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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주소할당방법 및 그 장치

요약

발명은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그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a) 홈 에

이전트의 주소,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b) 사용자컴퓨터로 암호화되고 주소등록허가를 표시하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c) 

사용자컴퓨터에서 암호화된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므로, Zero 

configuration network에서 프로토콜에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의 에이전트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의 확장성 및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의 인증문제를 해결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Zero configuratio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Zeroconf Node가 Zeroconf Home Agent에 등록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라서 Zeroconf Home Agent로부터 등록 허가가 났을 경우 Zeroconf Node로 송신되는 Zeroco

nf Node Address Answer Message에 대한 필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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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은 본 발명에 따라서 Zeroconf Node가 등록된 Zeroconf Home Agent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대한 주소할당방법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서 Zeroconf Node가 Zeroconf Foreign Agent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대한 주소할당방법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서 Zeroconf Node와 Agent간의 전달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도 5a는 Zeroconf A

gent Advertisement Message를 나타내고, 도 5b는 Zeroconf Node Address Request Message를 나타내고 도 5c

는 Zeroconf Node Address Answer Message를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Zeroconf Agent간의 메시지를 나타내며, 도 6a는 Zeroconf Foreign Agent의 인증 요구 메

시지를 나타내고 도 6b는 Zeroconf Home Agent의 인증 응답 메시지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노드에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제로컨피규레이션(Zero config

uration)를 이용하여 노드에게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초기의 아이피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이하 아이피주소로 표기한다)를 할당하는 방식은 네트

워크 관리자에게 주소를 받아서 직접 설정해야 했다. 이후, 인터넷 표준 제정 기관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

sk Force)에서는 아이피주소를 자동으로 할당 또는 설정하게 해주는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가 제안되었다. DHCP가 널리 보급되었으나, DHCP의 기능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많은 노드(Node)들에게 

효율적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여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IP 어드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한정

되어 있다. DHCP는 노드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였을 때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취약하다.

노드가 이동시에, 아이피주소의 변환을 지원하는 Mobile IP(이동식 인터넷 프로토콜)의 경우 인증 및 범용적인 네트

워크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Mobile IP를 사용하려면 모바일 에이전트(이동하는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관리

하는 관리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다음의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첫번째는 Mobile IP를 사용하는 Mobile N

ode(이동하는 컴퓨터)가 자신이 속해있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했을 때, 이 Node로 송신되는 모든 트

래픽은 Home agent(이동 노드가 원래 속한 네트워크의 에이전트)를 거쳐야 하므로 네트워크 자원낭비가 심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의 Agent가 많은 수의 Mobile Node를 감당하지 못한 다는 점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콜에 모바일 아이피(Mobile IP)의 에

이전트 개념을 적용시킴으로써 모바일아이피의 확장성 및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의 인증문

제를 해결한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 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은, (a) 홈 

에이전트의 주소,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b) 상기 사용자컴퓨터로 암호화되고 주소등록허가를 표시하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컴퓨터에서 상기 암호화된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은, 네트워

크에 등록된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홈에이전트, 상기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포린 

에이전트를 구비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의 동작방법에서, (a)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한 광고메시지

에서 상기 포린 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로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b) 상기 사용자컴

퓨터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홈에이전트로 에이전트 인증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홈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에이전트 인증응답메시지를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단계;(d)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상기 사용자컴퓨터

로 전송하는 단계;(e) 상기 사용자컴퓨터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환경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장치는,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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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등록된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홈에이전트,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않은 상기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포린 

에이전트를 구비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상기 홈에이전트는, 홈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를 포함하는 홈

에이전트의 광고메시지, 상기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주소 및 아이디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 주소등록에 대

한 허가를 나타내는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등록요구허가메시지 및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인증요구를 수신하여 인

증하는 인증응답메시지를 형성하는 메시지형성부;상기 형성하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하는 홈에이전트암호화부;상기 

사용자컴퓨터의 아이피주소를 등록하는 아이피주소등록부를 포함하고,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할 인증요청메시지를 생성하는 인증요청부;상기 사용자컴퓨터 

주소응답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포린에이전트암호화부 포함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Zero configuratio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써, Zero configuration

네트워크(이하, Zeroconf로 표현한다)의 구성은 센더(sender, 110), 제로컨피규레이션 홈에이전트(120, zeroconf h

ome agent, 이하 홈에이전트로 표기한다), 제로컨피규레이션 포린 에이전트(140, zeroconf foreign agent, 이하 포

린에이전트로 표기한다) 또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노드(140, zeroconf node, 이하 사용자컴퓨터로 표기한다)로 구성

된다.

Sender(110)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송하는 컴퓨터로써 일반 네트워크에서 sender와 동일하다.

홈에이전트(120)는 이동성을 가진 사용자컴퓨터가 원래 속해 있던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아이피주소의 할

당, 인증 및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홈에이전트(120)는 인터넷제어메시지프로토콜(Internet Control Mes

sage Protocol, 이하 ICMP로 표기한다)의 라우터 광고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Message, 라우터의 존재 여부

와 라우터의 주소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알리며 홈에이전트(120)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용자컴퓨터(131)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홈에이전트(120)의 VLAN(Virtural LAN, 가상랜)의

등록/제거, ICMP의 라우터광고메시지의 지원, Public key(공용키)를 이용하는 인증 및 도메인 네임서버(Domain na

me server, 이하 DNS로 표기한다)의 등록 요청 및 삭제 요청 메시지 전송 등의 부가적 기능을 수행한다.

포린홈에이전트(140)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아이피주소 할당, 인증 및 암호화 전송이 있다. 포린홈에이전트(140)는 

라우터 발견 프로토콜(router discovery protocol)을 사용하여 홍보를 하며,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용자컴

퓨터(131, 133)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자컴퓨터(133)는 이동한 사용자컴퓨터를 나타낸다.

포린에이전트(140)가 담당하지 않는 사용자컴퓨터(131, 133)에게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아이피주소에 대한 인증을 홈에이전트(120)에 요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자컴퓨터(131, 133)

에 제공한다.

사용자컴퓨터(131, 133)는 정적인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써, 홈에이전트(120) 또는 포린에이전트(140)로부

터 서비스를 받는 객체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컴퓨터가 홈에이전트에 등록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홈에이전트(120)로 사용자컴퓨터(131)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등록한다. 홈에이전트(120)는 광고메시지(Zeroconf

Agent Advertisement Message, 광고메시지는 도 5a에서 상세히 설명한다)를 전송하여 Home Agent의 존재를 알

리게 된다(210단계). 사용자컴퓨터(131)는 광고메시지를 수신하여 통해 받은 에이전트주소(Agent Address)의 값을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131)의 등록요청메시지(Registration Request Message, 도 5b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를 

홈에이전트(120)로 보낸다(220단계).

홈에이전트(120)는 사용자컴퓨터(131)로부터 수신한 등록요청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컴퓨터(131)의 ID와 Passwor

d를 210단계에서 등록된 ID와 Password를 비교하여 사용자컴퓨터(131)에게 등록요구허가메시지(사용자컴퓨터 Ad

dress Answer Message, 등록요구허가메시지는 도 5c에서 상세히 설명한다)를 보낸다(230단계).

홈에이전트(120)로부터 등록 허가가 났을 경우 사용자컴퓨터(131)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에 포함된 홈에이전트 아이

피주소를 사용자컴퓨터(131)를 관리하는 홈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로 등록한다.

도 2b는 본 발명에 따라서 홈에이전트(120)로부터 등록 허가가 났을 경우 사용자컴퓨터(131)로 송신되는 사용자컴

퓨터의 등록을 허가하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에 대한 필드의 상세한 설명으로, 도면상의 ()안의 숫자는 그 필드가 차

지하는 길이(octet)를 나타낸다.

Zeroconf OP(Zeroconf Operation)는 Zeroconf version(4bits)과 Zeroconf 메시지의 정의를 나타낸다. 메시지의 

내용정보는 다음의 표1과 같이 정의한다.

[표 1]

Zeroconf version Zeroconf 메시지의 정의

0001 사용자컴퓨터에서 Zeroconf Agent로 보내는 Network 설정 요청 메시지

0010 Zeroconf Agent에서 사용자컴퓨터로 보내는 Network 설정 허가 응답 메시지

0011 Zeroconf Agent에서 사용자컴퓨터로 보내는 Network 설정 불가 응답 메시지

0100 포린에이전트에서 홈에이전트로 보내는 인증 요청 메시지

0101 홈에이전트에서 포린에이전트로 보내는 인증 허가 메시지

0110 홈에이전트에서 포린에이전트로 보내는 인증 불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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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Zeroconf Agent가 사용자컴퓨터에 보내는 광고 메시지

1000 사용자컴퓨터가 Home Agent에 보내는 등록 요구 메시지

1001 홈에이전트가 사용자컴퓨터에게 보내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

1010 홈에이전트가 사용자컴퓨터에게 보내는 등록 요구 불가 메시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Zeroconf version 1일 경우, 사용자컴퓨터가 Zeroconf Agent에게 보내는 Zeroconf Op의 값은 0001000

1이다. 여기서 Zeroconf Agent는 홈에이전트(120) 또는 포린에이전트(140)를 나타낸다.

Htype은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타입을 나타낸다. 이 경우 DHCP의 하드웨어 타입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 예를 들

어 이더넷(Ethernet)의 경우 0110이다.

그리고, Hlen은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주소의 길이, IP version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IP의 version을 각각 나

타낸다.

사용자컴퓨터 하드웨어 주소는 예를 들어, 이더넷의 경우 Ethernet address이다.

Zeroconf Agent IP Address는 Zeroconf Agent의 IP Address, 사용자컴퓨터 ID는 사용자컴퓨터와 Home Agent간

에 상호 등록된 ID, 사용자컴퓨터 Password는 사 용자컴퓨터의 Password를 나타내고 사용자컴퓨터 Private Key는

사용자컴퓨터의 Private key(개인키)이며 홈에이전트와 사용자컴퓨터만이 소유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컴퓨터가 등록된 홈에이전트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에 대한 주

소할당방법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사용자컴퓨터(131)가 홈에이전트(120)의 영역에서 부팅(booting)을 시작한다. 이때 홈에이전트(120)는 계속 I

CMP의 라우터 광고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이용하여 광고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을 알린다(31

0단계). 그리고, 사용자컴퓨터(131)는 홈에이전트의 주소, 자신의 ID 및 패스워드를 실은 사용자컴퓨터 등록요청메시

지를 홈에이전트(120)로 보낸다(320단계).

홈에이전트(120)는 사용자컴퓨터로부터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라면, 주소 설정 확인메

시지(Address Answer Message, 도 5c에서 상세히 설명한다)를 이용하여 [할당시킬 IP Address][default router(

게이트웨이)의 Address][DNS 서버 Address]를 암호화시켜 전송한다. 그리고, 할당시킬 아이피 어드레스를 네트워

크 장비 혹은 자신에 있는 VLAN(가상랜)의 데이터에 등록시켜서 자신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330

단계).

사용자컴퓨터(131)는 홈에이전트(120)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할당 받은 IP Address][default router Address][DN

S 서버 Address]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가진 Private key(비밀 키, 홈에이전트와 사용자컴퓨터만이 가진다)로 복호

화 시켜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한다(340단계). 그렇게 되면 sender(110)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 고 사용자컴퓨터(13

1)도 네트워크 동작을 하게 된다(350단계). 이때, DNS(도메인 네임서버)에 등록 및 삭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DHCP

와 DNS의 연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낸다.

도 4는 포린에이전트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영역내에 사용자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대한 주소할당방법에 대한 흐름

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우선, 사용자컴퓨터(133)가 자신이 등록되지 않은 다른 네트워크 영역에서 부팅을 시작한다. 이때 포린에이전트(140

)는 계속 ICMP의 라우터 광고 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Message)를 이용하여 포린에이전트(140)의 네트워크

에 광고메시지를 보낸다(410단계).

사용자컴퓨터(133)는 라우터 광고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포린에이전트(140)에 [Home Agent의 Address][자신의 I

D]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의 주소등록을 요청을 나타내는 등록요청메시지를 포린에이전트(140)로 보낸

다(420단계). 이 때, 홈에이전트(120) 또는 포린에이전트(140)에게 보내는 등록요청메시지가 같은 이유는 사용자컴

퓨터가 처리할 프로세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다.

포린에이전트(140)는 그 메시지를 받고 사용자컴퓨터(133)에게 할당 시켜줄 아이피주소의 여유가 있을 때, 홈에이전

트(120)로 [Foreign Agent의 Address][사용자컴퓨터 ID][제공 가능한 IP Address]가 실린 인증요구메시지(Authe

ntication Request Message, 도 6a에서 상세히 설명한다)를 홈에이전트(120)로 보낸다(430단계).

홈에이전트(120)는 인증요구메시지를 받아 그 메시지에 실린 ID가 자신에게 이미 등록한 사용자컴퓨터(131)라면, [

승인가능여부][해당 사용자컴퓨터의 public key]의 정보가 실린 인증응답메시지(Authentication Answer Message,

도 6b에서 상세히 설명한다)를 포린에이전트(140)에 보낸다. 그리고 포린에이전트(140)가 제공 가능한 IP Address

를 홈에이전트(120)가 속한 스위치, 라우터 또는 홈에이전트의 VLAN 관리자에게 등록시켜서 홈에이전트의 영역으

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440단계).

포린에이전트(140)는 홈에이전트(120)로부터 인증응답메시지를 수신하여 승인된 것을 확인한 후, [제공이 예약된 IP

Address ][default router의 Address][DNS서버의 Address]의 정보가 실린 사용자컴퓨터 주소설정응답메시지를 

홈에이전트(120)로부터 받은 public key를 이용하여 암호화 시켜서 사용자컴퓨터(133)로 보낸다(450단계).

사용자컴퓨터(133)는 포린에이전트(140)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IP Address][default router의 Address][DNS ser

ver의 Address]의 정보가 실린 주소설정응답메시지의 정보를 자신이 가진 private key로 복호화 시켜 자신의 네트

워크 환경을 설정한다(460단계). 그 이후에 사용자컴퓨터(133)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sender(110)로부

터 데이터를 전송받는다(470단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자컴퓨터와 Agent간의 전달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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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는 광고메시지를 나타내고 ICMP에서 Advertisement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도 5b는 등록요청메시지를 나타내고 사용자컴퓨터(131, 133)가 Zeroconf Agent(120, 140)에게 IP Address를 요구

하는 메시지이다.

도 5c는 사용자컴퓨터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나타내고 Zeroconf Agent(120, 140)가 사용자컴퓨터(131, 133)로 보

내는 응답 메시지이다.

도 5a 내지 도 5c의 메시지들은 32bit를 기본 프레임으로 구성되고 메시지 필드(Field)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고 

도면상의 ()안의 숫자는 그 필드가 차지하는 길이(octet)를 나타낸다.

Zeroconf Op는 Zeroconf version(4bits)과 Zeroconf 메시지의 성질을 나타낸다. 메시지의 성질은 나타내는 정의는 

도 2b에서의 정의와 같고 Htype은 사용자컴퓨터의 Hardware type을 나타내고 Hlen은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A

ddress의 길이를 나타내고 IP version은 Network에서 사용되는 IP의 version을 나타낸다.

사용자컴퓨터 하드웨어주소는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Address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이더넷(Ethernet)의 경우 E

thernet address이다.

홈에이전트 IP Address는 홈에이전트의 IP Address, 사용자컴퓨터 ID는 사용자컴퓨터와 Home Agent간에 상호 등

록된 ID, 사용자컴퓨터 Password는 사용자컴퓨터의 Password를 각각 나타낸다.

Cryptographic Zeroconf Node IP Address는 Public key(공용키)에 의해 사용자컴퓨터에 할당된 IP Address를 암

호화시킨 것을 나타낸다.

Cryptographic Default Router Address는 Public key(공용키)에 의해 사용자컴퓨터가 사용할 Default Router의 IP

Address를 암호화시킨 것을 나타낸다.

Cryptographic DNS Server Address는 Public key(공용키)에 의해 사용자컴퓨터가 사용할 DNS server의 IP Addr

ess를 암호화시킨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본 발명은 IPv4 뿐만 아니라 IPv6와도 호환되도록 모든 IP Address의 길이를 128bits로 설계하였다.

Zeroconf Agent(120, 140)가 사용자컴퓨터에게 자신을 알리는 메시지인 광고메시지는 Zeroconf op, Htype, Hlen, 

IP version, Zeroconf Agent Address로 구성된다. 그리고, ICMP의 Router Advertisement Message의 Advertise 

부분에 존재하게 된다.

단, 메시지의 전송 범위상 IP의 TTL은 1로 설정해야 하며, Link layer destination Address는 ICMP의 agent solicit

ation 패킷의 link layer address와 동일해야 한다.

사용자컴퓨터(131, 133)가 Zeroconf Agent(120, 140)들에게 IP를 요청하는 메시지인 등록요청메시지는 Zeroconf 

op, htype, hlen, IP version, 사용자컴퓨터 Hardware Address, 홈에이전트 IP address, 사용자컴퓨터 ID, 사용자컴

퓨터 Password에 값을 입력한다.

등록요청메시지의 응답으로, Zeroconf Agent(120, 140)에서 전송하는 등록요구허가메세지는 등록요청메시지를 포

함하여 Cryptographic Zeroconf Node IP Address, Cryptographic Default Router Address, Cryptographic DNS

Server Address로 구성된다.

등록요구허가메시지에서 반복되는 필드는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Zeroconf Agent간의 메시지를 나타내며, 도 6a는 포린에이전트의 인증 요구 메시지를 나타내

고 도 6b는 홈에이전트의 인증 응답 메시지를 나타낸다.

()안의 숫자는 그 필드가 차지하는 길이(octet)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IPv4 뿐만 아니라 IPv6와도 호환할 수 있

도록 IP Address가 차지하는 영역을 128bits로 규정한다.

Zeroconf Op(Operation), Htype은, Hlen 및 IP version 등은 도 2b의 설명과 같다. 사용자컴퓨터 hardware Addre

ss는 사용자컴퓨터 의 하드웨어 Address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Ethernet의 경우 Ethernet address이다. 홈에이전

트 IP Address는 홈에이전트의 IP Address를 나타낸다. 사용자컴퓨터 ID는 사용자컴퓨터와 Home Agent간에 상호 

등록된 ID를 나타낸다. 사용자컴퓨터 Password는 사용자컴퓨터의 Password를 나타낸다. 포린에이전트 IP Address

는 사용자컴퓨터가 이동된 영역에 있는 포린에이전트의 IP Address를 나타낸다. Reserved 사용자컴퓨터 IP Addres

s는 포린에이전트가 Zeroconf에 할당시킬 IP Address를 나타낸다. 사용자컴퓨터 Public Key는 사용자컴퓨터의 Pu

blic key(공용키)를 나타내며 홈에이전트가 포린에이전트에게 보내는 공용키이다. Option은 VLAN이나 여러 다른 부

가적 기능을 위한 필드이다.

포린에이전트의 인증 요구 메시지(Authentication Request Message)는 포린에이전트가 홈에이전트로 보내는 메시

지로 Zeroconf op, htype, hlen, IP version, 사용자컴퓨터 Hardware Address, 홈에이전트 IP address, 사용자컴퓨

터 ID, 사용자 컴퓨터 Password, 포린에이전트 IP Address, Reserved 사용자컴퓨터 IP address로 구성된다.

홈에이전트의 인증 응답 메시지(Authentication Answer Message)는 앞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용하며 Zeroconf Op 

필드와 사용자컴퓨터 Public key의 값을 필드에 채운다. 만약, VLAN 사용 시에 Option 필드를 이용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

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

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

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

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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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Mobile IP처럼 Triangle routing(데이터가 직접 Mobile Node로 가는

것이 아니라 Agent들을 거쳐서 가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Network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다. Zeroconf Agent가 

하는 일은 암호화에 의한 사용자컴퓨터에 IP 정보를 제공하고 VLAN 등록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A

gent에 큰 부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다.

DHCP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안 문제를 공용키/비밀키를 통한 인증 방식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

므로 전자상거래에 응용될 수 있고 가상랜(VLAN)을 사용하는 것을 부가적 기능으로 사용했으므로 다른 네트워크를 

자신이 속했던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홈 에이전트의 주소,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컴퓨터로 암호화되고 주소등록허가를 표시하는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c) 상기 사용자컴퓨터에서 상기 암호화된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이전에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상기 홈에이전트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 광고메시지를 상기 사용자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광고메시지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의 버전, 메시지의 내용정보,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타입,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주소 및 홈에이전트의 아이피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

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사용자컴퓨터 등록요청메시지는 사용자컴퓨터 하드웨어 주소, 홈에이전트 아이피주소, 사용자컴퓨터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

당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암호화된 홈에이전트 아이피주소, 디폴트 라우터의 주소 및 도메인 네임서버의 주소를 포함하

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홈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를 가상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

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암호화된 에이전트 주소 응답메시지를 비밀키로 복호화하여 상기 홈에이전트 아이피주소, 디폴트 라우터의 주

소 및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등록하여 네트워크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

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9.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홈에이전트, 상기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포린 에이전트를 구비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의 동작방법에서,

(a)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한 광고메시지에서 상기 포린 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로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

록요청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사용자컴퓨터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홈에이전트로 에이전트 인증요청메시지

를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홈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를 확인하여 에이전트 인증응답메시지를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상기 사용자컴퓨터로 전송하는 단

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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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사용자컴퓨터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구허가메시지를 복호화하여 네트워크환경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광고메시지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의 버전 및 메시지의 내용정보, 사용자컴퓨터의 하드웨어 타

입, 주소 및 홈에이전트의 아이피 주소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는 사용자컴퓨터 하드웨어 

주소, 홈에이전트 아이피주소, 사용자컴퓨터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

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서, 상기 (b)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 인증요청메시지는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홈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 및 제공 가능한 아이피주소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에이전트 인증요청메시지에서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승인가능여부 및 등록된 사

용자컴퓨터의 공용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에이전트 인증응답메시지를 상기 포린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상기 홈에이전트에 상기 제공 가능한 아이피주소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방법.

청구항 14.
네트워크에 등록된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홈에이전트, 네트워크에 등록되지 않은 상기 사용자컴퓨터를 관리하는 

포린 에이전트를 구비하는 제로컨피규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상기 홈에이전트는,

홈에이전트의 아이피주소를 포함하는 홈에이전트의 광고메시지, 상기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주소 및 아이디

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 주소등록에 대한 허가를 나타내는 사용자컴퓨터에 대한 등록요구허가메시지 및 상기 포린

에이전트로부터 인증요구를 수신하여 인증하는 인증응답메시지를 형성하는 메시지형성부;

상기 형성하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하는 홈에이전트암호화부; 및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아이피주소를 등록하는 아이피주소등록부를 포함하고,

상기 포린 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컴퓨터의 등록요청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할 인증요청메시지를 생성하는 인증요청부

;

상기 사용자컴퓨터 주소응답메시지를 암호화하는 포린에이전트암호화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장치.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에이전트는

상기 홈에이전트의 주소, 사용자컴퓨터의 아이디 및 사용자컴퓨터의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사용자컴퓨터 주소등록요

청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주소할당장치.

청구항 16.
제 1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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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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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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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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