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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액세스로의 직접적인 무선 액세스를 포함한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

요약

컴퓨터 네트워크로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를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는 
무선 전송 매체를 통해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 상에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무선 서
비스 케리어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방법은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와 같은 통신 섀시에서 디지털 데
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a)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
호 또는 (b)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와 관련된 전화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에 접속된 근거리 또는 원거리 텀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데이터를 컴퓨터 네트워크용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
내에서, 상기 전송된 인증 데이터로부터 원격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인증받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결정 단계로부터의 결과를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통지하고 상기 결정 단계가 긍정적인 응답을 발생하는 경우에 데이터 소오스의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
스를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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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무선 사용자
(예를 들어 셀룰러 전화 모뎀을 구비한 컴퓨터)를 코포레이트 백본 LAN 또는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
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통해 다이얼링하는 원격 사용자에
게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LAN) 또는 광역 네트워크(WAN)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액세스는 기술 분야에 공지
되어 있다.  상기 장치들은 본원의 출원인인 3콤 코포레이션(미국 로보틱 액세스사의 후신)에 의해 유용
화되었다.  3콤 코포레이션의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Total Control Network Enterprise Hub)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서버이다.  이는 "데이터 통신용 전화 통화 교환 및 경로 설정 기술(Telephone Call Switching 
and Routing Technique for Data Communications)"로 등록된 Baum 등의 미국 특허 제 5,577,105호 및 "모
뎀 입출력 신호 처리 기술(Modem Input/Output Signal Processing Technique)"로 등록된 Walsh등의 미국 
특허 제 5,528,595호에 개시되었다.  상기 Walsh 등과 Baum등의 특허는 모두 본 발명에서 참조문으로 인
용되었다.

Walsh 등과 Baum등의 특허에서 개시된 네트워크 액세스는 멀티플렉싱된(다중화된) 디지털 전화 회선으로
의 인터페이스와, 원격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에 대한 신호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모뎀 및 모뎀으
로부터의 변조된 데이터를 LAN과 WAN상으로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시분할 다
중화된 버스를 포함하는 고속의 미드플레인 버스(midplane bus)는 전화 회선의 채널과 모뎀 사이에 신호 
경로를 제공한다.  상기 고속 미드플레인 버스는 모뎀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결합시키는 병렬 버스를 
또한 포함한다.

단일 섀시(chassis)의 이러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구조는 여러 응용, 특히 공동 네트워크 액세스에 매
우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는 또한 지상에 근거한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매우 인기 있다.  단일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
공업자는 매우 많은 양의 동시 인터넷 액세스 호출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다수의 원격 사용
자와 호스트 컴퓨터 사이에 전 이중 통신(full duplex communication)을 제공할 수 있다.

무선 사용자용 인터넷 액세스 기술이 출현하였다.  무선 서비스에 대한 두가지의 경합중인 표준 서비스 
방식, 즉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본 발명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한 표준 서식 IS-130 및 
IS-135에 개시되었음)와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 본 발명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한 표준 서
식 IS-99에 개시되었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준 방식은 음성 및 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특징적인 많은 
세트의 디지털 무선 통신을 규정한다.  상기 두개의 표준 방식은 다중 사용자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가 
무선 인터페이스상에서 다중화되는 방법에서 상이하다.

상기 두가지의 무선 기술에 따라, 무선 사용자는 데이터를 이동 교환국에 전송한다.  이동 교환국은 PSTN
으로의 접속, 소정의 다중화 및 제어 기능 및 이동중인 사용자에 대한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다수의 원
격 무선 사용자로부터의 다중화된 데이터는 (프레임 릴레이와 같은) 고속 통신 포맷을 통해 PSTN의 통신 
엘리먼트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무선 사용자에게 특히 적합한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네
트워크 액세스 서버가 하나 이상의 인증 서버와 조합하여 인터넷 및 공동 네트워크 인증, 및 액세스를 제
공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는 PSTN 및 인터넷에 접속된 터미널 장
비(단말기)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도록 TDMA 또는 CDMA 이동 전화에 접속된 단말기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
을 제공한다.  게다가,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가입자가 되는 다수의 원격 사
용자를 위한 인터넷 액세스 방법을 제공하며, 이에 의해 다른 종류의 인터넷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능력에 있어서의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발명의 요약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
스는 디지털 데이터를 발생시켜 무선 전송 매체를 통해 무선 서비스 케리어로 전송한다.  상기 무선 서비
스 케리어는 통신 섀시 또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버로의 전송을 위해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상에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방법은 통신 섀시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
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a)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는 (b)디지털 데이터 소오
스와 관련된 전화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통신 섀시는 인증 데이터를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접속된 근거리 또는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
를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용 네트워크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는 전송된 인증 데
이터로부터 원격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것이 허용되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반응하여 인증 서버는 상기 결정 단계의 결과를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알린다.  원격 사용자에게는 상
기 결정 단계가 긍정적인 대답인 경우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LAN(Local Area Network) 또는 WAN(Wide Area Network)을 통해 통신 섀시에 링크된 터널링 서버를 식
별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소오스로부터 상기 터널링 서버로의 디지털 
데이터의 경로를 설정하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한다.  터널링 서버의 식별은 원격 사용자 전화번호 또는 
다이얼링된 번호와 같은 원격 사용자로부터의 인증 데이터로부터 결정된다.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인증 서버에서 통신 장치 및 터널링 서버 사이의 디지털 데이터 터널링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소오스에 대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선택하므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 단계는 예를 들어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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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 룩업 테이블에서 터널링 서버 및 (예를 들어 원격 사용자의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식별된) 원격 
사용자와 관련된 필수 프로토콜을 검색하므로써 실행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터널링 프로토콜에 따
라 터널링 서버를 통해 경로 설정된다.  PPTP 또는 TELNET 프로토콜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액세스 인증의 제 2 단계(phase)는 선택적으로 제공되며, 원격 사용자와 승인 서버 또는 터널링 서버 사
이에서 발생하는 패스워드 인증 루틴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주요한 목적은 무선 사용자와 같은 원격 사용자를 위하여 인터넷 및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직접적인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
터 보다 명확하여 질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기술들은 도면을 참조한 아래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사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액세스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2는 무선 사용자뿐만 아니라 PSTN을 통해 전화를 거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도 1의 통신 섀시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간략화된 기능적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a는 아날로그 모뎀 호출이 지원되지 않은 실시예에 적합한 통신 섀시의 간략화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3은 원격 사용자와 도 1의 터널링 서버 사이의 터널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다.

도  4는  도  1의  통신  섀시와  인증  서버  사이의  승인  및  회계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다.

도 5는 목적지 단말기와 사용자를 접속시키는 루터와 원격 다이얼 사용자 사이의 비터널링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출 승인 시나리오의 PPTP 프로토콜 터널링에 대한 호출 흐름
도를 도시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출 승인 시나리오의 TELNET 프로토콜 터널링에 대한 호출 흐
름도를 도시한다.

도 8은 인증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호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9는 터널링 서버 액세스 거부 시나리오에 대한 호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0은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절차의 제 2 단계로서 로그인 패드워드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PPTP 프로토
콜에 대한 인증 실패 시나리오의 호출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11은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절차의 제 2 단계로서 로그인 패드워드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TELNET 프로
토콜에 대한 인증 실패 시나리오의 호출 흐름도를 도시한다.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될 수 있는 무선 장비(12,14)의 사용자를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액세스 
시스템(10)을 도시한다.  무선 모뎀 또는 무선 개인 정보 이동 단말기(PDA : Personal Data Assistant)를 
구비한 랩탑 컴퓨터(12)와 같은 원격 장치는 TDMA 또는 CDAM 표준에 따라 무선 모뎀을 통해 무선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16)와 통신한다.

무선 네트워크(16)는 이동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하며, 이것은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 접속, 제어 기능 및 무선 사용자를 위한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무선 원격 통신 네
트워크(16)내의 엘리먼트이다.  도 1의 실시예에 있어서, MSC는 근거리 통화 영역내의 통신 섀시(20)로의 
전송을 위한 고속 데이터 프레임 릴레이 회선(FR)에 원격 무선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를 위치시킨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섀시(20)는 프레임 릴레이 회선(FR)과의 인터페이스로 수정된 3콤 코포레
이션의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와 같은 집적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를 포함하여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은 
터널링, 인증 및 회계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섀시(20)는 이서넷(Ethernet) 또는 다른 근거리 통신망(ETH)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백본 네트
워크(26)를 통해 CDMA/TDMA 무선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백본 네트워크(26), 인터넷 또
는 공동 또는 전용 LAN/WAN(24)과 같은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섀시
(20)는 PSTN 및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기와의 상호 통신을 위하여 CDMA 또는 TDMA 이동 전화에 
접속된 단말기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가능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섀시
(20)는 전화 회사 중앙국(TELCO CO)에 설비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에 의해 관리된다.  섀시
(20)는 회선(FR)상의 근거리 호출로서 무선 사용자(12,14)로부터 무선 네트워크(16)내의 MSC를 통해 호출
을 수신한다.

무선 단말기(12,14)는 통신 섀시(20) 및 터널링 서버(30) 사이에서 LAN 또는 WAN 회선(28)을 통해 터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공동/전용 네트워크(24)를 액세스한다.  터널링 서버는 공동/전용 네트워크(24)에 
접속되고 통신 섀시(20)에 접속된 백본 네트워크(26)를 통해 접속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터널
링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된  (1996년  6월)  PPTPRFC,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명령  조서( 
publicly  available  Request  for  Comments  document)에  개시된  포인트와  포인트간의  터널링 프로토콜
(PPTP : Point to Point Tunneling Protocol)에 따른다.  물론 터널링은 L2TP와 같은 다른 최근의 프로토
콜 및 등가적인 프로토콜에 따를 수 있다.  PPTP 및 L2TP가 비-PPP(포인트와 포인트 간의) 비동기 프로토
콜을 지원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TELNET 프로토콜이 회선(28)을 통해 비-PPP 비동기 트래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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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링시키도록 사용된다.  바람직하게 터널링 서버는 또한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 또는 등가물과 같은 
집적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이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초기의 전화 회선에 의한 서버(통신 섀시(20))의 위치를, 중간 네트워크가 
전화 회선에 의한 프로토콜 접속(PPP)을 종료하고 터널링 서버(30)에서 목표 네트워크(22 또는 24)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위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목표 네트워크로서 인터넷(22)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이러한 구조는 또한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지원하여, 원격 무선 사용자가 도 1에 
도시된 공동 통합망(24)과 같은 그들의 공동 또는 전용 네트워크로의 긴밀한 액세스를 얻도록 한다.

상기 구조는 중앙국에서 근거리 통신 섀시(20)를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ISP의 고객뿐만 아
니라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고객을 위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백본 네트워크(26)에 접속된 하나 이상의 인증 서버(32A, 32B)를 사용하여 달
성된다.  인증 서버(32A, 32B)는 제 1 ISP 고객을 위한 인증 및 액세스 인증을 수행한다.  제 2 터널링 
서버(34)는 전용 회선(36)( 또는 LAN 또는 WAN)을 통해 접속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제 2 ISP의 백본 네
트워크(38)에 접속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인증 서버(32A)는 통신 섀시(20)를 관리하는 제 
1 ISP에 대한 그것의 고객 베이스의 프로파일을 가지며, 간단하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 장치(2
0)로 전화를 거는 원격 사용자가 ISP 백본(26)을 통한 인터넷(22)으로의 액세스를 허용 받았는 지의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고객중 하나로부터 발원한 호출에 기인하여) 액세스
가 허용되면, 상기 호출은 네트워크(22)를 통해 인터넷으로 경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에서 설
명될 다른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본 발명은 원격 사용자(12)로부터의 호출이 호출 발원자의 전화번호 및 다이얼링된 전화 번호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상기 정보는 제 1 단계의 인증 메카니즘으로 사용된다.  인증 서버
(32A)가 제 1 단계의 인증을 수행하여 (예를 들어 전화 번호가 고객 전화 번호의 테이블에 매칭되지 않는
다는 것에 기인하여) 원격 사용자가 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고객중 한명이 아니고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고객인 것을 결정하면, 인증 서버(32A)는 인증 요구가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백본(38)에 접속된 제 2 인증 서버(40)를 향하도록 하고, 제 1 단계의 인증이 수행된다.  이러한 통신은 
인증 서버(32A) 및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인증 서버(40)와의 사이에 전용 회선
(42, 예를 들어 임차 회선, POTS 회선 등)을 제공하므로써 유용하게 된다.

인증이 긍정적인 대답을 발생한다면, 인증 서버(40)는 인증 서버(32A)로 결과를 알리고 원격 무선 사용자
(12)에게는 네트워크(26)를 통해 또는 터널링 서버(34)를 경유하여 인터넷(22) 액세스가 주어지고 또는 
선택적인  제  2  단계의  패스워드  타입의  인증이  원격  사용자(12)와  제  2  인증  서버(40)  사이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조합된 특징은, ISP에 또는 통신 섀시(20) 및 인증 서버(32A)의 다른 전체적인 관리에 그것의 고
객에게 제공하는 특징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능력을 허용한다.  ISP가 다른 인터넷 제공업자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가능케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같은 서비스에 대한 세입을 발생시킨다.  무
선 사용자에 대하여, 인터넷 또는 공동 네트워크 액세스는 무선 네트워크(16)를 통한 통신 장치(20)로의 
근거리 통화의 문제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통신 섀시(20)는 집적된 범용 계산 플랫폼을 통합하는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 즉 3COM corporation의 상업적으로 유용한 EdgeServer
TM
 카드와 같은 확실한 통신 플랫폼이다.  

상기 제품은 통신 섀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WINDOW NT
TM
과 같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독립형의 운영 시스

템뿐만 아니라 RADIUS(원격 인증 다이얼 사용자 서비스 : Remote Authentication Dial In User Service)
와 같은 다른 원격 액세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동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상술한 인터넷 액세스 방식에 
있어서, 회계 및 인증 기능은 바람직하게 RADIUS 프로토콜 또는 상업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지된 회계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되며, 상기 프로토콜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하고 1997년 1월
에 RFC(Request for Comments) 2058에 개시된 널리 공지된 프로토콜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증에 대한 두가지의 단계는 네트워크(26)를 통한 액세스가 허용
된  무선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22)  또는  공동/전용  네트워크(24)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구현된다.  인증의 제 1 단계는 원격 사용자(12,14)에 의해 다이얼링된 호출 번호 및 무선 사용자(12,1
4)의  호출  번호에  기초한다.(사용자의  전화  번호는  컴퓨터(12)  또는  PDA(14)와  관련된다)   (PPP  및 
TELNET 터널링을 위한) 인증의 제 2 단계는 테스트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 인증 프로토콜 또는 (PPP 터
널링만을 위한) 챌린지/응답 프로토콜에 의존한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아래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도 1을 참조하여, 통신 장치(20)는 또한 바람직하게 통신 장치 내의 인터넷 인터페이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비-터널링 인터넷(22)의 액세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실패의 경우, 통신 장치는 두 가지의 인증 단계, 
PPP 프로토콜의 종료를 수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트래픽을 경로 설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가능한 실시예는 통신 장치(20)가 이동 또는 지상에 기초한 데이터 호출을 위하여 직접 
PSTN 접속을 제공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상술한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와 같
은 통신 섀시(20)는 필수적인 모뎀, 전화 회선 인터페이스 및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처리 회로를 포함
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또한 근거리 전화 회사인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인터넷 액세스를 사용하여, 통신 장치(20)는 이동체로부터 발생한 데이터 호출 동안에 이동 데이
터에 의해 생성된 ATD 명령내에서 호출된 번호를 추출하거나 또는 스크린한다.  대부분의 호출된 번호에 
대하여, 통신 장치(20)는 표준 PSTN 모뎀 호출로서 상기 호출을 처리한다.  그러나, 호출된 번호가 인터
넷 액세스와 관련된다면, 통신 섀시(20)는 호출된 번호와 관련된 (ISP의 백본 네트워크(26) 상의 또는 전
용 회선(36,42)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섀시(20)에 접속된) 인증 서버(32A)를 사용하여 제 2 단
계의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서버(32A)는 원격 사용자가 인터넷(22) 또는 인증 서버(32A)에 의해 서비스
가 제공되는 네트워크(24)를 액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인증 받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도 2는 무선 사용자뿐만 아니라 PSTN을 통해 전화를 거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1의 통신 섀
시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0)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기능적 블록도를 간략하게 도시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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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섀시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PSTN 접속이 가능한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기인한 추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도 2에 도시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
0)는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의 현재의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및 디자인이며, 상업적으로 유용한 본 
출원인의 제품이다.  기술 분야의 다른 제조업자의 집적된 액세스 서버도 본 발명의 특징을 제공하기 위
해 요구된 바와 같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명세서에 제시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시분할 디지털 전화 회선(T1,E1) 및 ISDN 1차군 인터페이스(PRI) 회선뿐만 아니라 프레임 릴레이 회선에 
접속된 전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50)를 포함한다.  상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프레임 릴레
이 회선(FR)상에서 무선 서비스 교환기를 통해 무선 원격 사용자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한다.  인
터페이스 카드(50)는 전화 회선을 물리적으로 수신하는 커넥터, 및 입중계 신호(incoming signal)로부터
의 클록 신호 및 데이터를 복원하고 입중계 및 출중계(outgoing) 데이터 스트림이 케리어의 타임 슬롯으
로 호출을 위치하도록 하는 다중화 및 역다중화(demultiplexing) 기능을 수행하는 CSU 회선 인터페이스 
유니트를 포함한다.  상기 카드(50)는 NIC/NA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카드) 
버스(54)를 통해 입중계 전화 신호를 T1/E1/ISDN PRI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카드(56)로 전송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  카드(56)는  프레임  릴레이  시분할  다중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회복된  전화  회선 
데이터, T1 DS0 채널 데이터 또는 ISDN PRI 신호에 통합된 ISDN 2B+D 채널 데이터에 프레이밍(framing)을 
제공하고, 이어 시간/공간 스위치를 사용하여 내부 섀시 버스 미드플레인(52)의 일부인 시분할 다중화 버
스(60)상의 타임 슬롯으로 채널 데이터를 스위칭한다.

입중계 호출이 무선 서비스 중앙국으로부터 유래하여 프레임 릴레이 회선 상의 서버에 도달하는 경우, 중
앙국은 모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소정의 신호 변환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며, TDM 버스(60)를 
통해 경로 설정 및 LAN/WAN 인터페이스 카드(62)로 경로 설정된다.  토탈 제어망 통합 허브에 있어서, 상

기 카드(62)는 "EdgeServer"
TM
 카드로 공지되어 있으며, Ascend, Livingston 및 다른 제작사의 호환 네트

워크 액세스 장치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상기 "EdgeServer"
TM
 카드(62)는, LAN/WAN 인터페이스 

또는 터널링 서버를 통해 직접적으로 목적지로 전송하기 위하여 TCP/IP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을 
어셈블링하는 한쌍의 Munichs 칩을 구비한다.

PSTN에 접속된 사용자로부터 유래하고 신호 전송이 요구된 호출에 대하여, TDM 버스(60)는 상기 호출을 
다수의 모뎀 모듈 또는 카드(64)내의 모뎀으로 향하도록 한다.  상기 내부 섀시 버스(52)는 디모듈레이션
/신호 변환 이후에 데이터를 EdgeServer 카드(62)내의 경로 설정 엔진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64)내의 

모뎀을 EdgeServer
TM
 카드(63)에 접속시키는 고속 병렬 패킷 버스를 추가로 포함한다.  상기 모뎀을 직렬 

인터페이스(65)에 접속시키기 위한 다수의 유사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63)가 또한 제공된다.

전화 회선 인터페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카드(50,56), 모뎀 카드(63,64), (TDM 및 병렬 버스(60,58)를 각

각 포함하는) 내부 섀시 버스 복합체(52) 및 EdgeServer
TM
 카드(62)의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66)는 

" 데이터 통신용 전화 통화 교환 및 경로 설정 기술(Telephone Call Switching and Routing Technique 
for Data Communications)"로 등록된 상술한 Baum 등의 미국 특허 제 5,577,105호 및 "모뎀 입출력 신호 
처리  기술(Modem  Input/Output  Signal  Processing  Technique)"로  등록된  Walsh등의  미국  특허  제 
5,528,595호의 구성 회로 및 동작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바람직한 내부 섀시 버스의 상세한 
구조는,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한 "모뎀 백플레인 기술(Modem backplane Technique)"로 등록된 
3Com Corporation에 양도된 Panzarella 등의 미국 특허 제 5,416,776호에 개시되어 있다.  관리 카드에 
의한  섀시의  관리도  역시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한  "모뎀  백플레인  기술(Modem  backplane 
Technique)"로 등록된 3Com Corporation에 양도된 Panzarella 등의 미국 특허 제 5,436,61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엘리먼트는 또한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한 토탈 통합 제어망 허브 제품을 위한 공
중 사용 오퍼레이터 편람에 개시되었다.

EdgeServer
TM
 카드(62)는 상업적으로 유용 가능한 독립형 또는 (WINDOWS NT

TM

 과 같은) 쉐어웨어 운영 시스

템을 구동하는 범용 계산 플랫폼(70)을 포함한다.  상기 카드(62)는 본 발명에서 참조문으로 인용된, 계
류중인 Willam Verthein 등의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호에 보다 상세히 개시되었다.

전화 회선 및 어플리케이션 카드, 모뎀 카드 및 관리 카드(도시되지 않음) 및 카드(62)의 상세한 사항은 
공중 사용 가능한 제품에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사용 가능한 문헌들에 이미 개시되었고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이 이러한 회로를 설계 및 제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 액세스 섀시
(10)의 이러한 부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부가적으로, 통신 섀시(10)의 구조 또
는 설계와 관련한 세부 사항도 역시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EdgeServer
TM 
카드(62)는 TDM 버스(60)를 통한 프레임 릴레이(FR) 회선으로부터의 채널 데이터를 수신하는 

TDM 인터페이스(72)를 포함한다.  계산 플랫폼(70)은 집적 중앙 처리 유니트(CPU : 74)를 구비한 기성품
의 IBM 호환 개인 컴퓨터 및 키보드, 플로피 디스크, 모니터 및 마우스를 위한 주변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  계산 플랫폼은 또한 내부 저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76)를 포함한다.  계산 플랫폼은 또한 모뎀 모
듈(64)내의 모뎀으로부터의 데이터 패킷을 범용 계산 플랫폼(70)에 의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포맷으로 어
셈블링하는 패킷 어셈블리 및 디스어셈블리 회로(78)를 포함한다.  범용 계산 플랫폼은 일반적인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66)와 NIC/NAC 버스 접속(80)을 통해 통신한다.  계산 플랫폼은 또한 제 2 ISA 버스(82)를 
통해 외부 저장 확장 버스 인터페이스(84)와 통신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통신 섀시(20)의 메모리 용량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외부 디스크 드라이버 또는 다른 적합한 저장 장치에 접속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있어서, 아래에서 설명될 통신 섀시(20)에서의 터널링 및 인증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EdgeServer 
TM
 카드(62)의 범용 계산 플랫폼(70)에 로드된다.

제시된 바와 같이, 도 2의 통신 섀시에 의해 제공된 구조 및 특징은 ISP 백본, 공동 네트워크 또는 인터
넷에 무선 네트워크상의 원격 사용자를 상호 접속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많은 특징
을 제공한다.  도 2a는 PSTN 종료 기능이 통신 장치에 제공되지 않은 실시예에 적합한 모뎀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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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안적인 장치의 간략화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2a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회선 인터페이
스 유니트, 역다중화 회로 및 프레이밍 회로를 포함한 프레임 릴레이 인터페이스(100)는 하나의 모듈로 
제공된다.  상기 인터페이스(100)는 TDM 버스 복합체(102)내의 타임 슬롯상에 채널 데이터를 위치시키며, 
상기  복합체는  LAN/WAN  인터페이스(104)와  인터페이스(100)를  접속시킨다.   상기  LAN/WAN 인터페이스
(104)는 바람직하게 기성품의 이서넷 또는 호출 경로 설정, 인증, 터널링 및 아래에 설명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로드된 범용 계산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정된 다른 표준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다.

도 1, 도 2 및 도 2a를 참조하여,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12)를 컴퓨터 네트워크(24,22 (예를 들어 공동/
전용 네트워크,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등))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이 인정된다.  디지
털 데이터 소오스(12)는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고, 무선 전송 매체를 통해 무선 서비스 케리어와 통신한
다.  상기 케리어는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예를 들어 FR)상에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방법은,

(1)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또는 통신 섀시(20)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 (a)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12)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는 (b)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와 관련된 전화 
번호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2) 통신 장치(20)와 접속된 근거리 또는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데이터를 컴퓨터 네트워크
(24,22)용 네트워크 인증 서버(32A 또는 32B)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26)를 통해 통신 섀시(20)에 링크되며;

(3) 인증 서버(32A)에서, 전송된 인증 데이터로부터 원격 사용자의 컴퓨터 네트워크(22,24)로의 액세스가 
허용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응답하여 상기 인증 서버(32A)는 상기 결정 단계
의 결과를 통신 섀시(20)에 통지하며 상기 결정 단계가 긍정적인 응답을 발생하는 경우에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12)가 컴퓨터 네트워크(24 또는 22)를 액세스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12)에게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
하기 위해 사용되는, 근거리 또는 원거리 네트워크(26)를 통해 통신 섀시(20)에 링크된 터널링 서버(30 
또는 34)를 식별하고, 컴퓨터 네트워크(24)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12)로부터
의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터널링 서버로 경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터널링 서버의 식별은 입중계 호출로부터 추출된 인증 데이터(즉 다이얼링 번호 또는 다이얼링되는 번
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인증 서버(32A 또는 32B)에서 본 발명은 또한, 통신 장
치(20)와 터널링 서버(30) 사이에서 데이터를 터널링시키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
(12)에 대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결정하므로써,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 단계는 예를 들어 소프트웨
어 룩업 테이블에서 터널링 서버 및 (원격 사용자 전화 번호에 의해 식별된) 원격 사용자(12)와 관련된 
필수 프로토콜을 검색하므로써 실행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과 관련된 터널링 
서버를 통해 경로 설정된다.  PPTP 또는 TELNET 프로토콜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련하여 사용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도 2의 통신 섀시(20)는 또한 T1/E1/ISDN 인터페이스(50/56)를 통해 PSTN으로
의 액세스를 제공한다.  통신 섀시(20)는 디지털 데이터를 원격 사용자(12)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위
한 목적지로 경로 설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 섀시(20)는 컴퓨터 네트워크(22,24)로의 직접 네트
워크 액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호출이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도 1의 컴퓨터(13)와 같은 원격 단말기
로 전송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섀시내의 모뎀을 통한 신호 변조를 제공한다.  통신 섀시(20)가 PSTN접
속을 제공하는 방식은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상술한 Walsh 등의 특허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액세스 실시예에 있어서, 제 2 인증 단계의 루틴은 원격 사용자가 지정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1) 터널링 
서버(30)  또는  (2)  인증  서버(32A)와  원격  사용자  사이에서  또는  (3)  인증  서버(32A)와  터널링 서버
(30/34) 사이에서 PAP 또는 CHAP 루틴과 같은 패스워드 인증 절차를 수행하므로써 수행되며, 상기 루틴들 
모두는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에 의해 제 2 인증 단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 있어서,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또는 고속 전화 회선을 통해 사용자(12)로부터의 
전화 통화를 수신하는 통신 섀시(20)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한 사용에 인터넷 액세스 방
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1) 근거리 또는 원거리 네트워크(26)를 통해 인증 서버(예를 들어 32A 또는 32B)에 네트워크 액세스 서
버(20)를 접속시키는 단계;

(2) 사용자로부터의 입중계 호출로부터 (a) 사용자(12)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는 (b) 사용자 관련된 
전화 번호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3)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로부터의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 입중계 호출로부터 추출된 네트워크 인
증 데이터를 인증 서버(32A 또는 32B)로 경로 설정하는 단계;

(4)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터널링 서버(예를 들어 34)를 식별하여 터널링 서버의 
통신 섀시(20)를 통지하는 단계; 및

(5) 통신 섀시(20)로부터의 디지털 데이터를 터널링 서버(34)로 터널링시키는 단계; 및

(6) 상기 터널링 서버를 사용하여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인터넷 상에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터널링 단계 동안 사용자를 위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단
계와 동시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인증 서버(32A 또는 32B 또는 40)는 원격 사용자의 특성, 지정된 터널
링 서버의 필요 조건 또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 시용자를 특정 터널링 프로토콜(PPTP 또는 TELNET)과 관
련시킨다.  이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증 서버(32A)의 메모리 내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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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본 발명은 (도 2의)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0)를 포함한 무선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 서비
스 제공업자 시스템을 고려하며,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는,

(1) 무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을 수신하는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FR) 인터페이스 및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인터넷 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예를 들
어 도 2의 WAN 인터페이스(66)); 

(2) 통신 매체(26)를 통해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0)에 링크되어 무선 인터넷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데
이터로부터 추출된 인터넷 액세스 인증 데이터에 응답하는 인터넷 액세스 인증 서버(예를 들어 32A); 및

(3) 상기 인증 서버(32A)내에 무선 인터넷 사용자(12)가 인터넷을 액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 지의 
여부를 상기 인터넷 액세스 인증 데이터로부터 결정하기 위한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넷 인증 서버
는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0)에 인증 회답을 응답적으로 전송한다.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20)는 인
증 서버로부터의 인증 응답에 반응하여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액세스하도록 하거나, 무선 인터
넷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에 대한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사
용자가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고객인 경우에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다
른 인증 서버(예를 들어 도 1의 40)로 인증 질의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현에 관련된 추가의 상세 항목은 도 3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도 3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백본 네트워크(26)의 원격 사용자(12), 통신 섀시(20), 루터(도시되지 않
음) 및 지정된 도 1의 터널링 서버(30 또는 34) 사이에서의 터널링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토콜 스택 및 
구조를 도시한다.  도 3에 있어서, 범례(L1,L2)는 (데이터 링크 층과 같은) 하위 레벨의 프로토콜을 나타
낸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PPP는 포인트와 포인트간의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TCP는 전
송 제어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용어(Async)는 원격 사용자(12)와 관련된 비동기 프로토콜을 나타내며, 
TELNET 프로토콜은 섀시(20)와 터널링 서버 사이에서의 비동기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통신 섀시(20)는 
IP 및 하위 레벨의 프로토콜을 통해 실행되는 PPTP 또는 TELNET을 사용하는 터널링 서버와 통신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통신 섀시(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UDP/IP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 인증 및 회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RADIUS를 실행하는 인증 서버(32A)와 통신한다.  도 4는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또는 통신 섀시(20)와 도 
1의 인증 서버(32A) 사이에서의 인증 및 회계를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다.  UDP는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상부를 토대로 한 비접속 지향 프로토콜(connectionless oriented protocol)이다.

통신 섀시(20)가 인터넷(22)과 통신할 때, 어떠한 터널링 프로토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 5는 원격 다
이얼  사용자와  상기  사용자를  목적지  단말기와  접속시키는  루터와의  사이에서의  비터널링 인터페이스
(non-tunneling interface)를 위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출 허용 시나리오의 PPTP 프로토콜에 대한 호출 흐름도이다.  
도 6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단계 100에서 입중계 호출에서 시작한다.  상기 호출은 특정 목적지 전화 번
호(예로서 도시된 1-800-123-4567)와 관련된다.

단계 102에서 통신 섀시는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섀시와 접속된 인증 서버(32A 또는 32B)를 사용
하여 제 1 단계의 인증 액세스 루틴을 시작한다.  이러한 인증 요구는 다음의 정보; (1) (공지된 호출자 
식별 기술 또는 상술한 Baum등의 특허에 개시된 방식에 따른 입중계 통화 동안에 검출된) 원격 사용자와 
관련된 전화 번호; (2) 공지된 방식으로 추출되어 다이얼링된 전화 번호, 예를 들어 1-800-123-4567; (3) 
포트 ID, 즉 상기 호출과 관련된 통신 섀시(20)내의 특정 채널 또는 포트 번호; 및 (4) 통신 섀시(20)의 
IP 어드레스를 위한 필드를 포함한 인증 서버로 전송된 소프트웨어적 구조이다.

단계 104에서 인증 서버(32A)는 액세스-회답 메시지를 통신 섀시(20)로 발송한다.  사용자가 인증 서버
(32A)에 의해 서비스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상기 메시지는 PPTP가 적
합한 터널링 프로토콜이라는 인증 메시지, 터널링 서버의 IP 어드레스의 식별 및 상기 호출을 수신하기 
위한 터널링 서버의 포트 번호를 포함한다.  원격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도 8에 도시
된 절차가 아래에 같이 사용된다.

단계 106에서, 통신 섀시(20)는 입중계 호출 요구 메시지를 터널링 서버(34)로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는 
원격 사용자의 다이얼링 번호, 다이얼링된 전화 번호 및 서브 어드레스의 식별을 포함한다.  단계 108에
서, 터널링 서버(34)가 상기 호출을 승인한다면, 액세스 문의가 긍정적인 경우의 접속(Connect)과 같은 
입중계 호출 회답 메시지가 전송된다.  터널링 서버가 상기 호출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9의 과정
이 사용된다.

단계 110에서 접속 메시지가 터널링 서버(34)로부터 수신되면, 통신 섀시(20)는 프레임 릴레이 회선(FR)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호출 승인 메시지를 원격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입중계 호출 접속 메시지는 이
어 단계 112에서 통신 섀시(20)로부터 터널링 서버(34)로 릴레이된다.  

단계 114에서 제 2 단계의 인증 절차가 바람직하게 (선택적으로) 수행된다.  단계 116, 단계 118, 단계 
120, 단계122, 단계 124 및 단계 126은 도 6으로부터 자기 설명적이며, 공지된 PAP 및 CHAP 패스워드 인
증 프로토콜의 일부이며, 상기 프로토콜은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단계 128에서, 패스워드 인증이 성공적이라고 가정하면, PPP 링크가 원격 사용자(12)와 터널링 서버(34) 
사이에서의 통신 섀시(20)를 통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터널링 서버(34)로부터 원격 사용자
(12)로 전송된다.  이 시점에서, 원격 사용자와 네트워크(22 또는 24)상의 호스트 사이의 인터넷 프로토
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전송이 달성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출 승인 시나리오의 TELNET 프로토콜에 대한 호출 흐름도이
다.  상기 절차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상당히 흡사하며, 상기 도면으로부터 자기 설명적이다.  TELNET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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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설정은 단계 130 및 단계 1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통신 섀시와 터널링 서버(34) 사이에서의 핸드
쉐이킹 및 파라미터 교섭을 요구한다.  PAP와 같은 로그인 프로토콜을 사용한 제 2 단계의 인증이 제시된 
바와 같이 수행된다.  로그인 승인 메시지가 터널링 서버(34)로부터 다이얼 사용자(12)로 전송된 후, 통
신 서버(20)와 터널링 서버(34)를 통하여 원격 사용자(12)와 컴퓨터 네트워크(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호
스트 사이에서의 비동기 데이터 전송이 발생한다.

제 1 단계의 액세스 승인 동안에, 인증 서버는 (예를 들어 원격 사용자 전화 번호가 섀시(20)를 관리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인터넷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와 매칭되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원격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의해 수행되는 지정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것을 인증받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러
한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바람직한 한 방법은 도 8에 도시되었으며, 도 8 은 인증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호출 흐름도이다.  인증 서버(32A)가 원격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함을 결정할 때, 액세스-거부 메
시지가 인증 서버(32)로부터 통신 섀시(20)로 전송된다.  이러한 메시지는 액세스가 거부된 이유를 설명
하는 필드를 포함한다.  이같은 이유는, 그릇된 번호가 다이얼링된 경우, ISP가 사용자 전화 번호를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월별 청구료를 체납한 경우, 인증 서버가 서비스 가능 범위를 초과한 경우 등
을 포함한다.  이어 통신 섀시(20)는 이후에 다시 재시도하여 PSTN/모뎀 호출로서 호출을 처리하고 PSTN 
시스템상에서의 호출을 경로 설정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원격 사용자에게 전송하거나, 상기 호출을 간단하
게 거절하여 접속 해제 시퀀스를 초기화한다.

인증 서버(32A)가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인증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터널링 서버(30 또는 34)가 원격 사용자(12) 및 목표 네트워크(22 또는 24) 사이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위
한 메카니즘으로 동작할 수 없을 경우가 존재한다.  도 9는 터널링 액세스 거부 시나리오에 대한 호출 흐
름도이다.  제 1 단계(100,102,104 및 106)는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다.  터널링 서버(34)가 호출을 처리
할 수 없다면, 터널링 서버(30 또는 34)는 호출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메시지 또는 필드를 구비
한 입중계 호출 회답을 통신 섀시(20)로 발송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섀시(20)는 이후에 재시도하
여 PSTN/모뎀 호출로서 상기 호출을 처리하여 전화 시스템 상에서 호출을 경로 설정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원격 사용자에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호출을 간단하게 거부한다.

도 6 및 도 7에서 설명된 제 2 단계의 인증 절차 동안에, 사용자는 패스워드 인증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
다.  도 10은 PPTP 프로토콜의 인증 실패에 대한 호출 흐름도이며, 여기에서 로그인 패스워드 인증 절차
는 네트워크 인증 절차의 제 2 단계로서 수행된다.  단계 140에서, 액세스 거부 메시지는 인증 서버(32
A)로부터 터널링 서버(30/34)로 전송된다.  이러한 시점(단계 142)에서, 터널링 서버는 로그인 거부 메시
지를 원격 사용자(12)에게 전송한다.

도 11은 네트워크 인증 절차의 제 2 단계로서 로그 인 패스워드 인증 절차가 수행되는 TELNET의 인증 실
패 시나리오에 대한 호출 흐름도이다.  상기 절차는 상술한 것과 같이 처리된다.

PPTP 및 TELNET 터널링, 회계의 바람직한 구현에 대하여 추가로 열거되며, 여기에서 전개된 바와 같이 단
계 1 및 단계 2 의 인증은 다음과 같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통신 섀시(20)는 다이얼 사용자( 무선 단말기), MSC, 루터, 인증 서버 및 터널링 서버와 인터페이싱된다.  
이러한 설명은 단지 인증 서버 및 터널링 서버로의 통신 섀시 인터페이스에만 관련된다.  다른 인터페이
스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었다.

PPTP 터널링

PPTP 터널링은 1 단계의 인증 동안에 RADIUS 액세스 회답 메시지로부터의 로그인 서비스 속성에 기초하여 
인에이블된다.  프로토콜 타입이 값( PPTP(RFC 2059의 TBD))을 갖는다면, PPTP 터널은 호출자로부터의 추
가의 트래픽을 터널링시키기 위하여, 통신 섀시와 터널링 서버 사이에서 셋업된다.

통신 섀시 게이트웨이는 PPTP RFC내의 PAC(PPTP 액세스 집신기 : PPTP Access Concentrator)와 등가이다.  
다음의 PPTP 설명에 있어서, PAC 및 PNS의 용어를 사용한다.  

각각의 구성된 PPTP PAC-PNS 쌍에 대하여, PAC(통신 섀시) 및 PNS(터널링 서버)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병렬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1. TCP를 통해 동작하는 제어 접속

2. 상기 쌍들 사이에서 사용자 세션에 대한 캡슐화된 PPP 패킷을 전송하는 IP 터널

PPTP 제어 접속

PPP 터널링이 PAC 및 PNS 사이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제어 접속이 그들 사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어 
접속은 PPTP 호출 제어 및 관린 정보가 전송되는 표준 TCP 세션이다.  제어 세션은 분리되어 있지만 PPTP 
터널을 통해 터널링되는 세션과 논리적으로 관련된다.

각각의 PAC-PNS 쌍에 대하여, 터널 및 제어 접속 모두가 존재한다.  제어 접속은 터널을 통해 이송되는 
세션의 설정, 관리 및 해제에 관여한다.  그것은 관련 PAC에서의 입중계 호출을 PNS에 통지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PAC가 출중계 다이얼 호출을 위치시키도록 명령하는 수단이다.(이러한 시나리오는 이시점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PPTP RFC는 각각의 제어 접속을 설정할 때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구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호출 셋업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PAC(통신 섀시)는 제어 접속을 초기에 설정한다.

PPTP 터널 접속

PPTP는 각각의 통신 PAC-PNS 쌍에 대한 터널링의 설정을 요구한다.  터널은 소정의 PAC-PNS 쌍과 연관된 
세션에 대한 모든 사용자 세션 PPP 패킷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GRE(Generic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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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apsulation) 헤더내에 존재하는 키(key)는 특정 PPP 패킷이 어떠한 세션에 속하는 지를 나타낸다.  이
러한 방식으로, PPP 패킷은 소정의 PAC-PNS 쌍 사이에서의 단일 터널을 통해 다중화 및 역다중화된다.  
키 필드에서의 사용을 위한 값은 제어 접속상에서 발생하는 호출 설정 절차에 의해 설정된다.  

PPTP 제어 접속 메시지

제어 접속 관리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는 다음의 메시지들로 구성된다.

·시작 제어 접속 요구

·시작 제어 접속 회답

·종료 제어 접속 요구

·종료 제어 접속 회답

·에코 요구

·에코 회답 

호출 관리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는 다음의 메시지로 구성된다.

·출중계 호출 요구(이러한 시점에서 지원되지 않음)

·출중계 호출 회답(이러한 시점에서 지원되지 않음)

·입중계 호출 요구

·입중계 호출 회답

·입중계 호출 접속

·호출 소거 요구

·호출 접속 해제 통지

에러 보고

·WAN 에러 통지

PPP 세션 제어

·세트-접속-정보

PPTP 터널 접속 메시지

PPTP 데이터 PDU(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각각의 PPP 프레임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으로 인용된 (1994년 10월) RFC( Request For Comments) 1701
에 개시된 기준 경로 설정 캡슐화 헤더(GRE : Generic Routing Encapsulation)로 캡슐화된다.  

텔넷 터널링(Telnet Tunneling)

PPTP 및 L2TP 프로토콜은 터널 비동기화 트래픽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비동기 트래픽은 본 발명에서 참
조문으로 인용한 텔넷 프로토콜(RFC 854 참조)을 통해 터널링된다.

텔넷 구현은 ECHO, 회선 모드, 이진 및 SUPPRESS GO AHEAD와 같은 텔넷 명령 및 선택 사항을 지원한다.  
터널링 서버는 텔넷 접속의 중심에서, 소정의 텔넷 세션상에서 ECHO로부터 NO ECHO로, 회선 모드 및 이어 
2진 전송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이스
케이프 기능은 다이얼 사용자가 통신 섀시 게이트웨이상의 근거리 모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 섀시 게이트웨이내에서 디스에이블되어야 한다.

텔넷 터널링은 1 단계의 인증 동안에 RADIUS 액세스 회답 메시지로부터의 로그인 서비스 속성에 기초하여 
인에이블된다.  로그인 서비스 속성이 값(텔넷(Telnets))을 가진다면, 텔넷 터널은 호출자로부터의 추가
의 트래픽을 터널링하기 위하여 통신 섀시와 터널링 서버 사이에서 셋업된다.

RADIUS 인증 인터페이스

두 단계의 인증이 사용될 수 있다.  제 1 단계의 인증은 호출 번호, 호출된 번호 및 통신 섀시 IP 어드레
스에 기초한다.  제 2 단계의 인증은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및/또는 챌린지/응답(선택)에 기초한다.

본 세션은 두 개의 제 1 단계 및 제 2 단계 RADIUS 인증 교환을 설명한다.  터널링 선택 중 하나를 사용
할 때, 최종 사용자 인증은 제 2 단계의 인증 동안에 터널링 서버에 의해 수행되며, 상기 제 2 단계의 인
증은 통신 섀시에 대해 명백하다.  비터널링 인터페이스 액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통신 섀시는 두 단계의 
인증을 모두 수행한다.(선택적으로 제 1 단계를 스킵할 수도 있다.) 

다음의 일반적인 선택 사항이 RADIUS 인터페이스에 적용된다.

1. 본 문헌은 IETF RADIUS 인증 RFC 2058에 따른다.  인증 서버는 RFC에서 설명된 RADIUS 서버 기능을 제
공한다.  통신 섀시 및 터널링 서버는 RADIUS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한다.

2. 통신 섀시는(적어도 두개의 인증 서버를 각각의 특정한 인터넷 액세스 호출 번호와 관련시킬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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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두개( 또는 이상)의 인증 서버는 제 1 및 제 2 RADIUS 인증 서버 기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인증 서버는 배열 가능한 서버 IP 어드레스 및 UDP 포트를 사용하여 식별될 수 있다.  인터넷 액세스 호
출 번호는 인증 서버를 공유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3. 기밀(1 내지 5 문자) 공유 RADIUS는 서버 단위로 관리 가능하게 구성된다.  본 상세한 설명은 공유된 
기밀이 통신 섀시 게이트웨이 및 RADIUS 노드를 통하여 관리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세부 사항
은 기술 분야의 당업자의 능력에 속한다.

4. 통신 섀시 게이트웨이는 액세스-요구가 손실되는 것을 허용하는 재전송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배열 
가능한 재전송 카운터는 인증 서버가 특정 인터넷 액세스 호출 번호에 대하여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을 때
를 결정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 섀시는 선택적으로 표준 PSTN/ 모뎀 액세스 절차를 따른다.

제 1 단계의 인증 인터페이스

액세스-요구 메시지;

입중계 호출을 나타내는 RADIUS 액세스 요구 메시지는 통신 섀시(20)에 의해 RADIUS 서버(인증 서버 32
A)로 전송된다.  다음의 속성 리스트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다.

·사용자 이름 : 모든 입중계 호출에 대하여 VENDOR-ID로 설정

·사용자 패스워드; 널로 설정

·NAS-IP 어드레스 : 통신 섀시의 IP 어드레스로 설정

·NAS-포트 : 통신 섀시 상에서 호출자와 관련될 수 있는 포트 번호 또는 소정 다른 식별자

·호출된 스테이션 ID : 사용자에 의해 다이얼링된 호출된 번호. 이것은 호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식별
하기 위해 사용된다.

·호출 스테이션 ID : 호출자의 번호 또는 전화 식별자. 이것은 제 1 인증 단계에 대해 사용된다.  

·  NAS-포트  타입 :  이것은 통신 섀시 교환기 상에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포트의 타입을 규정한
다.(RFC 2058의 무선 액세스에 대한 TBD 값)

액세스 승인 메시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입중계 호출의 승인을 나타내는 RADIUS 액세스 승인 메시지는 RADIUS(승인 서버)에 
의해 통신 섀시(20)로 전송된다.  다음의 속성 리스트가 인증 서버로부터 통신 섀시로 전송된다.

·서비스 타입 : PPTP 또는 텔넷 터널링에 대해 1(로그인)로 설정. PPP를 사용한 비터널링 인터넷 액세스
에 대해 2(프레이밍됨)로 설정.

·로그인 서비스 : 텔넷에 대해 0 또는 PPTP에 대해 TBD 값으로 설정. 서비스 타입이 2(프레이밍됨)로 설
정되는 경우는 사용되지 않은 속성.

·로그인 IP 호스트 : 호출자가 접속된 터널링 서버의 IP 어드레스. 서비스 타입의 속성이 2(프레이밍
됨)로 설정된 경우는 사용되지 않은 속성.

·로그인 PCT 포트 : 호출자가 접속된 터널링 서버상의 TCP 포트. 서비스 타입이 2(프레이밍됨)로 설정된 
경우는 사용되지 않은 속성.

·회답 메시지 : 선택적이며, 텔넷 사용자에게만 제공됨, 통신 섀시는 터널링 서버로의 TELNET 터널이 완
성되기 이전에 비동기 스트링과 같은 이러한 속성을 원격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프레이밍된 프로토콜 : 서비스 타입이 2(프레이밍됨)로 설정된 경우 1(PPP)로 설정. 속성은 서비스 타
입이 1(로그인)로 설정된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다.

액세스-거부 메시지

입중계 호출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거절되었다는 RADIUS 액세스 거부 메시지는 RADIUS에 의해 통신 섀시
로 전송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통신 섀시는 정상적인 PSTN/모뎀 절차를 진행한다.  회답 
메시지 속성이 액세스 거부 메시지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통신 섀시는 ASCII 스트링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다음의 속성이 RADIUS로부터 통신 섀시에 선택적으로 전송된다.

·회답 메시지 : 선택적이며, 텔넷 사용자에게만 전송된다.  통신 섀시는 정상적인 PSTN/모뎀 절차가 진
행되기 전에 이러한 속성의 내용을 비동기 스트링으로 호출자에게 전송한다.

제 2 단계의 인증 인터페이스

본 세션은 통신 섀시와 비터널링 인터넷 액세스 선택 사항을 사용하는 인증 서버 사이에서의 제 2 단계의 
인증 메시지를 규정한다.  터널링 선택 사항중 하나에 기초하여 터널링 서버(RADIUS 클라이언트) 및 인증 
서버(RADIUS 서버) 사이에서의 가능한 제 2 단계의 인증 교환의 예가 제공된다.

액세스 요구 메시지

입중계 호출을 나타내는 RADIUS 액세스 요구 메시지는 통신 섀시에 의해 RADIUS로 전송된다.  다음의 속
성 리스트가 상기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다.

·사용자 이름 : 본 속성은 인증 받을, 전화를 거는 사용자의 이름을 나타낸다.

·사용자 패스워드 : 본 속성은 인증 받을, 전화를 거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나타내거나 액세스 챌린지
에 이은 사용자 입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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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IP 어드레스 : 통신 섀시의 IP 어드레스로 설정.

·NAS 포트 : 통신 섀시 상의 호출자와 관련된 포트 번호 또는 소정의 다른 식별자.

·서비스 타입 : 2(프레이밍됨)로 설정.

·프레이밍된 프로토콜 : 1(PPP)로 설정.

·프레이밍된 IP 어드레스 : 사용자(12)의 다이얼은 선택적으로 자신의 정적 배열의 근거리 IP 어드레스
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IP 어드레스는 액세스 승인 메시지에 포함된 동일한 속성으로 오버라이트될 
수 있다.

액세스 승인 메시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입중계 호출의 승인을 나타내는 RADIUS 승인 메시지는 RADIUS에 의해 통신 섀시로 전
송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다이얼  사용자는  또한  IP  어드레스에  할당된다.   다음의  속성이 
RADIUS로부터 통신 섀시로 전송된다.  

·프레이밍된 IP 어드레스 : 본 속성은 IP 어드레스가 사용자에게 할당되었음을 나타낸다.

액세스 거부 메시지

RADIUS 액세스 거부 메시지는 입중계 호출에 대한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기 위하여, RADIUS(인증 서버)에 
의해 통신 섀시로 전송된다.  상기 통신 섀시는 이러한 메시지의 수신과 동시에, 요구된 서비스가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자 접속을 종료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액세스 챌린지 메시지

RADIUS 액세스 챌린지 메시지는 RFC 2058에 대한 챌린지/응답 인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RADIUS에 의
해 통신 섀시로 선택적으로 전송된다.

RADIUS 회계 인터페이스

통신 섀시 및 터널링 서버는 RFC 2059에 정의된 것과 같이 RADIUS 회계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한다.  회
계 서버가 호출을 제어하는 인증 서버와 관련된다면, 각각의 RADIUS 회계 클라이언트는 다음의 RADIUS 회
계 메시지를 본 세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전송한다.

통신 섀시 및 터널링 서버로부터의 회계 클라이언트는 RADIUS 인증 서버로부터의 액세스 승인 메지시의 
수신과 함께 회계 시작 메시지를 전송한다.

호출이 종료되거나 소거되거나 또는 접속이 단절되는 경우, 회계 클라이언트는 RADIUS 회계 서버로 회계 
종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회계  시작  메시지는  1로  설정된  Acct-Status  타입  값을  가지는  RADIUS  회계  요구  메시지에  의해 
전달된다.  회계 종료 메시지는 2로 설정된 Acct-Status 타입 값을 가지는 RADIUS 회계 요구 메시지에 의
해 전달된다.

회계 요구 메시지

회계 요구 패킷은 클라이언트로부터 RADIUS 회계 서버로 전송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회계를 제
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전송한다.

다음은 상기 메시지와 함께 전송되는 회계 관련 속성의 일부이다.

·Acct-Status-Type : 본 속성은 상기 회계 요구가 사용자 서비스의 개시(시작) 또는 종료를 마킹하는 지
의 여부를 나타낸다.

·Acct-Delay-Time : 본 속성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기록의 전송을 시도하는데 에 소요하는 초 단위의 시
간을 나타내며, 이러한 회계 요구를 발생시키는 이벤트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기 위하여 상기 서버에 도달
하는 시간으로부터 감산될 수 있다.

·Acct-Input-Octets : 본 속성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통해 포트로부터 수신된 옥텟의 개수
를 나타내며,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내에만 존재한다.

·Acct-Output-Octets : 본 속성은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 섀시에 전송되는 옥텟의 개
수를 나타내며,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내에만 존재한다.  

·Acct-Session-Id : 본 속성은 로그 파일내의 시작 및 종료를 매칭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단일
의 회계 ID이다.  소정의 세션에 대한 시작 및 종료 기록은 동일한 Acct-Session-Id를 가진다.  Acct-
Session-Id가 인쇄 가능한 ASCII 스트링이라는 것이 강하게 권하여진다.

·Acct-Authentic : 본 속성은, RADIUS에 의해 전송자 자신 또는 다른 원격 인증 프로토콜에 의해 사용자
가 인증받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계 요구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인증받지 못한 서비스에 처하게 
된 사용자는 회계 기록을 생성할 수 없다.

·Acct-Session-Time  :  본  속성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수신하는  데에  소요하는  초  단위의  시간을 
나타내며, 이것은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내에만 존재한다.

·Acct-Input-Packets : 본 속성은 이러한 서비스가 프레이밍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포트로부
터 수신되는 패킷의 개수를 나타내며,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내에만 
존재한다.

·Acct-Output-Packets : 본 속성은 이러한 서비스를 프레이밍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포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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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패킷의 개수를 나타내며,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내에만 존재
한다.

·Acct-Terminate-Cause : 본 속성은 세션이 종료되는 방법을 나타내며, Acct-Status-Type가 종료로 설정
된 경우의 회계 요구 기록에만 존재한다.

회계 응답 메시지

회계 응답 요구를 수신함과 동시에, RADIUS 회계 서버는 성공적으로 회계 패킷을 기록한 경우 회계 응답 
메시지를 사용하여 응답하고 회계 패킷을 기록하는 대에 실패한 경우 전송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용어 해설

용어 및 두문자어

코드 분할 다중 접근법(CDMA)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CDMA 기술을 사용하는 셀룰러와 PCS 스펙트럼에서의 디지털 
음성과 데이터 무선 원격 통신을 위한 북아메리카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IP)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에 걸친 사용자 데이트그램을 위한 신뢰할 수 없는, 비접속 송신기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IWP-IP

통신 섀시는 PSTN과 인터넷망에 접속된 단자 장비와 서로 작용하도록 TDMA 또는 CDMA 이동 전화에 접속된 
단자 장비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L2 터널링 프로토콜(L2TP)

PPP에 대한 링크 계층 프로토콜의 터널링을 허용하기 위해 정의된 프로토콜.  이런 프로토콜은 현재 초안 
RFC 형태로 있고 표준으로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 교환국(MSC)

무선 사용자를 위한 PSTN 접속, 제어 기능 및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셀룰러 또는 PCS 무선 원격 통신망내
의 네트워크 요소.

PPTP 접근 집신기(PAC)

PPP 동작을 하고 PPP 프로토콜을 취급할 수 있는, 외부 접속(전형적으로 하나 이상의 PSTN 또는 ISDN 라
인을 통해)을 제공하는 장치.  

PPTP 네트워크 서버(PNS)

PNS는 일반 목적의 계산/서버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계획된 통신 섀시이다.  상기 PNS는 PPTP 프로토콜
의 서버측을 조종한다.  PPTP가 IP에 완전히 의지하고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상기 
PNS는 LAN과 WAN 장치를 포함하는 IP 인터페이스 하드웨어의 어떤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지점간 터널링 프로토콜(PPTP)

PAC와 PNS 사이의 PPP 트래픽을 터널링하기 위해 정의된 프로토콜.  그것은 PPP 패킷을 반송하기 위한 흐
름 및 정체 제어 엔캡슐레이트 데이트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RE을 사용한다.  또한 상기 프로토콜
은 제어 접속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속을 셋업하고 해제하는 "터널" 제어와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각각
의 PAC와 PNS 쌍에 대해 하나의 제어 접속과 하나의 데이터 접속이 있다.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PSTN)

오늘날 전세계에 걸친 고정된 종점에 대한 3㎑ 회로 음성 서버를 제공하는 지상 기지 원격통신 인프러구
조(infrastructure).

원격 인증 다이얼 인 사용자 서비스(RADIUS)

RADIUS 서버는 사용자 접속 요구를 수신하고, 사용자를 인증하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클
라이언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 정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RADIUS 서버는 다른 RADIUS 서버 또는 
다른 종류의 인증 서버에 대한 프록시 클라이언트로서 기능할 수 있다.  RADIUS  서버는 PPP  PAP  또는 
CHAP, UNIX 로그인, 및 다른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텔넷(TELNET)

텔넷은  TCP/IP  접속상의  어떤  2개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NVT)  사이의  비동기  통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NVT는 접속,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양단이 이들의 실제 터미널을 매핑하는 가상 장치이다.  

시분할 다중화 액섹스(TDMA)

무선 인터페이스상의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 TDMA 기술을 사용하는 셀룰러와 PCS 스펙트럼에서의 디지털 
음성 및 데이터 무선 원격 통신을 위한 북아메리카 표준.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전송 제어 프로토콜은 IP 네트워크에 걸친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신뢰가능한 접속 지향 메커니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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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_IP

터널링 서버 IP 어드레스

사용자 데이트그램 프로토콜(UDP)

IP 상단에 형성된 비접속 지향 프로토콜.  UDP의 서비스 접근점(SAP : service access point)은 UDP 포트
와 IP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된다.

가상 구내 네트워크(VRN)

안정된 정보 접근을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형성된 안정된 네트워크.

비록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는 무선 전송 매체를 통해 무선 서비스 케리어와 통신하며 상기 무선 서비스 케리어
는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를 컴퓨터 네
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전화 회선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통신 장치에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 장치가 상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a)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
는(b)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와 관련된 전화 번호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통신 장치가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접속된 근거리 또는 원거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인증 
데이터를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용 네트워크 인증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인증 데이터로부터 상기 원격 사용자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
로의 액세스를 허용받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결정 단계의 결과를 상기 통신 장치로 통지하고 상기 결정 단계가 긍정적인 응답
을 발생시킨 경우에 상기 데이터 소오스의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
되는, 상기 통신 장치에 링크된 터널링 서버를 상기 인증 서버에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로부터 상기 터널링 서버
로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경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와 상기 터널링 서버 사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터널링시키
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대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상기 인증 서버에서 결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은 PPTP 및 TELNET로 이루어진 프로토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는 공동 근거리 네트워크 또는 원거리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PSTN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며,

상기 결정 단계가 부정적인 응답을 발생시킨 경우에 상기 통신 장치는 상기 PSTN을 통해 상기 디지털 데
이터에 대한 목적지로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경로 설정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1) 터널링 서버 또는 (2) 인증 서버중 하나와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 사이에서의 
패스워드 인증 루틴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의 제 2 단계의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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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사용자로부터의 전화 호출을 고속 전화 회선을 통해 수신하는 통신 장치를 구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자의 사용을 위한 인터넷 액세스 방법에 있어서,

근거리 또는 원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통신 장치를 인증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로부터의 입중계 호출로부터 (a) 상기 사용자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는(b) 상기 사용자
와 관련된 전화 번호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인증 데이터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상기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를 상기 인증 서버로 경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터널링 서버를 식별하고 상기 터널링 서버의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를 통지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서 상기 터널링 서버로 디지털 데이터를 터널링시키는 단계; 및

상기 터널링 서버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에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위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 단계 동안 상기 사용자에 대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로의 전송을 위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상에 위치되는, 컴퓨
터 발생 디지털 데이터를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통신 장치에서 상기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a) 상기 디지털 데이터 소오스에 의해 호출된 전화 번호 또는 (b) 상기 컴퓨
터와 관련된 전화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인터넷 액세스 인증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인증 데이터를 네트워크 인증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인증 서버에서, 상기 전송된 인증 데이터로부터 상기 원격 사용자가 상기 인터넷으로의 액
세스를 허용받았는 지의 여부를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를 통해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로 상기 결정 단계의 결과를 통지하고 상기 결정 단계가 긍
정적인 응답을 발생시킨 경우에 상기 컴퓨터의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에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터널링 서버를 상기 
인증 서버에서 식별하는 단계; 및

상기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터로부터 상기 터널링 서버로 디지털 데이터를 경
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와 상기 터널링 서버 사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터널링시
키는 데에 사용하기 위한 터널링 프로토콜을 상기 인증 서버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터널링 프로토콜은 PPTP 및 TELNET로 이루어진 프로토콜 그룹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장치는 PSTN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며,

상기 결정 단계가 부정적인 응답을 발생시킨 경우에 상기 통신 장치는 상기 PSTN을 통해 상기 디지털 데
이터에 대한 목적지로 상기 디지털 데이터의 경로 설정을 시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1) 터널링 서버 또는 (2) 인증 서버중 하나와 상기 컴퓨터 사이에서의 패스워드 인
증 루틴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상기 디지털 소오스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의 제 2 단계
의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무선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의 호출을 수신하는 고속 디지털 전화 회선 인터페이스 및 상기 무선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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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상기 인터넷 상에 위치시키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구비한 네
트워크 액세스 서버; 및

통신 매체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링크되고,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의해 수신되고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로부터 인터넷 액세스 인증 서버로 전송되는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와 관련
된 상기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인터넷 액세스 인증 데이터에 응답하는 인터넷 액세스 인증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인증 서버는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상기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인증받았는 지의 여부를 상기 
인터넷 액세스 인증 데이터로부터 결정하기 위하여 메모리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넷 인증 서버는 상기 네
트워크 액세스 서버로 인증 응답을 전송하며;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는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의 인증 응답에 응답하여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액세스하도록 하거나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로부터의 호출과 관련된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통신 매체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에 링크되고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버
로부터의 인증 데이터에 응답하는 제 2 인터넷 인증 서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2 인터넷 인증 서버는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상기 네트워크 액세스 서
버 또는 상기 인터넷 액세스 인증 서버에 대한 상기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인증 응답을 제공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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