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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말로부터 PDP 생성 요청을 받고, SSL

서버와 SSL 터널을 형성하며, SSL을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여 상기 SSL 서버로 전송하는 GGSN과; 상기 GGSN과

SSL 터널을 형성하여 연결되고, 상기 GGSN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복호화하는 SSL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서, 단

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를 포함한 블록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에서 사용되는 스택을 보인 개념도이며,

도 3은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간의 암호화 방법을 보인 개념도이고,

도 4는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간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전송 방법을 보인 개념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의 블록구성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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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5에서 GGSN의 상세블록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GGSN에서의 제어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며,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GGSN에서의 사용자 트래픽 처리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단말 20 : SGSN

30 : GGSN 31 : 제어부

32 : APN DB 33 : SSL 구성 DB

35 : 인터페이스부 36 : 세션 테이블

37 ; SSL 구성 테이블 38 : 암호화 모듈

40 : SSL 서버 50 : 어플리케이션 서버

60 : 메일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GGSN(Gateway General packet radio services Support Node)의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록시

(Proxy)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단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

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당하도록 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SSL은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SSL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이 보안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크레디트카드 정보의 보안 유지에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다.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SSL은 웹 제품뿐만 아니라 파일 전송 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 FTP) 등 다른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인증 암호화 기능

이 있다. 인증은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서로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웹 서버를 사용한 가상 점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면 주고받는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도

청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도 1은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를 포함한 블록구성도이다.

여기서 참조번호 1은 노트북 PC(Personal Computer)와 같은 SSL 클라이언트이고, 2는 상기 SSL 클라이언트(1)와 SSL

터널(Tunnel)로 연결된 SSL 서버(2)이며, 3은 상기 SSL 서버(2)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서버(Application Server)이고,

4는 상기 SSL 서버(2)와 연결된 메일 서버(Mail Serv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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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본적으로 PC와 같은 SSL 클라이언트(1)에는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고, SSL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회사 외부에 있을 때 SSL이 지원되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 할 수 있다.

그리고 SSL 클라이언트(1)는 SSL 핸드세이킹(hand shaking)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SSL 서버(2)와 암호화 알고리즘 및

세션 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SSL터널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SSL 터널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

달하게 된다.

도 2는 도 1에서 사용되는 스택을 보인 개념도이다.

이러한 스택은 물리 계층(Physical Layer),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의 IP(Internet Protocol), 전송 계층

(Transport Layer)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보상 소켓 계층(SSL)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상위에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텍스트 전송프로토콜), 텔넷(Telnet), FTP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SSL은 TCP 계층(Layer) 위에 올라가 상위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을 담당하게 되는데, 텔넷(Telnet) 이나 FTP 또

는 웹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에 도 2에서와 같은 스택(Stack)을 가지고 패킷이 전송되게 된다. 즉, SSL 아래 있

는 TCP 부터 암호화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패킷을 캡쳐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파악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SSL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핸드세이크 프로토콜(Handshake protocol)을 이용하여 암호 스펙(Cipher

specification)을 주고받아야 한다.

SSL 클라이언트(1)와 SSL 서버(2)는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에 프로토콜 버전을 합의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고르며, 부

가적으로 서로간의 인증을 합의한다.

또한 공유 비밀(Shared Secret)을 만들기 위해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다.

이렇게 합의한 공유 비밀(Shared Secret)과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SSL 클라이언트

(1)가 전송하면, SSL 서버(2)는 SSL 터널을 이용해 전송받아 복호화 하여 패킷을 처리하게 된다.

도 3은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간의 암호화 방법을 보인 개념도이다.

그래서 먼저 SSL 클라이언트(1)가 ClientHello 메시지를 SSL 서버(2)로 보내면, SSL 서버(2)는 ServerHello 메시지로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프로토콜 버전과 세션 아이디(Session ID), 암호화 모음(Cipher suite), 압축 방법을 만든다.

Hello 메시지에 이어서 SSL 서버(2)는 만약 인증이 필요하다면 인증서를 전송한다.

그리고 서버 키 교환(Server Key exchange) 메시지도 전송한다.

만약 SSL 서버(2)가 인증이 되고, SSL 클라이언트(1)가 보낸 암호화 모음(Cipher suite)이 타당하다면, SSL 서버(2)는

SSL 클라이언트(1)로부터 인증서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된 후에 SSL 서버(2)는 server hello done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는 hello-message 단계가 끝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SSL 서버(2)는 SSL 클라이언트(1)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된다.

SSL 클라이언트(1)가 certificate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인증서를 보내고 client key exchange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들어가는 내용은 Client Hello와 Server Hello 사이에서 선택되었던 공개키 알고리즘에 의해서 채워지게 된다. 이

부분에서 SSL 클라이언트(1)는 암호 스펙 변경(Change cipher spec) 메시지를 SSL 서버(2)로 전송하는데, 바로 SSL 서

버(2)와 협상된 알고리즘과 키(key)를 이용하여 finished 메시지를 암호화 하여 또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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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신한 SSL 서버(2)는 마찬가지로 change cipher spec 메시지와 새롭게 암호화된 finished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SSL 클라이언트(1)와 SSL 서버(2)는 안전하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application data)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도 4는 종래 SSL 클라이언트와 SSL 서버간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전송 방법을 보인 개념도이다.

그래서 SSL 클라이언트(1)와 SSL 서버(2)가 이전의 세션(session)이나 이미 존재하는 세션을 지속하기로 했을 때는 SSL

클라이언트(1)가 해당 세션 아이디(session ID)를 이용하여 client hello 메시지를 전송한다.

SSL 서버(2)는 수신된 session ID를 이용하여 체크하고, 해당 session ID가 발견되면 SSL 서버(2)는 동일한 session ID

를 이용하여 server hello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때 change cipher spec 메시지와 finished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SSL 클라이언트(1)와 SSL 서버(2)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핸드세이크(handshake)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과 키 값이 공유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SSL VPN(Virtual Private Network) 기능을 일반 라우터(Router)가 아닌 GGSN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일반 라우터에

서 처리시 필요한 부분과 GGSN에 적용 시 필요한 부분이 서로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 라우터에서는 IP 기반으로 처리를 하지만, GGSN은 세션이 TEID(Tunnel Endpoint IDentifier, 터널 종단

식별자)라는 유니크(unique)한 값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를 위한 기술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GGSN에서 SSL 프록시 처리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단말에서 사용자 데이

터를 암호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단말로부터 PDP 생성 요청을 받고, SSL 서버와 SSL 터널을 형성하며, SSL을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여 상기 SSL 서

버로 전송하는 GGSN과; 상기 GGSN과 SSL 터널을 형성하여 연결되고, 상기 GGSN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복호화하는

SSL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은,

GGSN에서 단말의 PDP 컨텍스트 생성요구를 수신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 후 GGSN에서 SSL 서버와 SSL 핸드

세이크 협상을 수행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 후 상기 GGSN에서 단말로 PDP 컨텍스트 응답을 송신하는 제 3 단

계와; 상기 제 3 단계 후 상기 단말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받은 상기 GGSN에서 SSL 터널을 통해 상기 SSL 서버로 사용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함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와 같은 본 발명,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일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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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의 블록구성도이고, 도 6은 도 5에서 GGSN의 상세블록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10)로부터 PDP(Packet Data Protocol) 생성(Creation) 요청을 받고, SSL 서버(40)와 SSL

터널을 형성하며, SSL을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여 상기 SSL 서버(40)로 전송하는 GGSN(30)과; 상기 GGSN(30)과

SSL 터널을 형성하여 연결되고, 상기 GGSN(30)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복호화하는 SSL 서버(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에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상기 SSL 서버(40)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서버(50)와; 상기 SSL 서버(40)

와 연결된 메일 서버(60)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에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상기 GGSN(30)과 단말(10)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단말(10)로부터 받은

PDP 생성 요청을 상기 GGSN(30)으로 전달하고, 상기 GGSN(30)으로부터 받은 PDP 생성 응답을 상기 단말(10)로 전송하

는 SGSN(Serving General packet radio services Support Node)(20)을 더욱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에서 GGSN(40)은, APN(Access Point Name)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32)와 SSL 구성 데이터베이스(SSL

Configuration DB)(33)를 구비하고, 단말(10)로부터 받은 PDP 컨텍스트(Context) 관련 처리를 수행하고, SSL 협상

(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어부(31)와; 세션 테이블(Session Table)(36)과 SSL 구성 테이블(SSL Configuration

Table)(37)과 암호화 모듈(38)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31)에 의해 세션이 설정되면,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인터

페이스부(3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APN(Access Point Name)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32)와

SSL 구성 데이터베이스(SSL Configuration DB)(33)를 구비하고, 단말(10)로부터 받은 PDP 컨텍스트(Context) 관련 처

리를 수행하고, SSL 협상(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어부(31)와; 세션 테이블(Session Table)(36)과 SSL 구성 테이블

(SSL Configuration Table)(37)과 암호화 모듈(38)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31)에 의해 세션이 설정되면, 사용자의 트래

픽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부(3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GGSN(30)에서 단말(10)의 PDP 컨텍스트 생성요구를 수신하는 제 1 단계(ST1, ST2)와; 상기 제

1 단계 후 GGSN(30)에서 SSL 서버(40)와 SSL 핸드세이크 협상(SSL Handshake Negotiation)을 수행하는 제 2 단계

(ST3)와; 상기 제 2 단계 후 상기 GGSN(30)에서 단말(10)로 PDP 컨텍스트 응답을 송신하는 제 3 단계(ST4, ST5)와; 상

기 제 3 단계 후 상기 단말(10)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받은 상기 GGSN(30)에서 SSL 터널을 통해 상기 SSL 서버(40)로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4 단계(ST6, ST7)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상기에서 제 2 단계는, 상기 GGSN(30)은 APN DB(32)를 검색하여 상기 단말(10)에서 수신된 APN이 SSL VPN을 지원하

는 APN인지를 체크하여, 만약 해당 APN DB(32)에 SSL 구성 인덱스(SSL configuration index) 값이 존재하면 상기

GGSN(30)은 이를 SSL VPN을 지원하는 APN으로 판단하여 SSL 구성 DB(33)에서 SSL 구성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찾은

SSL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SSL 서버(40)와 SSL 핸드세이크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세션 테이블(36)에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저장하고 SSL 구성 테이블(37)에는 협상 완료된 SSL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

하여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GGSN에서의 제어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PDP 컨텍스트 생성 요구(PDP Context create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면, GGSN(30)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는지 판별하는 제 11 단계(ST11, ST12)와; 상기 제 11 단계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면,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을 작동시킨 다음 PDP 생성 응답(PDP Context Create response)을 단말(10)로 송신하고, TEID에

서비스 플래그를 셋팅(service flag setting)하고, 이를 SSL 구성 DB(33)에 저장하고, 세션 테이블(36)에는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저장하며, SSL 구성 테이블(37)에는 협상 완료된 SSL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제 12 단계(ST13 ~

ST16)와; 상기 제 11 단계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호 처리를 수행하는 제 13 단계(ST17)를 포함

하여 수행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GGSN에서의 사용자 트래픽 처리 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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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 패킷이 수신되면 TEID의 서비스 플래그를 체크하여 SSL VPN을 지원하는지 판별하는 제

21 단계(ST21, ST22)와; 상기 제 21 단계에서 수신된 사용자 패킷이 SSL VPN을 지원하면,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이용하여 해당 패킷에 대해 암호화 처리를 수행하고, 암호화된 패킷을 SSL 서버(40)로 전송하는 제 22 단계(ST23 ~

ST25)와; 상기 제 21 단계에서 수신된 사용자 패킷이 SSL VPN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패킷 처리를 수행하는 제 23 단

계(ST26)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의 동작을 첨부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단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에

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GGSN(30)과 SSL 서버(40) 사이에 SSL 터널이 생성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단말(10)이 PDP 생성(PDP creation)을 요청하면, GGSN(30)은 해당 APN이 SSL VPN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SSL VPN 기능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SL 서버(40)와

협상을 맺는다. 이 과정이 끝나고 단말(10)에서 사용자 패킷이 GGSN(30)으로 전송되어 오면, GGSN(30)은 SSL을 이용하

여 해당 패킷을 암호화 한 후에 SSL 서버(40)로 전송하게 되고, 이를 수신한 SSL 서버(40)가 이를 복호화 하여 전달하게

된다.

또한 GGSN(30)의 전체 구조는 크게 제어부(31)와 인터페이스부(35)로 나눈다.

제어부(31)는 PDP 컨텍스트(PDP Context) 관련 처리와 SSL 협상(SSL Negotiation)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인터페이스부

(35)는 세션이 설정된 다음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APN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SSL VPN 지원을 위해 ssl.apn.com 과 같은 APN을 생성한 후에 APN DB(32)에 SSL 구성 인덱스(SSL

Configuration index)를 넣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당 SSL 구성 인덱스를 갖는 SSL 구성 DB(33)를 구성하여, SSL 핸드세이크 협상을 위한 정보들

을 저장한다.

세션 생성 절차와 SSL 핸드세이크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인터페이스부(35)의 세션 테이블(36)에는 TEID정보와 SSL 구성

인덱스를 저장하고, 협상이 끝난 SSL 정보는 인터페이스부(35)의 SSL 구성 테이블(38)에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이 수신되면 인터페이스부(35)는 이 테이블에 따라 사용자 트래픽을 처리한다.

이를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S(단말)(10)에서 SGSN(20)을 거쳐 Create PDP context req 메시지가 수신되면(ST1, ST2), GGSN(30)은 APN DB

(32)를 검색하여, MS(10)에서 수신된 APN이 SSL VPN을 지원하는 APN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해당 APN DB(32)에 SSL 구성 인덱스 값이 존재하면, GGSN(30)은 이를 SSL VPN을 지원하는 APN으로 판단하여

SSL 구성 DB(33)에서 SSL 구성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찾은 SSL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SSL 서버(40)와 협상을 진행한다

(ST3).

협상이 완료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세션 테이블(36)에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저장하고, SSL 구성 테이블(37)

에는 협상 완료된 SSL 설정 정보를 저장한다.

인터페이스부(35)에서는 이 테이블을 참고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GGSN(30)의 제어부(31)에서의 동작을 도 8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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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과 도 8의 차이점 중 하나는 TEID 에 서비스 플래그를 체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PDP context response가 나가면 GGSN(30)은 세션에 대하여 유일한 값인 TEID를 가지게 되는데, 이 TEID를 생

성할 때에 서비스 플래그(service flag) 값을 두어 SSL VPN을 요구하는 호인 경우 플래그 값을 셋팅하여 TEID를 생성한

다.

TEID는 32 bit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10bit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한 service flag로 사용한다 해도 22bit

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입자 수는 4,194,304가 된다.

이 정도 값은 한 장비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큰 수이기 때문에 TEID 32bit 값을 쪼개어 서비스 플래그로 이용

해도 장비의 가입자 용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서비스 플래그를 셋팅하여 세션 테이블(36)에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 값을 저장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

의 패킷이 수신되었을 때 이 TEID를 보고 SSL VPN서비스 지원인 경우 인터페이스부(35)로 해당 패킷과 SSL 구성 테이

블 인덱스 값을 같이 넘겨준다.

그러면 SSL 인터페이스부(35)는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에서 값을 찾아 해당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

게 된다. 그리고 이 패킷이 SSL 서버(40)로 전달된다.

또한 도 9를 참조하여, 이렇게 저장된 테이블이 어떻게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인터페이스부(35)에서의 동

작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션은 TEID에 의해서 유니크(unique) 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래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수신된

트래픽이 SSL VPN 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인터페이스부(35)에서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SSL 처리를 SSL 인터페이스부(35)에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하드웨어로 이용할 경우 일반 트래픽 처리에

부하를 주지 않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서비스 플래그를 체크하여 SSL VPN 적용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다.

SSL VPN 적용이 결정되면 세션 테이블(36)에서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찾아 사용자의 패킷과 함께 SSL 처리를 수행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부(35)에서는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관련 정보를 찾고, 이를 이용하여 암호

화를 진행하고 암호화가 끝나면 이를 SSL 서버(40)로 전송한다.

GGSN(30)을 통하여 나가는 패킷은 이렇게 처리하고, 반대로 GGSN(30)으로 들어오는 패킷은 SSL인지 판단하여 SSL이

면 SSL 인터페이스부(35)로 넘겨준다.

그러면 SSL 인터페이스부(35)에서는 일반 SSL 장비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호화를 하고 그 후에 단말(10)의

IP를 체크하여 해당 단말로 복호화된 패킷을 넘겨준다.

이처럼 본 발명은 단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

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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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및 그 방법은 단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

화 할 필요 없이 GGSN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단말의 이용자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

다.

또한 본 발명은 GGSN에 SSL VPN 기능이 적용이 되면 암호화에 따른 단말의 처리 전력이 많이 드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단말에서 명백하게(transparent) 동작하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단말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본 발명은 APN에 SSL VPN 서비스를 설정 할 수 있기 때문에 APN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효과도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TEID에 서비스 플래그를 두어 검색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은 인터페이스부에서 SSL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의 하드웨어 적용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단말로부터 PDP 생성 요청을 받고, SSL 서버와 SSL 터널을 형성하며, SSL을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여 상기 SSL 서

버로 전송하는 GGSN과;

상기 GGSN과 SSL 터널을 형성하여 연결되고, 상기 GGSN으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복호화하는 SSL 서버를 포함하여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상기 SSL 서버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상기 SSL 서버와 연결된 메일 서버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는,

상기 GGSN과 단말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단말로부터 받은 PDP 생성 요청을 상기 GGSN으로 전달하고, 상기 GGSN으로

부터 받은 PDP 생성 응답을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SGSN를 더욱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

시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GGSN은,

APN DB와 SSL 구성 DB를 구비하고, 단말로부터 받은 PDP 컨텍스트 관련 처리를 수행하고, SSL 협상을 수행하는 제어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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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테이블과 SSL 구성 테이블과 암호화 모듈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에 의해 세션이 설정되면,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

리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청구항 5.

APN DB와 SSL 구성 DB를 구비하고, 단말로부터 받은 PDP 컨텍스트 관련 처리를 수행하고, SSL 협상을 수행하는 제어

부와;

세션 테이블과 SSL 구성 테이블과 암호화 모듈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부에 의해 세션이 설정되면, 사용자의 트래픽을 처

리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장치.

청구항 6.

GGSN에서 단말의 PDP 컨텍스트 생성요구를 수신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 후 GGSN에서 SSL 서버와 SSL 핸드세이크 협상을 수행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 후 상기 GGSN에서 단말로 PDP 컨텍스트 응답을 송신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 후 상기 단말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받은 상기 GGSN에서 SSL 터널을 통해 상기 SSL 서버로 사용자 데

이터를 전송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GGSN은 APN DB를 검색하여 상기 단말에서 수신된 APN이 SSL VPN을 지원하는 APN인지를 체크하여, 만약 해당

APN DB에 SSL 구성 인덱스 값이 존재하면 상기 GGSN은 이를 SSL VPN을 지원하는 APN으로 판단하여 SSL 구성 DB

에서 SSL 구성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찾은 SSL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SSL 서버와 SSL 핸드세이크 협상을 진행하

고, 협상이 완료되면 세션 테이블에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저장하고 SSL 구성 테이블에는 협상 완료된 SSL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

청구항 8.

PDP 컨텍스트 생성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GGSN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는지 판별하는 제 11 단계와;

상기 제 11 단계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면, SSL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을 작동시킨 다음 PDP 생성 응답을 단말로

송신하고, TEID에 서비스 플래그를 셋팅하고, 이를 SSL 구성 DB에 저장하고, 세션 테이블에는 TEID와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저장하며, SSL 구성 테이블에는 협상 완료된 SSL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제 12 단계와;

상기 제 11 단계에서 해당 APN이 SSL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호 처리를 수행하는 제 13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

청구항 9.

사용자 패킷이 수신되면 TEID의 서비스 플래그를 체크하여 SSL VPN을 지원하는지 판별하는 제 21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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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1 단계에서 수신된 사용자 패킷이 SSL VPN을 지원하면, SSL 구성 테이블 인덱스를 이용하여 해당 패킷에 대해

암호화 처리를 수행하고, 암호화된 패킷을 SSL 서버로 전송하는 제 22 단계와;

상기 제 21 단계에서 수신된 사용자 패킷이 SSL VPN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 패킷 처리를 수행하는 제 23 단계를 포함

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GSN의 SSL 프록시 처리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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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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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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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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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공개특허 10-2006-0062356

- 14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7
청구의 범위 8
도면 10
 도면1 10
 도면2 10
 도면3 11
 도면4 11
 도면5 12
 도면6 12
 도면7 13
 도면8 13
 도면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