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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위한 보안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보안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입자

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를 감지하면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 접속 집신기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요구하고,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에 따라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는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보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로 전송

하며,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보안 정보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는 상기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를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하여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고, 이후 L2TP 네트워크 서버에서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보안 정보, 보안키, 보안 방식, L2TP, RADIUS, LAC, LNS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제어 연결(Control Connection) 형성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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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세션 형성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6은 도 5의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사용되는 패킷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Virtual Private Network)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은 공중(publick) 통신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터널링 프로토콜(tunneling prot

ocol)과 보안 과정들을 사용하여 특정한 사용집단, 일 예로 기업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테이터 네트워크이다. 상기 가

상 사설 네트워크는 오직 한 사용 집단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자체 네트워크나 혹은 전용 회선 등과는 달리 모든 사용 

집단들이 공중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도 상기 자체 네트워크나 혹은 전용 회선등과 같은 효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래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서 송신측은 상기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에 데이

터를 암호화하고, 이렇게 암호화하여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측에서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사설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가상 사설 네트워크 가입자인 원격 시스템(Remote System)들(311),(313)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다이얼업(dial-up)을 수행한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원격 시스템(313)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기 설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 기 원격 시스템(311)만을 고려하

기로 한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이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다이얼 업을 수행함에 따라 특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접속 네트워크(Access Network)(315)로 접속된다. 여기

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방법으로는 상기 다이얼 업 방식 뿐만 아니라 상기 가상 사설 네트

워크를 위한 원격 접속 서버(RAS: Remote Access Server)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 있으나 상기 원격 접속 서버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은 상기 다이얼 업 방식에 비해 비용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그래서 상기 도 1에서는 다이얼 업 방식을 통해 상기 접속 네트워크(315)에 접속하고, 상기 접속 네트워크(315)는 상

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와 접속하기 위해서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L2TP: Layer 2 Tunneling Protocol, 이하 '

L2TP'라 칭하기로 한다) 접속 집신기(LAC: L2TP Access Concentrator)(317)로 접속한다. 여기서, 상기 L2TP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간 터널링을 위한 프로토콜이며,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에

서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의 터널링을 위해 상기 L2TP이외에도 L2F(Layer 2 Forwarding) 혹은 PPTP(Point t

o Point Tunneling Protocol)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기 도 1에서는 상기 L2TP 프로토콜을 터널링 프

로토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서 발생한 패킷 데이터(pa

cket data)를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RADIUS: 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서버(ser

ver)(321)를 통해 인증한 후 인터넷(internet)(319)을 통해 L2TP 네트워크 서버(LNS: L2TP Network Server)(323

)로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원격 인 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수

신한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사용자 아이디(user ID)를 가지고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이 성공할 경우 상기 원

격 시스템(311)이 어느 가상 사설 네트워크의 터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

로 전송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데이터를 

해당 가상 사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가 상기 원격 시스템(311)이 어느 가상 사설 네트워크의 터널을 통해 전송할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기 원격 시스템(311)이 어느 L2TP 네트워크로 접속되어야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나타

낸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전달받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하기 위해 상기 원격 시

스템(311)에 대한 아이피 어드레스(IP address)를 할당하여, 상기 할당한 아이피 어드레스를 통해 상기 원격 시스템(

311)의 패킷 데이터를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한다.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는 상기 원격 시스템

(311)에 대한 아이피 터널을 생성하여 인터넷 상에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히 인증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면 접속을 허용한다. 그리고 상기 가상 사설 네트

워크(325)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해당하는 서

버, 일 예로 웹(WEB) 서버(327) 혹은 FTP 서버(329)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웹 서버(327) 및 FTP 서버(329)는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2를 참조하여 제어 연결(Control Connection)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제어 연결(Control Connection) 형성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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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연결이라 함은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실제 세션(session)이 발생

하기 전에, 즉 실제 가입자의 L2TP 사용을 위해 반드시 형성되어야만 하는 초기 연결을 의미한다. 상기 도 2를 참조

하면, 먼저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

워크 서버(323)간 터널을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어 연결 시작 요구(SCCRQ: Start-Control-Connect-ReQuest, 이하

'SCCR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message)를 전송한다(111단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SCCRQ 메

시지를 수신한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SCCR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터널을 설정한 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상기 SCCRQ 메시지에 대한 응

답으로서 제어 연결 시작 응답(SCCRP: Start-Control-Connect-RePly, 이하 'SCCR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113단계).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응답으로서 제어 연결 시작 완료(SCCCN: Start-Control-Connection-Connected, 이하 'SCCCN'이

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115단계). 여기서,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

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터널 형성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

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SCCCN 메시지를 전송함

에 따라 터널 형성이 완료된 것이다.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SCCCN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ZLB(Zero

-Length Body, 이하 'ZLB'라 칭하기로 한다)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117단계). 여기서, 상기 ZLB ACK 메시지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

송되며, 또한 ZLB 메시지는 안정된 제어 채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들이 전송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렇

게, 최종적으로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ZLB ACK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제어 연결 형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상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제어 연결이 이

루어진 상태에서 이후에 상기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패킷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 접속이 요구되면 실제 L2TP를 이용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세션(session) 형성 과정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세션 형성 과 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세션 형성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L2TP 접속 집신기(317)는 가입자, 즉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접속 요구를 감지함에 

따라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인커밍 호 요구(ICRQ: Incoming-Call-Request, 이하 'ICRQ'라 칭하기로 한다) 메

시지를 전송한다(211단계). 여기서, 상기 ICRQ 메시지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

간에 터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로부터의 인커밍 호를 감지함에 따라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상기 ICRQ 

메시지를 수신한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ICR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인커밍 호 응답(ICRP: Incoming-

Call-Reply, 이하 'ICR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전송한다(213단계). 여기서, 상

기 ICRP 메시지는 상기 ICR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상기 인커밍 호 요구에 대한 처리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상기 ICRP 메시지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ICRP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인커밍 호 연결(I

CCN: Incoming-Call-CoNnected, 이하 'ICCN'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전

송한다(215단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ICCN 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상기 세션 형성이 완료된 것이다.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ICCN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

2TP 접속 집신기(317)로 ZLB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217단계). 여기서, 상기 ZLB ACK 메시지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송되며, 또한 ZLB 

메시지는 안정된 제어 채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들이 전송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상

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ZLB ACK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

버(323)간 세션 형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L2TP의 메시지 플로우(message flow)는 RFC 2661의 'Laye

r Two Tunneling Protocol L2TP'에 개시되어 있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세션 형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링크(link)를

이용하여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서 전송하는 모든 패킷 데이터들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된다. 그런데,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은 인터넷(319)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상기 인터넷(319

)은 그 속성상 상기 인터넷(319)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모든 트래픽(traffic)이 외부에 그대로 무방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상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공중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사용하여 데이터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니터링(monitoring)할 경우 그대로 노

출된다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 속을 위한 보안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

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

법에 있어서, 가입자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를 감지하면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 접속 

집신기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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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에 따라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는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보를 상기 L2T

P 접속 집신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보안 정보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는 상기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하여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보안을 위한 보안 정보를 가지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디코딩하여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 네트워크 서버

와, 다수의 L2TP 네트워크 서버들의 보안 정보들을 저장하며, 가입자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를 감지

하면 상기 가입자의 해당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보안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서버 정보 및 보안 정보를 전송하는 원 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와, 상

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에 따른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서버 정보 및 보안 정보를 수신하고, 상

기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하여 상기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는

L2TP 접속 집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

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가상 사설 네트워크 가입자인 원격 시스템(Remote System)들(311),(313)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다이얼업(dial-up)을 수행한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원격 시스템(313)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하기 설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원격 시스템(311)만을 고려하

기로 한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이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다이얼 업을 수행함에 따라 특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접속 네트워크(Access Network)(315)로 접속된다. 여기

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방법으로는 상기 다이얼 업 방식 뿐만 아니라 상기 가상 사설 네트

워크를 위한 원격 접속 서버(RAS: Remote Access Server)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 있으나 상기 원격 접속 서버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은 상기 다이얼 업 방식에 비해 비용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그래서 상기 도 1에서는 다이얼 업 방식을 통해 상기 접속 네트워크(315)에 접속하고, 상기 접속 네트워크(315)는 상

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와 접속하기 위해서 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L2TP: Layer 2 Tunneling Protocol, 이하 '

L2TP'라 칭하기로 한다) 접속 집신기(LAC: L2TP Access Concentrator)(317)로 접속한다. 여기서, 상기 L2TP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간 터널링을 위한 프로토콜이며,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에

서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의 터널링을 위해 상기 L2TP이외에도 L2F(Layer 2 Forwarding) 혹은 PPTP(Point t

o Point Tunneling Protocol)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상기 도 1에서는 상기 L2TP 프로토콜을 터널링 프

로토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서 발생한 패킷 데이터(pa

cket data)를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RADIUS: 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서버(ser

ver)(321)를 통해 인증한 후 인터넷(internet)(319)을 통해 L2TP 네트워크 서버(LNS: L2TP Network Server)(323

)로 전송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L2TP 네트워크 서버

(323)와 일대일 대응되는(peer to peer) 보안키(secret key)를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보안키는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에 연결되는 L2TP 네트워크 서버(323)에 설정되며,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의 보안

키를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

스 서버(321)로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에 접속하기를 요구하는 L2TP 접속 집신기(317)가 발생할 때 상기 

보안키를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보안키를 가지고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

23)간에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들에 암호화를 수행하여 보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보안키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안 방식 역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설정되어 있는 보안 방식을 상기 보안키와 함께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전달하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보안 방식은 일 예로 Null encryption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수신한 상기 원격 시

스템(311)의 사용자 아이디(user ID)를 가지고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인증이 성공할 경우 상기 원격 시스템(311)이 

어느 가상 사설 네트워크의 터널, 즉 어느 L2TP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상기 결정

된 L2TP 네트워크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안키 및 보안 방식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전송한다. 그

러면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수신한 패킷 데이터를 해당 가상 사설 네트워

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전송할 때 상기 보안키를 가지고 상기 보안 방식에 따라 인코

딩(encryption)하여 전송함으로써 보안을 유 지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도 4에서 참조부호 400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

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보안키를 가지고 보안 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전달받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하기 위해 상기 원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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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311)에 대한 아이피 어드레스(IP address)를 할당하여, 상기 할당한 아이피 어드레스를 통해 상기 원격 시스템(

311)의 패킷 데이터를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한다.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는 상기 원격 시스템

(311)에 대한 아이피 터널을 생성하여 인터넷 상에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히 인증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면 접속을 허용한다. 그리고 상기 가상 사설 네트

워크(325)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패킷 데이터를 해당하는 서

버, 일 예로 웹(WEB) 서버(327) 혹은 FTP 서버(329)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웹 서버(327) 및 FTP 서버(329)는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5를 참조하여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시 보안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

다.

상기 도 5를 참원격 시스템(311)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특정 접속 네트 워크, 즉 접속 네트워크(315)로 다이얼업

을 통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접속 네트워크(315)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

)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청을 검사하여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면 상기 원격 시스

템(311)과 호를 연결한다(Call Connection)(411단계). 이렇게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L2TP 접속 집신기(317)간

에 호가 연결된 상태에서 LCP(Link layer Control Protocol, 이하 'LCP'라 칭하기로 한다) 형성이 완료된다(LCP Est

ablished)(413단계). 여기서, 상기 LCP는 PPP 프로토콜을 통해 peer간에 접속될 때 사용되는 제어 프로토콜로서, 상

기 LCP와 NCP(Network layer Control Protocol), 일 예로 IPCP(IP Control Protocol)를 사용하여 접속 후에, 인증

절차가 있으며(PAP or CHAP), 하위 접속이(LCP와 인증) 이루어지면 network layer에서 IP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

여 설정이 완료되는 것이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L2TP 접속 집신기(317)간에 LCP가 형성된 후, 상기 원격 시

스템(311)과 L2TP 접속 집신기(317)간 인증 단계를 수행한다(Authentication Phase)(415단계). 여기서, 상기 인증 

단계는 접속 서버(315)를 통해 수신한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정보들, 일 예로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들을 가지

고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이 가능한 원격 시스템인지를 인증하는 것이

다.

상기 원격 시스템(311)과 L2TP 접속 집신기(317)간에 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로 접속 요청(Access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417단계). 여기서, 

상 기 L2TP 접속 집신기(317)에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로 접속을 요청할 경우 역시 상

기 원격 시스템(311)의 정보가 함께 전송된다. 그러면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상기 L2

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접속 요구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상기

원격 시스템(311)의 해당 터널, 즉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를 결정한다. 여기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가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 대한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기 원격 시스템(

311)이 접속할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L2TP 네트워크 서버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 대한 L2TP 네트워크 서버를 결정함

과 동시에, 상기 결정된 L2TP 네트워크 서버, 즉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보(secr

et info), 즉 보안키 및 보안 방식을 검색한다. 그래서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는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 대한 터널 정보(tunnel info)와 보안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접속 수락 메시

지를 전송한다(Access Accept(tunnel info + secret info))(419단계).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로부터 접속 수락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

)와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간 인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321)간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기 L2

TP 접속 집신기(317)는 L2TP 네트워크 서버(323)와 제어 연결(Control Connection)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 시작한

다. 상기 제어 연결이라 함은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실제 세션(session)이 

발생하기 전에, 즉 실제 가입자의 L2TP 사용을 위해 반드시 형성되어야만 하는 초기 연결을 의미하고, 상기 L2TP 접

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이미 제어 연결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기 제어 연결 형성을 

위한 과정들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상기 제어 연결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L2T

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터널을 초기화시키기 위한 제어 연결 시작 요구(SCCRQ: Start-

Control-Connect-ReQuest, 이하 'SCCR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message)를 전송한다(421단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부터 SCCRQ 메시지를 수신한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SCCR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

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터널을 설정한 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

)로 상기 SCCRQ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어 연결 시작 응답(SCCRP: Start-Control-Connect-RePly, 이하 'SC

CR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423단계).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응답으로서 제어 연결 시작 완료(SCCCN: Start-Control-Connection-Connected, 이하 'SCCCN'이

라 칭하기로 한 다) 메시지를 전송한다(424단계). 여기서,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SCCRP 메시지를 수

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터널 형성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하

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SCCCN 메시지를 전송함

에 따라 터널 형성이 완료된 것이다.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SCCCN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ZLB(Zero

-Length Body, 이하 'ZLB'라 칭하기로 한다)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425단계). 여기서, 상기 ZLB ACK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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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

송되며, 또한 ZLB 메시지는 안정된 제어 채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들이 전송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렇

게, 최종적으로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ZLB ACK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제어 연결 형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제어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후에 상

기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패킷 데이터가 입력되면, 즉 접속이 요구되면 실제 L2

TP를 이용한 패킷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세션(session) 형성 과정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세션 형

성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L2TP 접속 집신기(317)는 가입자, 즉 원격 시스템(311)으로부터 접속 요구를 감지함에 따라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인커밍 호 요구(ICRQ: Incoming- Call-Request, 이하 'ICRQ'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42

7단계). 여기서, 상기 ICRQ 메시지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터널이 형성되

어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로부터의 인커밍 호를 감지함에 따라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상기 ICRQ 메시지를 수신한 L2

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ICRQ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인커밍 호 응답(ICRP: Incoming-Call-Reply, 이하 'I

CR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로 전송한다(429단계). 여기서, 상기 ICRP 메시지는 

상기 ICRQ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상기 인커밍 호 요구에 대한 처리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나타

낸다.

상기 ICRP 메시지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317)는 상기 ICRP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서 인커밍 호 연결(I

CCN: Incoming-Call-CoNnected, 이하 'ICCN'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전

송한다(431단계).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로 상기 ICCN 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상기 세션 형성이 완료된 것이다.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는 상기 ICCN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

2TP 접속 집신기(317)로 ZLB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433단계). 여기서, 상기 ZLB ACK 메시지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송되며, 또한 ZLB 

메시지는 안정된 제어 채널을 통해서 패킷 데이터들이 전송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상

기 L2TP 접속 집신기(317)가 ZLB ACK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

버(323)간 세션 형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세션 형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링크(link)를

이용하여 상기 원격 시스템(311)에서 전송하는 모든 패킷 데이터들이 상기 보안키를 가지고 보안 방식으로 인코딩된

후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전달된다.

상기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격 시스템(311)이 가상 사설 네트워크(325)로 접속할 때 L2TP 터널링을 이용함

에 있어 보안키 및 보안 방식을 사용하여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들을 모두 인코딩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성을 유지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사용되는 패킷 데이터 포맷

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도 5의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사용되는 패킷 데이터 포맷을 도시한 도

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 사용되는 패킷 데이터 포맷은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511)와, 아이피 헤더(IP Header)(513)와, UDP 헤더(UPD Header)(515)와, L2TP 

헤더(L2TP Header)(517)와, L2TP Payload(519) 영역을 가진다. 상기 아이피 헤더(513)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

(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할당되어 사용되는 아이피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며, UDP(USER DATAGRA

M PROTOCOL) 헤더(515)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버(323)간에 할당되어 사용되는 U

DP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며, L2TP 헤더(517)는 상기 L2TP 접속 집신기(317)와 L2TP 네트워크 서 버(323)간 L2T

P 터널링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며, L2TP 페이로드(519)는 원격 시스템(311)에서 전송한 패킷 데이터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L2TP 헤더(517)는 터널 아이디(tunnel ID)와, 세션 아이디(session ID)와 같은 정보들을 포함한다. 또

한, 상기 L2TP 헤더(517)와 L2TP 페이로드(519) 영역은 상기에서 설명한 보안키 및 보안 방식에 의해 인코딩된 상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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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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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다이얼업을 통해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접속함에 있어서 

보안 정보를 이용해 인코딩된 데이터들을 전송함으로써 공중 네트워크를 사용함에도 보안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렇게 데이터 전송의 보안성이 확보됨으로써 가상 사설 네트워크 사용의 안전성이 증가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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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를 감지하면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 접속 집신기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로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에 따라 상기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서버는 상기 가상 사설 네

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보를 

상기 L2TP 접속 집신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 정보와 보안 정보를 수신한 L2TP 접속 집신기는 상기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상

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하여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

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L2TP 네트워크 서버는 상기 인코딩된 데이터를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디코딩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 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정보는;

상기 보안키와, 상기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한 보안 방식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

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방식은 널 인코딩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

안 방법.

청구항 5.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보안을 위한 보안 정보를 가지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디

코딩하여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 네트워크 서버와,

다수의 L2TP 네트워크 서버들의 보안 정보들을 저장하며, 가입자의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를 감지하

면 상기 가입자의 해당 가상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보안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서버 정보 및 보안 정보를 전송하는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서버와,

상기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요구에 따른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의 서버 정보 및 보안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상기 보안 정보를 가지고 인코딩하여 상기 해당 L2TP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

하는 L2TP 접속 집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정보는;

상기 보안키와, 상기 가입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한 보안 방식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

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안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방식은 널 인코딩 방식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 사설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을 위한 보

안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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