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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동단말기의 인증 방법 및 그 사설망 시스템

요약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법은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사설 무선망 

내의 무선 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에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1단계와, 상

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기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

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으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

신하는 제3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인트라넷, 무선 데이터 보안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를 인증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무선 데이터 보안 장치를 갖는 통신 시스

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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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무선 데이터 보안 장치를 갖는 통신 시스

템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중 사설 기지국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4의 pPDP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동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요청에 따른 

인증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함.) 시스템에 있어서, 구내/공중망 무

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동단말기의 인증(authentication) 방법 및 그 사설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트라넷(intranet)은 인터넷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내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하여 서

버를 통해 공유하는 기업 내의 인터넷이다. 이와 같은 인트라넷의 구축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와 이-비즈니스(e-bu

siness)의 발달과 무선 인터넷이 각광을 받으며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보안과 인증이다.

유선망의 보안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재까지 무선을 통한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안 방법이 없다.

도 1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CDMA-2000 시스템의 데이터 망 구조(network architecture)를 살펴보면, 무선 접속 망(Radio Access Network: 

이하 RAN이라 함.), 음성 코어 망(Voice Core Network: 이하 VCN이라 함.), 데이터 코어 망(Data Core Network: 

이하 DCN이라 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상기 RAN은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이하 BTS라 함.), 기지국 제어장치(Base Station Controller: 이하 

BSC라 함.), 글로벌 에어리어 네트워크(Global Area Network: 이하 GAN이라 함.)로 이루어지는 망으로서, 음성과 

데이터를 상기 VCN과 DCN으로 전달해 주는 접근(access) 망이다. 상기 VCN은 상기 MSC와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이라 함.) 등의 장비로 구성되며, 음성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망이다. 상기 DCN은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acket Data Serving Node: 이하 PDSN이라 함.), 홈 에이전트(Home Agent), 인증과 승인 및 계

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AAA 서버(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Server), 네트워크 관리 시

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 이하 NMS라 함.) 등으로 구성되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회로 데이터/패킷데이터 망의 보안은 인증 부분과 데이터 부호화(encryption)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CDMA-2000 

시스템의 보안은 단말기 인증과 단순 IP(Internet Protocol) 사용자 인증, 이동 IP 사용자 인증, NE간 인증으로 구분

된다.

도 2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를 인증하는 순서를 나타낸 도면이다.

CDMA 2000 패킷 데이터 망의 보안은 인증(authentication) 부분과 인가(authorization) 부분으로 구분된다.

단말기 인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말기 인증은 패킷 데이터 호 설정 시 단말과 MSC/HLR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패킷 데이터 호 설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중복된 인증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따라서는 단말기 인증 기능을 생략하

기도 한다.

사용자 인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플(simple) IP 데이터 세션을 설정할 때 사용자 인증은 점 대 점 프로토콜(Point to

Point Protocol: 이하 PPP라 함.) 인증 기능을 이용한다. PPP 협상 과정은 크게 LCP 단계(phase), 인증 단계,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Control Protocol: 이하 IPCP라 함.)단계로 구분되는데 인증 방법은 LCP

단계에서 협상되며, 이때 협상된 인증 방법에 따라서 인증 단계에서 인증이 이루어진다. PDSN은 LCP 단계에서 CH

AP(Challenge-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tocol), EAP(E Authenti

cation Protocol) 등의 인증 방법을 차례대로 제안하고 단말기는 그들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인증을 위한 사용자 암

호 및 CHAP 키 등은 AAA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PDSN은 단말기로부터 받은 인증 정보를 AAA 서버로 보

내고, 상기 AA 서버는 정해진 인증 알고리즘에 따라 인증한 다음 그 결과를 상기 PDSN에 보내준다. 상기 AAA 서버

로부터의 인증 결과에 따라 PDSN은 PPP 협상을 계속 진행하거나 협상을 중단하고 연결을 끊는다. 단말기가 모든 인

증 방법을 거부하더라도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도록 PDSN에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때는 단말의 IMSI 번호를 이용하

여 PDSN에서 NAI를 생성한다. PDSN은 생성된 NAI를 기준으로 과금 정보를 생성한다.

심플 IP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방법 교섭(negotiation)에 대하여 설명하면,

심플 IP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방법은 CHAP과 PAP이 있는데, 이는 PPP 프로토콜의 LCP 단계상에

서 다음과 같이 교섭이 이루어진다. PDSN이 CHAP방식의 인증을 제안하는 LCP_형성_요구 신호를 만들어 단말기에

보낸다. 이때 단말이 CHAP을 원하면 LCP-형태_응답을 응답한다. 단말이 PAP방식의 인증을 원할 경우는 CHAP을 

제안하는 PDSN의 LCP 형성-요구에 대하여 단말은 PAP를 제안하는 LCP 형성-거부(Nak)으로 응답하고, 이어서 P

DSN은 다시 PAP를 제안하는 LCP 형성-여구 신호를 단말기에게 보낸다. 그리고 상기 단말기는 LCP 형성-응답(Ack

)으로 응답한다. 만약 단말기가 어떠한 방식의 인증도 하지 않고 심플 IP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CHAP를 제안하는 P



등록특허  10-0450950

- 3 -

DSN의 LCP 형성-요구에 대하여 단말은 LCP 형성-거부로 응답하고, 이어서 PDSN은 다시 인증 옵션(option)이 없

는 LCP 형성-요구를 단말기에게 보낸다. 그리고 단말은 LCP 형성-응답으로 응답한다.

심플 IP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인가(authorization)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PPP의 L

CP 단계에서 교섭(negotiation)된 방법으로 인증/인가는 다음과 같이 PPP의 인증 단계에서 이루어집진다. 인증 방법

으로 CHAP가 선택된 경우 PDSN은 CHAP 요청(challenge)을 단말기에게 보내고, 단말기는 CHAP 응답을 한다. 이

와 달리 인증 방법으로 PAP가 선택된 경우는 단말기가 먼저 PAP 응답을 PDSN으로 보낸다. 이제까지는 PPP 상에서

인증/ 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고, 실제로 다음과 같이 레이디어스(radius) 프로토콜을 통하여 인증과 인가 

과정이 이루어진다. PDSN은 단말기로부터 받은 CHAP 응답나 PAP 응답으로부터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갖는 

접속-요구를 레이디어스 서버로 보낸다.

사용자 이름 = NAI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 비밀번호(PAP인 경우)

CHAP-비밀번호 = CHAP ID와 CHAP-응답(CHAP인 경우)

NAS-IP-어드레스 = PDSN의 IP 어드레스

정정(correlation) ID

이에 레이디어스는 접속 수락(access accept)를 PDSN로 응답하고, 이어서 PDSN은 CHAP-성공이나 PAP-성공을 

단말기로 전달함으로써 인증과 인가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만약 접속-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attrib

ute)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레이디어스는 접속-거부를 PDSN으로 보내고, 이어서 PDSN은 CHAP-실패나

PAP-실패를 단말기에 전달함으로써 인증은 실패로 종료된다. 이러한 인증과 인가를 위해 사용되는 레이디어스 패킷

인 접속-요구, 접속-수락, 접속-거부는 UDP 포트 1812을 사용하여 주고받아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중망에서의 보안은 단말기의 인증 절차만 거치고 등록된 단말기이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PDSN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공중망에서의 인증및 보안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인증과 보안이 사내의 침입차단시스템에는 걸리지 않는 맹점이 있다. 그 이유는 단말기가 RF를 통해 공중망 기

지국 및 제어국을 통해 IP-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하기 때문이다.

공중망의 무선 데이터 통신은 위와 같이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지만, 구내 및 일반 기업 내에서의 인터넷 접

속은 그렇지 않다. 즉, 일반적으로 사내보안 규정에 의해 침입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인트라넷으로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접속도 차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중망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인증 방법으로는 부정한 접근을 차단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사내 유선망에서 사용하는 보안 체계만으로는 완벽

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인 혹은 외부인이 기업 내 혹은 사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일반 유

선망 보안과 동등한 보안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동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요청에 따른 인증 방법 및 그 사설망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1발명은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

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

말기가 상기 사설 무선망 내의 무선 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에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1단계와,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기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으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

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제3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2발명은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는 사설 무선망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

에 있어서, 상기 공중 무선망과 상호 연결되며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에 있는 이동단말기에 공중 무선망 서비스 및 사설

무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무선망과, 보안 기능을 가지며 외부 데이터통신망 및 상기 사설 무선망에 연결되는 

인트라넷(Intranet)을 포함하며, 상기 사설 무선망은, 상기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의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요구 신호가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요구 신호일 경우, 상기 인트라넷을 통해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망 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RAN : Radio Access Network)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

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무선 데이터 보안 장치를 갖는 통신 시스

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노트북에 연결된 이동단말기는 구내/공중망 겸용으로서, 인터넷망과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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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기지국(private BTS: 이하 pBTS라 함) 혹은 공중 기지국(public BTS: 이하 BTS라 함)에는 사설 기지국 제어

장치(Private Base Station Controller: 이하 pBSC라 함.)가 연결된다. 상기 pBSC 120에는 인트라넷 접속을 위한 

패킷데이터처리부(private Packet Data Processor: 이하 pPDP라 함.)가 구비된다. 인트라넷은 침입차단시스템을 통

해 인터넷에 연결되며, 이동단말기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는 상기 pPDP에서 완전한 IP 패킷으로 복원되어 상기 인트

라넷으로 전달된다.

상기 pBSC 120은 방문자 위치 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er: 이하 VLR이라 함.) 및 도시되지 않은 홈 위치 등

록기(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이라 함.)를 포함한다. 도시하지 않았으나, 무선 시스템 관리기(Wireless S

ystem Manager)가 상기 pBSC와 BTS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상기 시스템에서의 패킷데이터 호 셋업(call setup)은 인트라넷과 연동하도록 한다. 이때 구내 등록된 단말기뿐만 아

니라 공중망에 등록된 단말기가 구내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인트라넷을 통해 접속하도록 한다.

본 발명은 구내 무선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를 가진 사용자가 구내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PDSN(Packet Dat

a Serving Node)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인트라넷으로만 접속할 수 있게 하여 임의로 사내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망에 등록된 일반 가입자도 구내에서 인터 넷 접속 시에는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로 접속하도록 하여 외부인에 의한 사내 기밀정보의 유출도 방지한다.

도 4는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무선 데이터 보안 장치를 갖는 통신 시스

템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구내패킷영역(office packet zone) 100은 구내 무선데이터망으로, 구내 BTS 111-11N과 상기 구내 BTS 111-11N

들의 통신을 제어하는 pBSC 120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pBSC120은 기지국 제어기 BSC 내의 ATM 경로(path)

를 총칭하는 BAN(BSC ATM Network) 121과, BSC 하드웨어 보드로서, 상기 이동단말기와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패킷 흐름을 제어하거나 재전송을 담당하는 무선링크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이하 RLP라 함.) 소프트웨어{

후술하는 AMC}가 동작하는 BSC 하드웨어 보드인 ATP-d 122와, 구내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

하는 BSC 하드웨어 보드인 무선패킷접속부(Ridio Packet connection: RP) 123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pBSC 120은 스위칭 네트워크 장비인 허브(HUB) 스위치 130에 연결되며, 상기 허브스위치 130은 구내 BSM(

유지운용장비)이며, 상기 BAN 121에 연결되는 데이터 서버(PBSM data server) 140 및 일반 네트워크 장비로서 다

른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패킷을 전송할 때 통과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150 등에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게이트

웨이 150은 인트라넷(Intranet)에 연결된다.

이동단말기 사용자는 구내공중망 무선 인터넷 서비스 또는 무선 음성 통신을 하기 위해서 BSC에 접속할 수 있다.

pBTS는 이동단말기의 송신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이동단말기가 구내 인터넷 또는 음성 통신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인

지 아니면 공중망 인터넷 서비스나 음성통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pBTS 111

∼11N들이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사용자의 다이얼링 정보를 이용하여 구내/공중망 인터넷 서비스를 구분

한다. 즉, 상기 pBTS 111∼11N들은 수신되는 다이얼링 번호로 구내망 또는 공중망 서비스를 구분한다. 상기 구분을

위해 pBSC 120이 별도의 데이터 베이스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착신 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BSC와 pBSC 120을 통

한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결정한다.

상기 구내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ATM 스위치와 같은 백본(backbone) 망을 사용하지 않고 허브스위치 130을 통해

무선 패킷데이터를 분배하며, PDSN 및 DCN(Data Core Network) 등과 같은 데이터 장비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상기 pBSC 120 내에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포함시켜 패킷데이터를 처리한다.

도 5는 도 4중 사설 기지국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BAN 210은 상기 pBSC 120 내의 모든 ATM 경로를 총칭한다. BMP 220은 무선 호처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블

록이 동작하는 BSC의 하드웨어 보드이다. pPDP 230은 구내 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블록이 동작하는 B

SC 하드웨어 보드로서, 상기 무선링크접속부(Ridio Packet connection: RP)123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D

CN(Data Core Network)240은 일반 LAN 망에 연결된 장비들을 통칭한다.

도 6은 도 4의 pPDP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PDCC 모듈(Packet Data Call Control module) 231은 패킷 호와 회선 호에 대 한 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ATP-d 

보드 내의 소프트웨어 블록인 AMC와 DCN 240 사이에서 단말의 패킷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RP 커넥션(ARI, 

RPI)의 생성 및 종료 등을 관리하고 패킷 호에 대한 상태 처리를 담당한다. PDTC 모듈(Packet Data Traffic Control

module) 233은 AMC와 DCN 240 사이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한다. PDMA 모듈(Packet Data Maintenance A

dministration module) 235는 BAN 210의 운용 및 보수(Operation Maintenance: 이하 OM이라 함.) 기능 블록들과

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모듈이다. 상기 OM 기능 블록들과의 인터페이스 이외에 AMC와 ATM PVC 상태 점검, 그

리고 DCN 240과의 링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상기 pPDP 230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구내 패킷 호에 대한 제어 및 상태 천이(packet call control s

tate transition) 기능을 수행한다. 둘 째, 구내 무선 패킷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PPP 대몬(Point-to-Point Protocol 

daemon) 기능을 수행한다. 세 째, 상기 패킷데이터에 대한 트래픽 시그널링(ARI flow control) 및 PNA(Packet Net

work Architecture) 기능을 수행한다. 네 째, 도먼트 버퍼링 및 페이징 요구, 패킷 링크 레지스터 및 패킷 유지보수(D

ormant buffering Paging Request, Packet Link Register, Packet OM) 기능을 수행한다.

도 7은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이동단말기의 인터넷 접속 요청에 따른 

인증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상기 이동단말기가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통신 시스템의 무선 데이터 보안장치에 구비된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LCP_형성_요구 신호 를 송신한다. 이후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가 상기 이동단말기에 LCP_형

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LCP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면,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LCP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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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단,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LCP_형성_요구 신호를 수신한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가 상기 이동단말기에 LCP_형성_

거부 신호를 송신할 경우에는, 상기 LCP_형성_거부 신호를 수신한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다

시 LCP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동단말기가 구내/공중망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통신 시스템의 무선 데이터 보안장치에 구비된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IPCP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한다. 이후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가 상기 이동단말기에 IPCP_형

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IPCP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면,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IPCP_

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단,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IPCP_형성_요구 신호를 수신한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가 상기 이동단말기에 IPCP_형성

_거부 신호를 송신할 경우에는, 상기 IPCP_형성_거부 신호를 수신한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패킷데이터 처리부에 

다시 IPCP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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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내부인 혹은 외부인이 기업 내 혹은 사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일반 

유선망 보안과 동등한 보안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사설 무선망 내의 무선 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에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

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1단계와,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기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

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으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수신한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기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거부 신호를 송신하는 제4단계와,

상기 링크 제어 프로토콜_형성_거부 신호를 수신한 상기 이동단말기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에 다시 링크 제어 프로토

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5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

법.

청구항 5.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사설 무선망 내의 무선 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

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1단계와,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기로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한 다음 인터넷 프로

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2단계와,

상기 이동단말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응답 신호를 송신하는 제3단계를 포

함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수신한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이동단말

기에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거부 신호를 송신하는 제4단계와,

상기 인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거부 신호를 수신한 상기 이동단말기기가 상기 무선 접속망으로 다시 인

터넷 프로토콜 제어 프로토콜_형성_요구 신호를 송신하는 제5단계를 더 포함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

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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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는 사설 무선망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공중 무선망과 상호 연결되며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에 있는 이동단말기에 공중 무선망 서비스 및 사설 무선망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무선망과,

보안 기능을 가지며 외부 데이터통신망 및 상기 사설 무선망에 연결되는 인트라넷(Intranet)을 포함하며,

상기 사설 무선망은, 상기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의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요구 신호가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요구 신호일 경우, 상기 인트라넷을 통해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망 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RAN : Radio Access Network)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

청구항 8.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는 사설 무선망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공중 무선망과 상호 연결되며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에 있는 이동단말기에 공중 무선망 서비스 및 사설 무선망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무선망과,

보안 기능을 가지며 외부 데이터망과 상기 사설 무선망에 연결되는 인트라넷(Intranet)을 포함하며,

상기 사설 무선망은, 상기 구내 패킷 존 영역내의 상기 이동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요구 신호가 패킷데이터 서

비스를 위한 서비스 요구 신호일 경우에는 상기 인트라넷을 통해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망 접속을 제공하며, 상기

수신된 서비스 요구 신호가 음성 통신서비스를 요구하는 통신서비스 요구일 경우에는 상기 신호가 공중 이동통신 서

비스를 위한 신호인지 사설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인지를 판단하여 대응하는 망 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RAN: 

Radio Access Network)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 혹은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속망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인증 및 상기 인트라넷으로 망 접

속을 제공하는 사설 기지국 제어기를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속망은 상기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요구 신호에 따라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것인지 음성통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설 기지국을 포함하는 사설망 시스템.

청구항 11.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설 무선망에서 제공하는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의 단말기로부터 통신서비스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통신서비스 요구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통신서비스 요구일 경우, 상기 인트라넷으로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망

접속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설 무선망에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 방법.

청구항 12.
공중 무선망(PLMN)과 연동되며 보안기능을 구비한 인트라넷을 통해 외부 데이터통신망과 연결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설무선망에서 제공하는 구내 패킷 존 영역 내의 단말기로부터 통신서비스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한 통신서비스 요구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결과,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통신서비스 요구일 경우, 상기 인트라넷으로 무선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위

한 망 접속을 제공하고, 음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통신서비스 요구일 경우, 상기 신호가 공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신호인지 사설 이동통신 서비스 신호인지를 판단하여 대응하는 망 접속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설 무선망에

서의 패킷데이터 서비스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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