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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Ｄｉａｍｅｔｅｒ 기반 프로토콜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의부트스트랩핑 방법 및 그 시스템

(57) 요약

Diameter 기반 프로토콜에서 모바일 네트워크의 부트스트랩핑 방법 및 그 시스템이 개시된다. 이동노드는 로컬 네트워크

에 접속하여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홈 AAA 서버는 수신한 AAA 요청 메시지를 기초로 이동노드를 인증

하고, 이동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한 후 홈 에이전트의 주소 및 홈 주소를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와

함께 이동노드로 전송하고, IKE phase 1 보안 키를 홈 에이전트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동노드는 IKE phase 1 보안 키 재

료를 이용하여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한 후 IKE phase 2를 이용하여 IPsec SA를 홈 에이전트와 분배하고, IPsec

SA를 이용하여 홈 에이전트와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로써, 이동노드의 초기설정을 동적으로 구성하며 Diameter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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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이동노드;

상기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 AAA 서버를 경유하여 수신한 상기 AAA 요청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이동노드를 인증하고, 상

기 이동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한 후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및 상기 홈 주소를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와 함께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고,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홈 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이용하여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한 후 IKE phase 2를 이용

하여 IPsec SA를 상기 홈 에이전트와 분배하고, 상기 분배된 IPsec SA를 이용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바인딩 업데이트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노드는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포함하는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며,

상기 홈 AAA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기초로 상기 이동노드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모바일 네트

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 에이전트는 상기 홈 AAA 서버로부터 상기 이동노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수신한 후, 상기

인증 결과 정보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로부터 생성한 IKE phase 1 보

안 키를 포함하는 부트스트랩 정보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노드, 상기 로컬 AAA 서버, 상기 홈 AAA 서버 및 상기 홈 에이전트 는 Diameter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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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동 노드로부터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포함하는 AAA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기초로 상기 이동 노드를 인증하고, 상기 이동 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

당하고,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이동 노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고,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상기 이동 노드로 전송하여 상기 이동 노드와 상기 홈 에이전트 사이에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에서의 부트스트랩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이동 노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로 하여

금 상기 인증 결과 정보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가 설정되도록 하는 단계;

(c2)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상기 이동 노드로 전송하여, 상기 이동

노드로 하여금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로부터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에서의 부트스트랩 방법.

청구항 8.

(a)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한 이동노드가 생성한 AAA 요청 메시지를 상기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 AAA 서버를 경유하여 홈

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홈 AAA 서버가 상기 AAA 요청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이동노드를 인증하고, 상기 이동 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하고,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는 단계;

(c) 상기 홈 AAA 서버가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의 재료를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노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이용하여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

와 안전한 채널을 형성한 후, IKE phase 2를 수행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IPsec SA를 분배하는 단계; 및

(e) 상기 IPsec SA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노드의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

일 네트워크에서 부트스트랩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a1) 상기 이동노드가 상기 로컬 네트워크의 액세스 라우터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a2) 상기 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소정의 난수 값을 기초로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액세스 라우터를 통해 상기

로컬 AAA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a3) 상기 로컬 AAA 서버는 Diameter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상기 AAA 요청 메시지를 상기 홈 AAA 서버로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부트스트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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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이동노드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기초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부트스트랩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부트스트랩핑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이애미터(diameter)

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부트스트랩핑을 지원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로 미국특허공보 US 6466571 B1이 있다. 이는 "Raduis-based mobile internet protocol(IP) address-to-

mobile identification number mapping for wireless communication"에 관한 것으로, RADIUS 인증서버에서 IP 주소와

단말 식별번호간의 매핑 정보를 유지하여, 홈에이전트에서 IP 주소에 기반한 위치정보 관리 없이 단말의 이동성을 지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홈에이전트에 이동 단말 측의 연결을 요청하는 패킷이 도달하면, 홈 에이전트 측에서 RADIUS 인

증서버 측에 해당 단말의 단말 식별번호를 질의한다. 홈 에이전트에서는 RADIUS 인증 서버에서 반환한 단말의 식별번호

를 이용하여, 이동 단말을 IP 네트워크에 접속시킨다. 따라서, 홈에이전트에서 이동단말의 IP 주소관리 없이 해당 단말의

네트워크간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IETF(www.ietf.org) AAA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Diameter Mobile IPv6 Application"은 AAA

(Authentication/Authorization/Accounting) 과정 한 사이클에 바인딩 업데이트, 홈에이전트 발견 및 바인딩 업데이트를

보호화기 위한 SA(Security Agreement) 키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AAA 과정 한 사이클에 바인

딩 업데이트, 홈에이전트 발견 및 바인딩 업데이트를 보호하기 위한 SA 키를 분배하여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한국등록특허공보 2000-87597호에는 "통합 인터넷 프로토콜 망에서의 인가/인증/과금 기능 구현방법"이 개시된다. 이는

차세대 이동 통신망 기반의 통합 인터넷 프로토콜(ALL-IP)망에서의 인가/인증/과금(AAA) 기능 구현 방법에 있어서, 코

어망(core network)에서의 인가/인증/과금 기능을 무선 접속망(RAN)으로 분산 수용하기 위하여, 무선 접속망에 인가/인

증/과금 기능을 위한 로컬 인가/인증/과금 서버를 구비하여 무선 접속망에서의 가입자에 대한 인증 요구시에, 로컬 인가/

인증/과금 서버가 가입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 결과를 코어망의 인가/인증/과금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로 알리는

방식을 취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다이애미터(diameter) 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동단말의 초기설정을 동적

으로 구성하며 안전한 AAA 인프라를 활용하고 네트워크간 로밍을 지원하는 부트스트랩핑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애미터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을 위한 시스

템의 일 실시예는,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이동노드; 상기 로컬 네트워크의 로

컬 AAA 서버를 경유하여 수신한 상기 AAA 요청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이동노드를 인증하고, 상기 이동노드에 대한 홈 에

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한 후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및 상기 홈 주소를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와 함께 상기 이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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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전송하고,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홈 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이용하여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한 후 IKE phase 2를 이용하여

IPsec SA를 상기 홈 에이전트와 분배하고, 상기 분배된 IPsec SA를 이용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의 홈 AAA 서버에서의 부트스트랩핑 방법의 일 실

시예는, (a) 이동 노드로부터 네트워크 접속 식별자를 포함하는 AAA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네트워크 접

속 식별자를 기초로 상기 이동 노드를 인증하고, 상기 이동 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하고,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는 단계; 및 (c) 상기 이동 노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

고,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상기 이동 노드로 전송하여 상기 이동 노

드와 상기 홈 에이전트 사이에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 방법의 일 실시예는, (a)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한 이동노드가 생성한 AAA 요청 메시지를 상기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 AAA 서버를 경유하여 홈 네트워크

의 홈 AAA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홈 AAA 서버가 상기 AAA 요청 메시지를 기초로 상기 이동노드를 인증하고,

상기 이동 노드에 대한 홈 에이전트 및 홈 주소를 할당하고,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는 단계; (c) 상기 홈 AAA 서버

가 상기 홈 에이전트의 주소, 상기 홈 주소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의 재료를 상기 이동노드로 전송하고, 상기 이동노

드의 인증 결과 및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상기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이동노드는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이용하여 상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안전한 채널을 형성한 후, IKE

phase 2를 수행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와 IPsec SA를 분배하는 단계; 및 (e) 상기 IPsec SA를 이용하여 상기 이동노드의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로써, 이동노드의 초기설정을 동적으로 구성하며 Diameter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을 위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

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을 위한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모바일 네트워크는 사용자 단말인 이동노드(100), 이동노드(100)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이동시 접근하는

액세스 라운터(110), 이동노드(100)가 접속한 로컬 네트워크에서 인증/인가/과금(AAA:Authenticaton/Authorization/

Accounting)을 수행하는 로컬 AAA 서버(120), 홈 네트워크에서 인증/인가/과금을 수행하는 홈 AAA 서버(130) 및 홈 네

트워크에서 이동노드(100)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140)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은 단말의 네트워크간 로밍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다이애미터(diameter) 프로토콜을 기반으

로 한다. diameter 프로토콜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공지의 기술이므로 이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

략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도 1에 도시된 각각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살펴본다.

이동노드(100)가 새로운 네트워크(로컬 네트워크)에 접근하면, 로컬 네트워크의 액세스 라우터(또는 attendent)(110)로

부터 랜덤값인 로컬 챌린지(LC:Local Challenge) 값을 포함하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Router Advertisement message)

를 수신한다. 그리고, 이동 노드(100)는 로컬 챌린지(LC), RPI(Replay Protection Indicator),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CR(Credential) 및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요청하는 부트스트랩 플래그 값(B_flag)이 '1'로 설정된 AAA 요

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액세스 라우터(110)로 전송한다.

액세스 라우터(110)는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LC 값을 검사하여 AAA 요청 메시지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RPI는

이동노드(100)와 홈 AAA 서버(130) 사이에 메시지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랜덤 값이고, CR은 이동

노드(100)에서 자신의 AAA 요청 메시지를 홈 AAA 서버(130)로부터 인증/인가 받기 위해서 생성하는 값이다. 그리고,

NAI는 사용자 단말인 이동노드(100)가 소정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이며, NAI에

대하여는 RFC 2486(The Network Access Identifier)(www.ietf.org)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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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라우터(110)는 이동노드(100)로부터 수신한 AAA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LC 값을

검사하여 메시지의 신규성(freshness)을 확인하고,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Diameter 메시지 형태를

갖는 ACR(AAA Clinet Requset) 메시지를 생성하여 로컬 AAA 서버(120)로 전송한다. 로컬 AAA 서버(120)는 이동노드

(100)의 홈 네트워크에 위치한 홈 AAA 서버(130)로 전송받은 ACR 메시지를 전송한다.

홈 AAA 서버(130)는 로컬 AAA 서버(120)로부터 전송받은 ACR 메시지에 포함된 NAI(RFC 2486)을 기초로 이동노드

(100)의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이 성공하면, 홈 AAA 서버(130)는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수의 홈 에이전트 중 이동노

드(100)에 대한 홈 에이전트(HA:Home Agent)(140)를 할당하고, 이동노드(100)에 대한 홈 주소(HoA:Home Address)를

할당한다. 그리고, 이동노드(100)와 홈 에이전트(140) 사이에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기 위하여 IKE(Internet Key

Exchang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여 설정한 IKE phase 1 보안 키는 홈 에이전트(140)로 전송하고,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는 이동노드(100)로 전송한다.

IKE는 phase 1 및 phase 2로 구성되면, phase 1은 IKE 협상 엔터티간에 안전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phase 2는 phase 1을 통해 엔터티간에 안전한 채널이 확보되면 확보된 안전한 채널을 통해 IPsec(Internet Protocl

Security) SA(Security Agreement)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KE는 RFC 2409(www.ietf.org)에 정의되어 있으며,

IETF 워킹그룹에서는 IKEv2(version 2)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발명은 이동노드(100)와 홈 에이전트(140)

사이에 안전한 채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표준화 진행에 따라 여러 버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 AAA 서버(130)는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수행 결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할당한 홈 에이전트

(140)로 전송하고, 홈 에이전트(140)는 수신한 인증 결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한다. 그리고, 홈 에이전트(140)

는 설정결과를 홈 AAA 서버(130)로 전송한다.

홈 AAA 서버(130)는 로컬 AAA 서버(120) 및 액세스 라우터(110)를 거쳐 이동노드(100)로 홈 에이전트의 주소, 홈 주소

및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동노드(100)는 전송받은 홈 에이전트 주소 및 홈 주소를 설정하고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로부터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한다.

이동노드(100)는 생성한 IKE phase 1 보안 키를 이용하여 홈 에이전트(140)와 안전한 채널을 확보하고, 확보한 안전한 채

널을 통해 IKE phase 2를 수행하여 홈 에이전트(140)와 IPsec SA를 분배한다.

그리고, 이동노드(100)는 IPsec SA를 이용하여 홈 에이전트(140)에 바인딩 업데이트(Binding Update)를 수행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이동노드(100)는 인접한 네트워크상의 액세스 라우터(110)로부터 LC(Local Challenge)를 포함하는 라

우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한다(S200). 그리고, 이동노드(100)는 LC를 이용하여 RPI(Reply Protection Indicator), NAI

(Network Access Identifier), CR(Credinetial) 및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요청하는 부트스트랩 플래그 값(B_flage)이

'1'로 설정된 AAA 요청(request) 메시지를 생성하여 액세스 라우터(110)로 전송한다(S205).

액세스 라우터(110)는 이동노드(100)로부터 AAA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LC 값을 검사하

여 메시지의 신규성을 확인하고, AAA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기초로 Diameter 메시지형식을 갖는 ACR(AAA

Client Request) 메시지를 생성한다. ACR 메시지의 형태는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ACR 메시지의 각각의 필드는 IETF에

서 표준화된 Diameter 규정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르며, User-Name AVP에는 사용자의 NAI 값이 저장된다. 또한,

MIPv6-Feature-Vector는 도 7과 같이 Unsigned 32 형식을 갖는다. 기존의 Diameter Mobil IPv6 Application 방식에

서는 십진수 1,2,4,8,16에 해당하는 플래그 값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를 확장하여 본 발명에서는 플래그값 '32'(십진수 표

기)를 부트스트랩핑 용청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규정한다.

상기와 같은 형태의 ACR 메시지는 로컬 AAA 서버(120)를 통하여 홈 AAA 서버로 전달된다(S215).

홈 AAA 서버(130)는 이동노드(100)가 제시한 NAI를 기초로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 후, ACR 메시지에 포

함된 MIPv6-Feature-Vector AVP를 검사한다. 홈 AAA 서버(130)는 MIPv6-Feature-Vector AVP 값의

Bootstrapping-Requested-Flag가 '1'로 설정되었을 경우, 이동노드(100)에 대한 홈 에이전트(140)를 할당하고, 홈 주소

를 설정하며,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한다(S220). 그리고, 홈 AAA 서버(130)는 할당한 홈 에이전트(140)로 인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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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전송한다(S225). 이 때, 사용되는 HOR(Home-Agent-MIPv6-Request) Diameter 커맨드

의 메시지 포맷은 도 8과 같다. IKE phase 1 보안 키는 HOR 메시지의 MIPv6-IKE-PSK-KEY AVP 내에 저장되어 전달

된다. 이외 각 필드는 IETF에서 표준화된 Diameter 규정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홈 에이전트(140)는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정보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한 후, 홈 AAA 서버(130)로 수행 결

과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230). 이 때, 사용되는 HOA(Home-Agent-MIPv6-Answer) Diameter 커맨드의 포

맷을 도 9와 같다. 각 필드는 IETF에서 표준화된 Diameter 규정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른다.

홈 AAA 서버(130)는 홈 에이전트(14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결과, 홈 에이전트의

주소, 홈 주소 설정 값 및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로컬 AAA 서버(120)를 거쳐 액세스 라우터(110)로 전송한다

(S235,S240). 이 때, 사용되는 ACA(AAA Client Answer) Diameter 커맨드의 메시지 포맷을 도 10과 같다. 각 필드는

IETF에서 표준화된 Diameter 규정에서 정의된 의미를 따르며, IKE pahse 1 보안 키 재료는 ACA 메시지의 MIPv6-IKE-

PSK-MAT AVP 내에 저장된다. 또한, 이동노드(100)에 할당된 홈 에이전트의 주소는 MIPv6-Home-Agent-Address

AVP 에 저장되며, 이동노드(100)의 홈 주소는 MIPv6-Mobile-Node-Address AVP에 저장된다.

액세스 라우터(110)는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결과에 따라 이동노드의 접근 권한을 설정한 후 이동노드(100)로 AAA

응답 메시지(reply message)를 전송한다(S245). AAA 응답 메시지는 인증 결과, 홈 에이전트의 주소(HA), 홈 주소(HoA)

및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포함한다.

이동노드(100)는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이용하여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하여 홈 에이전트(140)와 안전한 채

널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동노드(100)는 확보된 안전한 채널을 통해 홈 에이전트(140)와 IKE phase 2 협상과정을 진행하

여 IPsec SA를 분배한다(S250).

이동노드(100)는 IPsec SA를 이용하여 바인딩 업데이트(Binding Update) 메시지를 홈 에이전트로 전송하고(S255), 홈

에이전트로부터 바인딩 업데이트 결과에 대한 응신 메시지(Binding Acknowledge Message)를 수신한다(S260).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이동노드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이동노드(100)는 액세스 라우터(110)로부터 라우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한다(S300). 그리고, 이

동노드(100)는 라우터 광고 메시지에 포함된 LC 를 이용하여 AAA 요청 메시지를 생성한다(S310). 생성된 AAA 요청 메

시지는 이동노드(100)로부터 액세스 라우터(110), 로컬 AAA 서버(120)를 거쳐 홈 AAA 서버(130)로 전송된다(S310).

이동 노드(100)는 AAA 요청 메시지의 전송 후 홈 AAA 서버(130) 및 홈 에이전트(140)에서 수행한 소정의 결과를 포함하

는 AAA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S320). AAA 응답 메시지는 홈 AAA 서버에서의 이동노드의 인증 결과, 홈 에이전트의

주소, 홈 주소 및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 등을 포함한다.

이동 노드(100)는 AAA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 결과가 인증 성공이면(S330), 부트 스트랩 정보(홈 에이전트 주소, 홈

주소)를 설정하고(S340), AAA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IKE phase 1 보안 키 재료를 기초로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한

다(S340).

이동노드(100)는 IKE phase 1 보안 키를 생성하여 홈 에이전트(140)와 안전한 채널을 확보하면 IKE phase 2를 수행하여

IPsec SA를 홈 에이전트(140)와 분배한다. 그리고, 이동노드(100)는 IPsec SA를 이용하여 BU(Binding Update) 메시지

를 홈에이전트로 전송하고(S360), 홈 에이전트로부터 BA(Binding Acknowledge) 메시지를 수신한다(S380).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홈 AAA 서버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4를 참조하면, 홈 AAA 서버(130)는 ACR(AAA Clien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다(S400). 홈 AAA 서버

(130)는 ACR 메시지에 포함된 이동노드(100)의 NAI 정보를 기초로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S405). 인증

이 실패하면(S410), 홈 AAA 서버(130)는 인증실패응답 메시지를 생성하고(S460), 인증이 성공하면(S410), ACR 메시지

의 MIPv6-Feature-Vector AVP를 통하여 부트스트랩을 요청하는 플래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한다(S415).

부트스트랩을 요청하는 Bootstrapping-Requested 플래그가 설정되어 있으면, 홈 AAA 서버(130)는 이동노드(100)에 대

한 홈 에이전트(140)를 할당하고(S420), 이동노드(100)에 대한 홈 주소를 설정하며(S425),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

한다(S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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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홈 AAA 서버(130)는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결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할당한 홈 에이전트(140)로 전

송하고(S435), 홈 에이전트(140)로부터 처리 결과를 수신한다(S440). 처리 결과 수신 후, 홈 AAA 서버(130)는 인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고(S445), 인증 성공 응답 메시지에 부트스트랩 정보(홈 에이전트의 주소, 홈 주소, IKE phase 1 보

안 키 재료 등)를 추가한 후(S450), 이동노드(100) 측으로 인증 성공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455).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홈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이다.

도 2 및 도 5를 참조하면, 홈 에이전트(140)는 홈 AAA 서버(130)로부터 이동노드(100)에 대한 인증 결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수신한다(S500). 그리고 홈 에이전트(140)는 인증 결과 및 IKE phase 1 보안 키를 설정하고(S505,S510),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S515).

홈 에이전트(140)는 이동노드(100)와 IKE phase 1 보안 키를 이용하여 안전한 채널을 확보한 후 안전한 채널을 통해 IKE

phase 2를 수행하여 IPsec SA를 설정한다(S520). 그리고, 홈 에이전트(140)는 IPsec SA를 이용하여 이동노드(100)로부

터 BU(Binding Update) 메시지를 수신한 후(S530), IPsec SA를 이용하여 이동노드(100)로 BA(Binding Acknowledge)

메시지를 전송한다(S535).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Diameter 기반의 모바일 IPv6 프로토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에서 이동 단말의 초기설정을 동

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부트스트랩핑시 안전한 AAA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간 로밍을 지원

하는 Diamete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모바일 IPv6 프로토콜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애미터(diameter)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을 위한 시스템의 일 실시예의 구

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다이애비터 기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부트스트랩핑 방법의 일 실시예의 흐름을 도시한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이동노드(Mobile Node)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홈 AAA 서버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홈 에이전트(Home Agent)의 관점에서 기술한 흐름도,

도 6은 ACR 메시지의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MIPv6-Feature-Vector의 메시지 형태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HOR(Home-Agent-MIPv6-Request) Diameter 커맨드의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HOA(Home-Agent-MIPv6-Answer) Diameter 커맨드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10은 ACA(AAA Client Answer) Diameter 커맨드의 메시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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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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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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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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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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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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