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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 장치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입자 단말에 구비되어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입력 모듈과, 네트워크 장비에 구비되어 상기 입력

모듈로부터 전달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요청하는 인증요청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접속 인

증관련 정보를 내장하고 상기 인증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와, 상기 인증요청 모듈 및 인증 서버간의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토콜 처리 모듈을 포함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 단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예컨대, supplicant program)를 설치하지 않고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인증, 네트워크 접속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종래의 일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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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가입자 단말 200, 300: 네트워크 장비

400: 인증서버 500: LAN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별로 사용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개시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

용자 또는 장치에 대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 받지 않은 장치(Unauthorized device) 혹은 사용자(user)가 랜(LAN, Local Area

Network)에 접속하여 상기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상기 서비스 제공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상기 인증 받지

않은 장치 혹은 사용자가 상기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IEEE 표준단체에서는 LAN 및 도시지역통신망(MAN, Metropolitan Area Network)의

표준으로 포트 기반 네트워크 접속(port_based network access)인 IEEE 802.1X를 규정하고 있다.

IEEE 802.1X는 IEEE 802 LAN에 접속된 장비들 간에 호환성 있는 인증(authentication/authorization) 방안을 제공함으

로써 포트(port) 기반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한다. IEEE 802.1X에서 제공하는 인증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인증 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가 도 1에 예시되어 있다.

도 1은 종래의 일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일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장치는 가입자 단말(10)에 탑재되어 인증요청을 처리하는 인증요청모듈(supplicant)(15)과, 인증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인증 DB(Data Base)(35)를 구비하고 인증요청모듈(supplicant)(15)의 요청에 응답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authentication server)(30)와, 인증요청모듈(supplicant)(15)과 인증서버

(authentication server)(30) 사이의 프로토콜 연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20)에 탑재되는 프로토콜 처리모

듈(authenticator)(25)을 포함한다. 이 때, 가입자 단말(10)과 네트워크 스위치(20)는 LAN(40)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종래의 사용자 인증 장치에 의해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절차가

도 2에 예시되어 있다. 즉 도 2는 종래의 일실시 예에 따른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도 2는 사용자

인증 과정의 시작을 가입자 단말(10)(즉, 내부의 인증요청모듈(supplicant))에서 결정한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가입자 단말(10)에서 인증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EAPoL: EAP over LAN Start)를 네트워크 스

위치(20)(즉, 내부의 프로토콜 처리모듈(authenticator))로 전달하면(S11), 네트워크 스위치(20)는 인증 대상이 되는 가입

자 혹은 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가입자단말(10)에게 식별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EAP Request)를 전달한다(S13). 이 때

만약 사용자 인증 과정의 시작을 가입자 단말(10)이 아닌 네트워크 스위치(20)에서 결정한 경우 상기 과정(S11)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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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과정(S13)에서의 요청 메시지(EAP Request)에 대한 응답으로 가입자단말(10)이 자신의 식별번호(ID:

identify)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EAP Response)를 네트워크 스위치(20)로 전달하면(S15) 네트워크 스위치(20)는 가입

자단말(1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인증서버(30)에게 접속 요청메시지(Access Request)를 전달한다(S17). 이 때

네트워크 스위치(20)는 상기 접속 요청메시지(Access Request)에 가입자단말(10)의 식별번호(ID)를 포함시켜 전달한다.

그러면 인증서버(30)는 상기 요청(S17)에 대한 응답으로 네트워크 스위치(20)에게 접속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

(Access Challenge)를 전달한다(S19). 한편 네트워크 스위치(20)는 상기 메시지(Access Challenge) 중 EAP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생성한 EAP 형태의 메시지(EAP Request)를 가입자단말(10)에게 전달한다(S21). 이 때 인증서버(30)

는 접속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기법 정보를 함께 전달한다.

한편 접속 비밀번호 요청 및 접속 비밀번호의 암호화 기법 정보를 수신한 가입자단말(10)은 기저장된 또는 사용자가 입력

한 접속 비밀번호를 상기 암호화 기법에 의해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접속 비밀번호를 응답 메시지(EAP Response)에 포함

시켜 네트워크 스위치(20)로 전달한다(S23).

네트워크 스위치(20)는 상기 암호화된 접속 비밀번호를 접속 요청메시지(Access Request)에 포함시켜 인증서버(30)로

전달한다(S25). 인증서버(30)는 상기 과정(S25)에서 수신한 접속 비밀번호에 의거하여 가입자단말(10)의 네트워크 접속

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미도시). 그리고 상기 인증 결과 가입자단말(10)의 네트워크 접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서버(30)는 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Access Accept)를 네트워크 스위치(20)로 전달한다(S27). 네트워크 스위치(20)는

상기 메시지(Access Accept)를 EAP 형태의 메시지(EAP Request)로 변환한 후 EAP 형태의 메시지(EAP Success)를

가입자단말(10)에게 전달한다(S29).

이러한 종래의 기술은 가입자 단말(10)에 탑재된 인증요청 모듈(15)(예컨대, IEEE 802.1X supplicant 프로그램) 및 네트

워크 스위치(20)에 탑재된 프로토콜처리 모듈(25)(예컨대, IEEE 802.1X authenticator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중앙의 인

증서버(authentication server)를 통해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을 인증한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은 인증을 요청하는

가입자 단말(10)의 범위가 한정된, 폐쇄된 네트워크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제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가입자단말에 특정 소프트웨어(예컨대, supplicant program)를 설치해

야만 한다.

이는 가입자단말에 특정 요구사항이나 한계 없이 보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부담이 된다. 즉 제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ISP가 모든 가입자 단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예

컨대, supplicant program)를 설치해야 하므로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단말의 초기 설치비용 뿐 아니

라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추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ISP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초기 투자 및 관리

비용을 적게 가져가면서도 제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입자단말의 인증을 요청하는 인증요청모듈을 가입자단말에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해당 가입자단말

의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 장치는 가입자 단말에 구비되어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 접

속을 위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입력 모듈과, 네트워크 장비에 구비되어 상기 입력 모듈로부터 전달된 식별번

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요청하는 인증요청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접속 인증관련 정보를 내장하고

상기 인증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와, 상

기 인증요청 모듈 및 인증 서버간의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토콜 처리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인증방법은 인증요청 모듈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

비한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가입자 단말로부터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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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접속을 위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

에게 상기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상기 인증서버로부터 상기 가입자 단말의 인증결과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의한 구성 및 작용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입자 단말(100)에 구비되어 사용자로부터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받는 입력모듈(105)과, 네트워

크 장비#1(200)에 탑재되어 입력모듈(105)을 통해 입력된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assword)에 대한 인증요청을 처리

하는 인증요청모듈(supplicant)(205)과, 인증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인증 DB(Data Base)(405)를 구비하고 인증요청모듈

(supplicant)(205)의 요청에 응답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authentication server)

(400)와, 인증요청모듈(supplicant)(205)과 인증서버(authentication server)(400) 사이의 프로토콜 연동을 위해 네트워

크 장비#2(300)(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에 탑재되는 프로토콜 처리모듈(authenticator)(305)을 포함한다. 이 때, 가

입자 단말(100), 네트워크 장비#1(200) 및 네트워크 장비#2(300)는 LAN(500) 혹은 xDSL(Digital Subscriber Line) 및

WAN(Wide Area Network)으로 연결된다.

한편 가입자 단말(100)은 사용자가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한

모든 장치가 가능하며, 그 예로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이하 ‘PC’라 칭함), 휴대단말장치(Personal Digital

Assistants, 이하 ‘PDA’라 칭함), 노트북(notebook) 또는 홈게이트웨이 (home gateway) 등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1(200) 및 네트워크 장비#2(300)의 예로 이더넷 스위치(ethernet switch), DSLAM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등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이 사용자 인증 장치에 의해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 절차

가 도 4에 예시되어 있다. 즉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 예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

한 처리 절차도이다. 특히 도 4는 사용자 인증 과정의 시작을 네트워크 장비#1(200)에서 결정한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

고 있다. 이 때 네트워크 장비#1(200)은 인증 요청을 위한 장치(supplicant)로서 동작하고, 네트워크 장비#2(300)는 인증

서버(400)와 네트워크 장비#1(200) 사이의 프로토콜 연동을 위한 장치(authenticator)로서 동작한다. 만약 인증 요청을

위한 장치(supplicant)와 프로토콜 연동을 위한 장치(authenticator)가 하나의 장비에 구현된 경우 상기 네트워크 장비#1

(200)와 네트워크 장비#2(300)는 일체로 구성할 수도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네트워크 장비#1(200)이 가입자 단말(100)에게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사전에 약속된 식별번호(ID) 및 비

밀번호(password, 이하 ‘PWD’라 칭함)의 입력을 요청하면(S101), 가입자 단말(100)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를 네트워크 장비#1(200)에게 전달한다(S103).

이 때 네트워크 장비#1(200)이 가입자 단말(100)에게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를 요청하는 방법은 웹-인증창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즉 가입자 단말(100)에게 웹-인증창을 디스플레이시키고, 사용자가 그 웹-인증창에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후의 인증 처리 과정은 종래와 유사하다. 다만 인증요청을 가입자 단말(100)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 등에 구비된 네

트워크 장비를 통해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자 단말(100)로부터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를 전달받은 네트워크 장비#1(200)은 인증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EAPoL EAP over LAN Start)를 네트워크 장비#2(300)(즉, 내부의 프로토콜 처리모듈(authenticator))로

전달하고(S105), 네트워크 장비#2(300)로부터 인증 대상이 되는 가입자 혹은 장치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EAP Request)를 수신한다(S107).

한편 상기 과정(S107)에서의 요청 메시지(EAP Request)에 대한 응답으로 네트워크 장비#1(200)이 가입자 단말(100)로

부터 전달된 식별번호(ID: identify)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EAP Response)를 네트워크 장비#2(300)로 전달하면

(S109) 네트워크 장비#2(300)는 가입자단말(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인증서버(400)에게 접속 요청메시지

(Access Request)를 전달한다(S111). 이 때 네트워크 장비#2(300)는 상기 접속 요청메시지(Access Request)에 가입자

단말(100)의 식별번호(ID)를 포함시켜 전달한다. 또한 상기 접속 요청메시지(Access Request)를 인증 프로토콜

(protocol)(예컨대, RADIUS, Diameter 등)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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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인증서버(400)는 상기 요청(S111)에 대한 응답으로 네트워크 장비#2(300)에게 접속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메시지

(Access Challenge)를 전달한다(S113). 한편 네트워크 #2(300)는 상기 메시지(Access Challenge) 중 EAP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생성한 EAP 형태의 메시지(EAP Request)를 네트워크 장비#1 (200)에게 전달한다(S115). 이 때 인증

서버(400)는 접속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기법 정보를 함께 전달한다.

한편 접속 비밀번호 요청 및 접속 비밀번호의 암호화 기법 정보를 수신한 네트워크 장비#1(200)은 가입자 단말(100)로부

터 전달된 비밀번호를 상기 암호화 기법에 의해 암호화한 후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응답 메시지(EAP Response)에 포함시

켜 네트워크 장비#2(300)로 전달한다(S117). 네트워크 장비#2(300)는 상기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접속 요청메시지

(Access Request)에 포함시켜 인증서버(400)로 전달한다(S119). 즉 상기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인증 프로토콜 위에 실어

서 인증서버(400)에게 전달한다.

인증서버(400)는 상기 과정(S119)에서 수신한 비밀번호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장비#1(200)에 접속된 가입자단말(100)의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미도시). 상기 인증 결과 가입자단말(100)의 네트워크 접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

우 인증서버(400)는 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Access Accept)를 네트워크 장비#2(300)로 전달하고(S121), 네트워크 장

비#2(300)는 상기 메시지(Access Accept)를 EAP 형태의 메시지(EAP Request)로 변환한 후 EAP 형태의 메시지(EAP

Success)를 네트워크 장비#1(200)에게 전달한다(S123).

즉, 가입자 단말(100)의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를 전달받은 인증서버(400)는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나 가입자 관

리 디렉토리에 가입자 단말(100)로부터 전달된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

과 내장된 데이터베이스나 가입자 관리 디렉토리에 가입자 단말(100)로부터 전달된 식별번호(ID) 및 비밀번호(PWD)가

있으면 네트워크 장비#2(300)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success message)를 전송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fail message)를 전송한다.

상기 절차에 의해 인증서버(400)의 인증 결과를 전달받은 네트워크 장비#1(200)은 그 결과에 따라 가입자 단말(100)의

패킷을 네트워크에 전송하거나 혹은 드롭(drop)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에 포함되었던 인증 요청 모듈(supplicant)을 네트워크 장비로 이동함으로써, 네

트워크 장비가 인증 요청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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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 단말에게 특정 소프트웨어(예컨대, supplicant program)를

설치하지 않고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단말에 상기 소프트웨어(예컨대,

supplicant program)의 설치 없이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근 및 등록을 제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단말의 초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이용하면 포트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 인증이 아닌 가입자 단말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 인증을 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가입자 단말들에게 논리적 포트를 할당함으로써 그 논리적 포트를 이용한 가입자 단말별 네트워크 접근 인증

및 과금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서 가입자 단말별 서비스 품질 설정과도 연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입자 단말에 구비되어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입력 모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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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에 구비되어 상기 입력 모듈로부터 전달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요청하는 인

증요청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접속 인증관련 정보를 내장하고 상기 인증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와,

상기 인증요청 모듈 및 인증 서버간의 프로토콜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토콜 처리 모듈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

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요청 모듈 및 프로토콜 처리 모듈은

동일한 네트워크 장비에 탑재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요청 모듈 및 프로토콜 처리 모듈은

LAN 혹은 WAN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탑재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장치.

청구항 4.

인증요청 모듈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구비한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가입자 단말로부터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서버에게 상기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의 네트워크 접속 인증을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상기 인증서버로부터 상기 가입자 단말의 인증결과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상기 가입자 단말의 인증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하는 과정

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과정은

상기 인증요청 모듈이 네트웍을 통해 가입자 단말에게 웹-인증창을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웹-인증창에 입력된 식별번호

및 비밀번호를 상기 네트웍을 통해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용자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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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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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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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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