버(50)는 정상적으로 EAP 인증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증 서버(50)는 WLAN UE(10)로부터 APN 정보를 기다린다.

WLAN UE(10)는 EAP-SIM 응답 메세지로 원하는 APN을 알릴 수 있다. APN 정보는 APN, 및 선택적으로는 이 APN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로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EAP-SIM 응답 메세지에 어떠한 APN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인증 서버(50)는 정상적으로 EAP 인증을 진행하고, 평범한 인터넷 액세스가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APN 파라미터들

에 의해 자신이 특정 APN을 접속하고 있음을 나타내면, 검색된 가입 정보로부터 인증 서버(50)는 지시된 APN을 액세스

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허가를 체크한다. 성공적인 체크 이후, 인증 서버(50)는 APN 네임을 WLAN 게이트웨이 AAA 서

버 범위 네임, 예를 들어 RADIUS(사용자 서비스에 있어서의 원격 인증 다이얼)로 결정하고, 그 IMSI(국제 이동 가입자 아

이덴티티)에 의해 식별되는 사용자가 WLAN 게이트웨이(60)를 액세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한다. 또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와 공용 인증 서버 간에 인증, 허가 및 구성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RADIUS 프로토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IETF(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 사양 RFC 2138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인증 서버(50)는 WLAN 게이트웨이(60)(또는 이 WLAN 게이트웨이(60) 배후의 네트워크)에게 적절한 터널링 파라미터들

을 할당하고 사용자에게 APN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AAA 액세스 요청(예를 들어,

RADIUS 액세스 요청)을 지시된 WLAN 게이트웨이 RADIUS 서버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용되는 AAA 범위 네

임에 따라, WLAN 게이트웨이(60)는 요청되는 서비스를 검출한다.

서비스가 홈 네트워크 서버(120)에 의해 제공되는 이동 오퍼레이터(MO) 서비스인 경우, 각각의 WLAN 게이트웨이(62)는

서비스를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터널링 파라미터 및 필터링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터널 할당 ID를 할당하고, 그리

고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인증 서버(50)에 전송한다.

서비스가 제 3 진영의 서비스인 경우, WLAN 게이트웨이(60)는 이용되는 AAA 범위 네임에 기초하여 각각의 외부 AAA

서버, 예를 들어 RADIUS 서버(130)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와 함께 AAA 액세스 요청을 전송한

다.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수신하고 지시된 터널을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설정한 후, WLAN 게이트웨이(60)는

WLAN 액세스 서버(40)에 대한 터널링 파라미터들을 선택하고, 터널 할당 ID를 할당하고,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인증 서버(50)에게 전송한다. 인증 서버(50)는 EAP 성공 메세지 및 키잉 머티리얼을 AAA 액세스 수락 메세지에 부가한

다음, 이를 WLAN 액세스 서버(40)에 전송한다.

WLAN UE(10)가 IP 멀티호밍(multihoming)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IP 어드레스들에 의한 동시 접속을 지원하

는 경우, 본원에서 설명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다수의 동시 접속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각 접속은 그 자신의 WLAN UE IP 어드레스, 그 자신의 WLAN 게이트웨이, 및 각각의 WLAN 게이트웨이와 WLAN

액세스 서버(40) 간에 그 자신의 터널을 갖는다. 이후, 요금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평면 터널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

다.

도 3은 UE(10)와 인증 서버(50) 간의 EAP-SIM 인증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네트워크에 의해 발행되는 첫

번째 EAP 요청(미도시)은 EAP 아이덴티티 요청이다. 클라이언트 또는 UE(10)는 익명 또는 IMSI를 포함하는 EAP 아이

덴티티 응답으로 응답한다(단계 1). 이러한 익명은, UE(10)가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지원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 이용된

다. EAP 아이덴티티 응답 메세지 또는 패킷에 응답하여, 인증 서버(50)는 다른 파라미터들 중에서 n개의 난수들(RAND)

을 포함하는 EAP 챌린지 요청을 전송한다(단계 2). 이에 응답하여, UE(10)는 계산된 응답값(SRES)을 포함하는 EAP 챌

린지 응답을 발행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EAP 챌린지 응답은 또한 액세스될 원하는 GPRS 서비

스를 특정하는 적어도 1개의 암호화된 APN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암호화된 APN 파라미터들은 원하는 서비스

의 APN을 포함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얻기 위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단계 3). 서로

다른 APN 파라미터들에 대해 적용되는 암호화는 서로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즉, APN 자체는 단지 AP 선택을 위해 요구

되는 APN 파라미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이러한 파라미터 만이 액세스 서버에 의해 복호화 그리고/또는 판독될

수 있는 포맷을 가져야 한다.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파라미터들은 암호화된 포맷으로 인증 서버에 의해,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에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그 액세스 포인트 또는 선택된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만 복호화된다. 따라

서, 제 1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동안 이들을 액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증 절차가 성공적이라면, 인증 서버(50)는

EAP 성공 메세지로 응답한다(단계 4).

상기 인증 시그널링 절차는, WLAN 기능이 없는 통상적인 GPRS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부가적인 콘텍스트 활성

화 기능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선택 파라미터들을 인증 서버(50)에 시그널링할 수 있게 한다. 인증 시그널링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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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화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UE(10)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EAP 챌린지 응답 메세지에 각각의 서비스 선택 정

보를 부가하도록 변경 또는 프로그램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그의 APN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서비스로의 접속을 선택

하면, 서비스 정보 또는 서비스 선택 정보가 UE(10)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구성된다. 각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세팅

이 수행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빈 텍스트 엔트리가 세트될 수 있다. 두 번째로, APN, 즉

공공 육상 이동 네트워크(PLMN)의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러스 이동 오퍼레이터(MO)에 의해 할당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DNS)의 네임이 특정 서비스를 지시하도록 세트될 수 있고, 세 번째로,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가 요구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세팅(예를 들어, 예/아니오 세팅)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행해질 수 있다. 세 번째 세팅은 미리 정의한 또

는 다이내믹한 사용자 이름 그리고/또는 패스워드 세팅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세팅을 포함할 수 있다.

늦어도 EAP 요청 메세지를 수신한 후, UE(10)는 사용자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 선택 관련 정보를 얻은 다음, 이를 EAP-

SIM 등의 이용되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에 의해 특정되는 대로 암호화한다. UE(10)는 이후 EAP 챌린지 응답 메세지에

APN 파라미터 정보를 삽입한 다음, 이를 인증 서버(50)에 전송한다.

도 4는 SIM에서 발생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강화된 EAP SIM 챌린지 응답 메세지의 포맷을 나타낸다. "코드" 필드

는 메세지를 응답 메세지로서 식별하는 데에 이용된다. "식별자" 필드는 하나의 옥텟(octet)으로서, 응답에 그 회답(reply)

을 매치시키는 것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식별자" 필드는 응답으로 전송되는 메세지의 "식별자" 필드와 매치되어야 한다.

"길이" 필드는 EAP 메세지 또는 패킷의 길이를 나타낸다. "타입" 필드 및 "서브 타입" 필드는 EAP SIM 챌린지 응답 메세

지를 특정하는 특정값들로 세트된다. "예약(reserved)" 필드들은 전송시에는 0으로 세트되고, 수신시에는 무시된다.

"AT_SRES" 필드는 속성값을 나타내고, 그 뒤에는 다음에 오는 SRES 값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가적인 "길이" 필드 및 "예

약" 필드가 온다. 마지막으로, 요청되는 서비스를 특정하는 제시되는 APN 파라미터들이, 예를 들어 암호화된 값들로서 부

가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ADIUS 인증 시그널링을 나타내는시그널링도이다. WLAN 액세스 서버(40)가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수신하면, 이는 터널링 세팅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검사한다. IETF 사양 RFC 2868에서

정의되는 터널 타입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 터널링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터널 타입 속성 9

(GRE)가 WLAN 액세스 서버(40)에 의해 이용될 수 있고, IP(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가 하나의 옵션 필드로서 부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WLAN 액세스 서버(40)는 RADIUS 시그널링으로 IP 어드레스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부츠 프로토콜

릴레이(Boot Protocol relay)로서, 또는 RADIUS 시그널링에 의해 IP 어드레스들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IP 어드레스들

을 할당하는 DHCP(다이내믹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터널 매체 타입은 RFC 2868에서 정의되는 터널 매체 타입 속성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지원되는 매체 타입은 IPv4(IP 버

전 4) 및 IPv6(IP 버전 6)이다.

이후, 지시된 터널 서버 종점 어드레스에 대해 터널이 설정된다. 이 정보는 RADIUS 액세스 수락시, RFC 2868에서 정의되

는 터널 서버 종점 속성에 제공된다.

종점 어드레스는 FQDN 또는 점 표기(dotted notation)를 갖는 IP 어드레스가 될 수 있다. 터널링 베이스 프로토콜(IPv4

또는 IPv6)에 따라, 종점 어드레스 또한 IPv4 또는 IPv6의 포맷을 가질 수 있다.

RADIUS 터널 할당 ID는 지시된 터널 서버 종점 어드레스에 대해 설정될 GRE 터널의 흐름 ID로서 WLAN 액세스 서버

(40)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GRE에서, 흐름 ID는 키 GRE 속성에 의해 제공된다.

GRE 터널 설정 이후, WLAN 액세스 서버(40)는 WLAN UE(10)로부터 수신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터널 서버를 향하는

터널에 대해 맵핑시킨다. 이는 어떠한 DHCP 요청을 포함한다.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에 어떠한 터널링 파라미터들도 세트되지 않은 경우, WLAN 액세스 서버(40)는 IP 어드레스

할당을 위해 내부 DHCP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가능한(forthcoming) 사용자 데이터를 로컬 라우팅 방식에 따라 인터넷에

직접 라우팅시킬 수 있다.

이하, 인증 서버(50)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 간의 서비스 가입 검색 시그널링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인증 서버(50)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 간의 인터페이스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인증 서버(50)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 간의 인터페이스는 다대일 접속(many-to-one connection)을 지원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인증 서버들

이 동일한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대응하는 3GPP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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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6 사양에서 정의되는 HSS의 이용가능한 WLAN 특정 기능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인증 서버(50)와 인증 서버 데이터

베이스(55) 간의 인터페이스는 3GPP에 의해 특정되는 이용가능한 Wx 인터페이스를 닮았다. Wx 애플리케이션은 인증 서

버(50)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 간의 RADIUS 접속의 상부에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

와 HLR(110)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HLR(110)을 향하는 MAP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다.

도 7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에서의 질문을 위한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늦어도 사용자가 EAP-SIM

응답 메세지 내에 APN 정보를 제공할 때, 인증 서버(50)는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에게 가입자의 서비스 가입 정보를

질문한다. 이러한 가입 정보는 RADIUS 애플리케이션 메세지 WLAN 가입자 프로파일 요청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이 메

세지는 가입자의 IMSI를 포함한다.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는 RADIUS 애플리케이션 메세지 WLAN 가입자 프로파일

로 응답한다. 이 메세지는 지시된 가입자에 대한 가입 서비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가입된 각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정보

가 포함된다:

ㆍ액세스 포인트 네임(APN)

ㆍ(MCD에 대한) MSISDN 넘버

ㆍSIM 인증, 또는 추가적인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인증

가입된 어떠한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는 빈 메세지를 되돌려준다.

이하, 외부 RADIUS 서버(130)로부터 WLAN 게이트웨이(60)를 경유하여 인증 서버(50)에 터널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것

에 대해 설명한다.

도 8은 WLAN 게이트웨이(60)와 인증 서버(50) 간의 터널 파라미터 전송에 대한 RADIUS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

도이고, 도 9는 외부 RADIUS 서버(130)와 WLAN 게이트웨이(60) 간의 터널 파라미터 전송에 대한 RADIUS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허가하는 RADIUS 서버(130)와 APN 간에는 일대일 맵핑이

이루어진다. 전형적으로, RADIUS 서버(130) 또는 그 서버에 대한 RADIUS 프록시는 WLAN 게이트웨이 내에 위치한다.

인증 서버(50)는, 가입자 특정의 엔트리들 만을 포함하는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55)가 아닌, 내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의 지시된 APN과 관련된 RADIUS 서버 네임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인증 서버(50)는 결정된 RADIUS 서버(130) 쪽으로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를 전송한다.

서비스가 SIM 인증에 의존하는 경우, 인증 서버(50)는 인증된 IMSI를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의 사용자 아이덴티티

로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그 자신의 부가적인 인증을 갖는 경우, 인증 서버(50)는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 내의 EAP SIM 응답에

APN 파라미터들 내에 제공되는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다.

RADIUS 액세스 요청을 수신하면, WLAN 게이트웨이(60)는 이용되는 범위 네임과 관련된 서비스를 그 내부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체크한다. WLAN 게이트웨이(60)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각 범위 네임 간에는 일대일 맵핑이 이루어질

것이다.

각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정보가 WLAN 게이트웨이(60)에 저장될 수 있다:

ㆍ(만일 있는 경우) 외부 RADIUS 서버 범위 네임

ㆍ적절한 터널링 파라미터들

ㆍ적절한 필터링 파라미터들

WLAN 게이트웨이(60)는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가 외부 RADIUS 서버(130)에 대해 프록시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

를 체크한다. 프록시되어야 한다면, WLAN 게이트웨이(60)는 그 내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결정되는 범위 네임을 이용하

여 외부 RADIUS 서버(130)에 메세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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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지 못한 경우, 인증 서버(50)는 회답으로서 RADIUS 액세스 거절 메세지를 수신하고, 적절한 이유 코드를 이용하여

WLAN UE(10)로부터의 접속을 거절한다.

성공하는 경우, 인증 서버(50)는 RADIUS 서버(130)로부터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수신한다. 이 메세지는 외부 네

트워크와 WLAN 게이트웨이(60) 간에 이용될 적절한 터널링 및 필터링 속성을 포함한다.

터널링 파라미터들은:

ㆍ터널링 타입(GRE)

ㆍ터널링 매체(IPv4 또는 IPv6)

ㆍ터널 서버 어드레스(WLAN 게이트웨이(60)에 의해 할당되는 어드레스)

ㆍ프레임된 IP 어드레스 속성 (선택적임)

ㆍ터널 할당 ID(WLAN 게이트웨이(60)에 의해 할당되는 고유 식별자)를 포함한다.

또한, 미리 구성된 L2TP(레이어 2 터널 프로토콜) 터널이 WLAN 게이트웨이(60)와 외부 네트워크 간에서 지원될 수 있

다.

이후, WLAN 게이트웨이(60)는 인증 서버(50)에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전송한다. 인증 서버(50)는 이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에 EAP 성공 메세지 및 세션 키잉 머티리얼을 부가한 다음, WLAN 액세스 서버(40)에 전송한다.

도 10은 WLAN(30)을 경유하여 GPRS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액세스를 나타내는 상세화된 시그널링도이다. 먼저, UE(10)

로부터 액세스 포인트(20)로 EAP 아이덴티티 응답이 전송된다. 액세스 포인트(20)는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를 발생

시킨 다음, 이 메세지를 WLAN 액세스 서버(40)를 경유하여 인증 서버(50)에 전송한다. 인증 서버(50)는 WLAN UE(10)

의 홈 네트워크(100)의 HLR(110)에서 가입자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하고, HLR(110)은 WLAN UE(10)의

가입자 데이터로 응답한다. 이후, 인증 서버(50)는 인증 정보 요청 전송 메세지를 HLR(110)에게 발행하고, HLR(110)은

요구되는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 정보 응답 전송 메세지로 응답한다. 이후, 인증 서버(50)는 UE(10)의 가입자의 IMSI

를 이용하여 인증 데이터베이스(55)로부터 서비스 프로파일 정보를 요청하고, 가입자의 가입 서비스를 나타내는 APN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서비스 프로파일을 데이터베이스(55)로부터 수신한다. 이후, 인증 서버(50)는 UE(10)에게 EAP 챌린

지 요청 메세지(예를 들어, EAP SIM 요청)를 발행하고, 강화된 EAP 챌린지 응답 메세지, 예를 들어 도 4에서 특정되는

EAP SIM 응답을 수신한다.

APN 파라미터 정보와 선택적인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에 기초하여, 인증 서버(50)는 WLAN 게이트웨이(60)를 선택하

여, 이 WLAN 게이트웨이(60)에게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RADIUS 액세스 요청 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WLAN 게이트웨이(60)는 RADIUS 액세스 요청을 관련된 APN, 예를 들어 외부 RADIUS 서버(130)에게 라우팅한다.

RADIUS 서버(130)는 요청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터널 접속을 설정하는 데에 요구되는 터널 파라미터 및 필터 파

라미터를 포함하는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로 응답한다. WLAN 게이트웨이(60)는 WLAN 게이트웨이(60)와 WLAN

액세스 서버(40)의 액세스 제어기 기능 간의 터널 접속에 필요한 터널 파라미터 및 필터 파라미터와, 그리고 터널 할당 ID

를 발생시킨 다음,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인증 서버(50)에 전송한다. 인증 서버(50)는 이 RADIUS 액세스 수락 메

세지에 EAP 성공 메세지 및 세션 키들을 부가한 다음,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WLAN 액세스 서버(40)에 전송한

다. 이에 응답하여, WLAN 액세스 서버(40)는 EAP 성공 메세지를 포함하는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를 WLAN 액세

스 포인트(20)에 전송한다. 그러면, 이 WLAN 액세스 포인트(20)는 EAP 성공 메세지를 추출한 다음 WLAN UE(10)에게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인증 서버(50)로부터 수신된 RADIUS 액세스 수락 메세지의 정보에 기초하여, WLAN 액세스 서버

(40)는 터널 할당 ID를 흐름 ID 또는 키로서 이용하여 WLAN 게이트웨이(60)에 대한 터널 접속을 설정한다.

요약하면, EAP SIM 또는 EAP AKA 인증 시그널링에 패킷 교환 도메인 타입 서비스 선택 정보를 새로운 암호화된 속성으

로서 통합 또는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 액세스가 달성된다. 사용자가 APN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서비스를 접속하기를 원

하면, WLAN UE(10)의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관련된 EAP 메세지에 대해 원하는 APN과 선택적인 사용

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세트시키고, WLAN(30)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사용자 평면 네트워크 요소 뿐 아니라 터널

링 및 필터링 방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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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사항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 설명된 WLAN 및 GRPS 서비스로만 제한되지 않고, 패킷 교환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데에 필요한 제어 평면 시그널링이 액세스 네트워크에 제공되지 않는 모든 네트워크 아키텍쳐에 이용될 수 있다. 인증 서

버(50) 및 게이트웨이(60)의 기능이 반드시 GPRS 기능이 될 필요는 없지만, WLAN의 어떠한 백본 네트워크 또는 서브 시

스템 또는 WLAN(3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떠한 다른 네트워크에 위치될 수 있다. 이들은 독립형 서버 디바이스들에 또

는 GPRS GGSN 또는 SGSN 기능들에 각각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액세스되는 서비스가 GPRS 서비스일 필요는 없다. 따

라서, WLAN UE(10)는, GPRS 기능은 없지만, 예를 들어 GPRS 서비스 선택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해 인증 시

그널링을 통해 외부 서비스들을 액세스하는 기능을 갖는 단일 모드 WLAN 단말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선택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어떠한 소정의 인증 메세지가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첨부된 청구범위의 범위 내

에서 변경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하,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리를 나타낸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도 2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아키텍쳐의 개략적인 블록도로서, 여기서 WLAN은 WLAN 게이트웨이를 통해

GPRS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EAP 시그널링을 나타낸다.

도 4는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강화된 EAP 응답 챌린지 패킷의 포맷을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ADIUS 인증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인증 서버와 인증 서버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아키텍쳐를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질문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WLAN 게이트웨이와 인증 서버 간의 터널 파라미터 전송을 위한 RADIUS 시그

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외부 서버와 WLAN 게이트웨이 간의 터널 파라미터 전송을 위한 RADIUS 시그

널링을 나타내는 시그널링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속 셋업 시그널링을 나타내는 시그

널링도이다.

도면

등록특허 10-0741996

- 16 -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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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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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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