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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와 홈에이전트간의인증을 위한 방법

요약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MN)와 홈에이전트(HA)간의 인증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Mobile IP)에서 외부에이전트(FA)와 HA간의 인증 공유키(Authentic

ation shared key)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Mobile IP에서의 FA와 HA간의 인증을 통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동 단말로부터 등록 요청메시지가 수신될 때 FA에서 엑세스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2서버를 

통해 제1서버로 전송한다. 엑세스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제1서버에서 미리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인증 공

유키를 생성하여 제2서버를 통해 FA로 전송한다. FA에서 인증 공유키에 따라 상기 등록 요청메시지를 인증하고 인

증된 등록 요청메시지를 HA로 전송한다. HA에서 상기 인증된 등록 요청메시지에 상기 설정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인증된 등록 요청메시지에 상기 설정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HA에서 이동 단말을 등

록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이동(Mobile) IP, 인증, 홈에이전트(HA), 외부에이전트(FA), PDSN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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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증 방법에 의해 무선 통신시스템의 이동 단말기(MN)와 홈에이전트(HA)사

이의 Mobile IP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이동 단말기와 홈에이전

트간의 인증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 기반의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의 하나로 가장 관심받고 있는 것은 부호분할다중접속(Co

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시스템이다. 상기 CDMA 시스템에서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부터 수신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에 따른 패킷(IP 패킷)에 실어 패킷 기반의 IP 

네트워크로 전달함으로써 패킷이 최종적으로 IP 주소를 가지는 이동 단말기(또는 이동 노드, 이동 호스트)에 수신되

도록 한다.

대표적인 CDMA 시스템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시스템은 현재 각 국가별

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동전화 시스템의 규격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말기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시스템이다. 상기 IMT-2000 시스템은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인터넷(internet)/인트라넷(intranet)의 그래픽 접속, 멀티미디어

메일 교환, 대량의 데이터 파일 전송 등을 동시에 하면서 비디오 화상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로밍(global

roaming), 무선 비디오 서비스, 비디오 원격회의, 양방향 엔터테인먼트 등이 제공된다.

상기 IMT-2000 시스템과 같이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패킷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패킷 네트워크에서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 한다. IP 네

트워크에서 이는 IP 주소가 된다. 모든 이동 단말기들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사용 가

능한 IP 주소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IP 주소를 임시로 할당하는 방식이 고

려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소위 이동 IP(Mobile IP)이다.

이동 IP를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예: 3G 패킷망)에서,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소자

로는 두 가지의 인터넷 접속 게이트웨이들이 있다. 하나는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PDS

N)(또는 외부 에이전트(FA: Foreign Agent))이고, 다른 하나는 홈 에이전트(Home Agent: HA)이다. 상기 PDSN은 

Simple IP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하고, 상기 HA는 Mobile IP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말기

에게 IP 주소를 할당한다. 상기 PDSN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는 서비스가 종료되면 삭제되지만, 상기 HA에 의해 할당

된 IP 주소는 이동 단말기가 다른 HA의 영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변함없이 사용된다.

한편, IP 이동성 지원(IP Mobility Support)에 대한 표준안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RFC(Recom

mendation for Comments)-2002에서는 PDSN(FA)과 HA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FA-HA 인증(authentication)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FA-HA 인증은 FA와 HA 사이의 통신 구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HA가 서비스 거부(Do

s: Denial of Service)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상기 RFC-2002에 정의된 FA-H

A 인증 방식은 CDMA방식 기반의 무선 통신시스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FA에서는 공중망에 연결되

어 있는 수많은 HA와의 FA-HA 인증 공유키(Authentication shared key)를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즉 HA와 FA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나의 FA 또는 HA가 가져야 하는 FA-HA 인증 공유키의 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RFC-2002에서 정의된 FA-HA 인증 방식이 아닌 별도의 프로토콜인 'IPSec(IP Security)'를 

사용하거나 가상 사설망 터널(Virtual Private Networks tunnel)을 구성하는 방식이 FA-HA간 인증 방식으로 고려

되고 있는 추세이다.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FA-HA간 인증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IPSec에 따르면, 메시지를 안전하

게 보내기 위해 전송을 위한 메시지에 인증(Authentication) 정보를 추가하고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받는 양쪽 구간(HA와 FA)에서 인증과 암호화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증과 암

호화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키(key)를 사용하고, 그 키는 얼마시간동안 유효한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HA와 FA 상호간에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보안의 특성상 주기적으

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IPSec의 경우 'IKE(Internet Key Exchange)'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위에서 언

급한 정보들을 상호 교환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상기 IKE를 사용함에 의해 IPSec Security Association(이하 'S

A'라 칭함)이 생성된다.

상기 IKE의 사용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실제 데이터를 보호할 때 사용할 SA를 생성하기 위한 메

시지가 안전하게 상호 전달될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드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단계는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가 아니라 IP

Sec SA를 생성하기 위한 메시지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

진 SA를 통해 실제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할 때 사 용할 IPSec SA를 만드는 과정이다. 상기 각 단계들은 여러 번에 

걸친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기 첫 번째 단계의 경우 메시지 교환 방법에 따라 최소 3번에서 최대 6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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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시지 교환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6번의 메시지 교환을 해야 하는 메인노드(Main Mode)를 선택한 경우 송신기

(Initiator)와 수신기(Responder)간에는 HDR, SA, KE, NI, Nr, HDR*, IDii, IDir, HASH_i, HASH_R과 같은 메시지 

교환이 필요하다. 상기 HDR은 헤더(header)를 나타내고, SA는 보안 제휴(security association)을 나타내고, KE는 

키교환(key exchange)을 나타내고, NI는 통보 페이로드 송신(notice payload initiate)을 나타내고, Nr은 통보 페이

로드 응답(notice payload response)을 나타내고, HDR*은 암호화된 헤더(header)를 나타내고, IDii는 식별 페이로

드 송신(Identification payload initiate)을 나타내고, IDir은 식별 페이로드 응답(Identification payload response)

을 나타내고, HASH_i는 해쉬 페이로드 송신(HASH payload initiate)을 나타내고, HASH_R은 HASH 페이로드 응답(

payload response)을 나타낸다. 상기 두 번째 단계는 3번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IPSec SA가 생성되면, FA와 HA는 전송할 데이터를 상기 단계들에서 협상한 대로 인증과 암호화를 통해 

보호한다.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대개 FA와 HA의 처리 전력(processing power)을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대개 

IPSec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통해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IPsec을 이용하여 FA와 HA 사이의 통신 구간을 안전

하게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시지(pre- setup message)들이 필요하고, 암호화의 복잡성 때문에 FA와 HA의 처리 

부담(processing load)이 심각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FA와 HA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인증 처리에

필요한 메시지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FA와 HA간의 인증을 통하여 IPsec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동적으로 생성되는 FA-HA 인증 키를 통하여 FA와 HA 통신 구간을 안전하게 하여 이동 단말기(Mobile N

ode)와 HA간의 인증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거부 공격 방지와 효과적인 MN-HA 인증 지원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Mobile IP)에서 FA와 HA간의 인

증 공유키(Authentication shared key)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Mobile IP에서의 FA와 HA간의 인증을 통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제1견지(aspect)에 따르면, 홈에이전트(HA)와, 이동 인터넷프로토콜(Mobile IP) 주소를 할당받는 이동 단

말이 연결되는 외부에이전트(FA)와,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각각 인증을 위해 구비되는 제1서버 및

제2서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단말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이들간의 인증

방법은,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등록 요청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엑세스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제1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엑세스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서버에

서 미리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외부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

과,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상기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외부에이전트-홈에이전트 인증 확장을 생성하여 등록 요청

메시지에 첨부한 후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등록 요청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

기 외부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등록 요청메시지

에 포함된 인증 공유키와 새로이 생성된 인증 공유키가 동일할 때,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견지에 따르면, 홈에이전트(HA)와, 이동 인터넷프로토콜(Mobile IP) 주소를 할당받는 이동 단말이 연

결되는 외부에이전트(FA)와,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각각 인증을 위해 구비되는 제1서버 및 제2서

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단말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이들간의 인증 방법

은,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등록 요청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엑세스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제1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엑세스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서버에서 미

리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제1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외부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상기 제1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외부에이전트-홈에이전트 인증 확장을 생성하여 등록 요

청메시지에 첨부한 후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숫

자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상기 제1서버로 상기 숫자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제1서버에서 상기 요청된 상

기 설정된 숫자를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제1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제2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고 상기 제2 인증 공유키가 상기 등록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제1인증 공유

키와 동일할 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

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하기에서는 먼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이 설명될 것이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인증 방법에 의해 무선 통신시스템의 이동 단말기(MN: Mobile Node)와 홈에이전트(HA: Home Agent)

사이의 Mobile IP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가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PDSN(FA)와 HA사이의

안전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된 FA-HA 인증 확장 메시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공유키(shared key) 생성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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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방안을 고려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 기술의 정의되어있지 않은 FA-HA 인증 공유키(Authenti

cation shared key) 생성과 전달 방안을 정의하고, FA-HA 인증 공유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안을 

제안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Mobile IP)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동적 IP 서비스를 지원하는 패킷통신 시스템은 도메인(domain)(20, 30)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인터넷(10)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각 IP 지원 도메인(20, 30)은 이동 통신시스템(22, 29, 32, 39)과 패킷 호 서비스

를 위한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이동 통신시스템(22, 29, 32, 39)은 알려진 디지털 셀룰러 네

트워크(digital cellular network), 개인휴대통신 네트워크(PCS network),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IMT-2000(

CDMA2000 혹은 UMTS)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지국(BTS: Base Transceiver System) 및 기지국 제어기(BSC: B

ase Station Controller)를 포함한다. 또한 패킷 호 서비스를 위한 상기 다른 네트워크 소자들로는 동적 IP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홈 에이전트(Home Agent: HA)(26,36),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PDSN: Packet Data Service Node)

(23,28,33,38), 인증 및 과금 서버(Authentication amp; Authorization Accounting Server: 이하 'AAA' 라 칭함)(또

는 Radius Server)(27,37), 도메인이름(Domain Name System) 서버(25,35),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24,34) 등이 있다.

이동 단말기(2,3,4,5)는 RFC-2002에 기술된 이동호스트의 기능을 수행하며 무선 채널을 통해 패킷데이터 서비스노

드(23,28,33,38)에 접속한다. 또한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23,28,33,38) 및 홈 에이전트(26,36)도 RFC-2002에 기

술된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 및 홈 에이전트는 패킷 호 서비스를 원하는 이동 단말기에게 IP 

주소를 할당한다. 이때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이동 단말기가 다른 패킷데이터 서비스 노

드의 영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변경될 것이지만 홈 에이전트에 의하여 할당된 IP 주소는 해당하는 도메인 내에서 고정

된다.

AAA 서버(27, 37)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가입자의 인증 및 권한 검증 기능과 과금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AAA 서

버간에는 보안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AAA 서버(27,37)는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 네트워크 억세스 

식별자)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식별함을 이용하며, NAI(이동호스트 네임, PDSN의 IP 주소)와 DNS 서버(25,35)를 접

목하고,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받을 때 AAA간 보안 채널을 통해 DNS 갱신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즉, 이동

호스트와 통신을 하려는 상대호스트는 동적으로 할당되는 이동 호스트의 IP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적으로 DNS

서버(25,35)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상기 DNS 서버(25,35)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매핑시키는 거대한 분산 네이밍 시스템이다. 상기 DNS 서버(25,3

5)는 네트워크 소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동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갱신함으로써 고정된 도메인 이름을 변화하는 IP 주

소에 매 핑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호스트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형

태의 주소로서, 단순한 숫자들의 배열로 구성된 IP 주소보다 기억하기 쉽고 직관적이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증 방법에 의해 무선 통신시스템의 이동 단말기(MN)와 홈에이전트(HA)사

이의 Mobile IP 서비스를 처리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절차는 HA와 FA(PDSN)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이들간의 인증 방법을 포함한다.

하기에서 사용될 용어들에 대해 정의해보면 하기의 <표 1>과 같다.

[표 1]

MN : 이동 단말기(Mobile Node)

FA : 외부에이전트(Foreign Agent)

HA : 홈에이전트(Home Agent)

PDSN : 패킷데이터 서비스노드(Packet Data Service Node)

AAAF : 제2서버(외부에이전트측 과금 및 인증서버) (Local AAA) OR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mp; Accounting Server

in Foreign side)

AAAH : 제1서버(홈에이전트측 과금 및 인증서버) (Home AAA) OR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mp; Accounting Server

in Home side)

MIP : 이동단말기 IP(Mobile IP)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MN(100)은 FA(110)로 등록요청(Registration Request)메시지를 전송한다(201단계). 상기 

등록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FA(110)은 AAAF(130)으로 인증 요청을 위하여 엑세스 요청(Access Request)을

송신하고(202단계), 상기 AAAF(130)은 상기 FA(110)으로부터의 엑세스 요청에 응답하여 AAAH(140)로 엑세스 요

청을 송신한다(203단계). 상기 AAAH(140)는 상기 AAAF(130)으로부터의 FA-HA 인증 공유키(Authentication sha

red key)가 필요하다는 RADIUS 특성(attribute)을 포함한 엑세스 요청(Access Request)을 수신하면, 먼저 FA-HA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기 위한 인자중 하나인 'S'와 타임스탬프(timestamp)를 생성한다. 상기 AAAH(140)는 상기 'S' 

와 타임스탬프를 다른 인자들과 함께 HMAC-MD5 해슁 알고리즘(Hashing Algorithm)에 대입하여 FA-HA 인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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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를 생성한다. 여기서 다른 인자들에는 AAAH IP 주소, FA IP 주소, HA IP 주소가 포함된다. 상기 생성되는 FA-

HA 인증 공유키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하기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S' 키(key)는 AAAH(140)에 의해 생성되는 미리 설정된 임의의 숫자로서, 내부적인 정책(loca

l policy)에 의해서 설정 가능한 라이프타임(lifetime)을 갖는다. 이러한 'S'를 HA(120)는 엑세스 요청(Access Reque

st)을 통하여 AAAH(140)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상기 HA(120)가 'S'를 AAAH(140)가 전달받는 동작은 후술될 것

이다. AAAH IP 주소(address)는 MN(100)이 속한 AAAH(140)의 IP 주소이다. HA IP 주소는 AAAH(140)에 의해 

해당 MN에게 서비스받도록 할당된 HA(120)의 IP 주소이다. FA(110)의 IP 주소는 MN(100)이 접속한 FA(110)의 IP

주소이다. 타임스탬프(Timestamp)는 'S' 키(key)의 라이프타임을 나타낸다. 상기 HMAC-MD5 해슁 알고리즘은 MD

5(Hash algorithm)와 HMAC의 조합으로서 HMAC는 보안의 강도(Security Strength)를 보완하고 키 사이즈(key si

ze)를 줄이기 위한 키생성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AAAH IP Address : 165.213.68.2이고, HA IP Address : 165.213.69.10이고, FA IP Address : 165.21

3.176.237이고, timestamp : 32 bits S' lifetime이고, S : 32 bits S key인 경우, FA-HA 인증 공유키는 HMAC-MD

5(165.213.68.2 | 165.213.69.10 | 165.213.176.237 | timestamp | S)를 통해 만들어진다.

상기 AAAH(140)에 의해 생성된 FA-HA 인증 공유키와 타임스탬프는 엑세스 승인(Access Accept) 메시지를 통하

여, AAAF(130)를 거쳐서 FA(110)으로 전달된다(204단계,205단계). 상기 FA(110)는 수신한 FA-HA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FA-HA 인증 확장(extension)을 만들어서 등록요청메시지(Registration Request Message)에 첨부한 후 

MN(100)에게 할당된 HA(120)으로 전송한다(206단계). 즉, 상기 FA(110)은 HA(120)으로 Mobile IP 등록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Mobile IP 등록 메시지를 수신한 HA(120)는 Mobile IP 등록 메시지를 전송한 FA(110)와 관련된 'S' 

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FA(110)와 관련된 'S' 키가 없거나 키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HA(120)는 새로운 'S'

를 요청하고 AAAH(140)로부터 받아온다(207단계,208단계). 이러한 경우 HA(120)는 AAAH(140)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자들을 사용하여 HMAC-MD5 해슁 알고리즘에 의해 FA-HA 인증 공유키와 인증 키를 생성한다. HA(120)

는 생성된 FA-HA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Mobile IP 등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면 메시지를 처리한 후

, Mobile IP 등록 응답 메시지를 FA(110)를 통해 MN(100)으로 전송한다(209단계,210단계).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301단계에서 PDSN(FA)(도 2의 110)는 광고 메시지(Agent Advertisement)를 MN(100)으로

전송한다(301단계). 상기 MN(100)은 상기 광고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등록 요청메시지(MIP Registration Requ

est)를 상기 FA(110)로 전송한다(302단계). 상기 등록 요청메시지를 수신한 PDSN(FA)(110)은 MN-AAA 인증 정보

, NAI(Network Access Identifier), COA(Care-Of-Address) 등을 인증 요청을 위한 메시지인 엑세스 요청 메시지(

Access Request message)에 실어 AAAF(130)에 전송한다(303단계). 상기 303단계에서 FA(110)로부터 엑세스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한 AAAF(130)는 MN-AAA 인증 정보, NAI,COA 등을 엑세스 요청 메시지에 실어 AAAH(140)에 

전송한다(304단계).

상기 304단계에서 AAAF(130)로부터 엑세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AAAH(140)는 MN-AAA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

(user) 인증을 수행한 후 AAAH IP address, FA IP address, HA IP address, 'S', Timestamp 등의 인자들을 HMAC

-MD5 해슁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FA-HA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고 생성된 FA-HA 인증 공유키를 인증 응답을 위한 

메시지인 엑세스 승인 메시지(Access Accept message)에 실어서 상기 AAAF(130)로 전송한다(305단계). 상기 30

5단계에서 AAAH(140)로부터 FA-HA 인증 공유키를 수신한 AAAF(130)는 이 수신한 인증 공유키를 엑세스 승인 

메시지에 실어 PDSN(FA)(110)로 전송한다(306단계). 상기 306단계에서 AAAF(130)로부터 인증 공유키를 수신한 

PDSN(FA)(110)는 등록 요청 메시지(MIP Registration Request)를 상기 FA-HA 인증 키로 인증한 후에 HA(120)로

전송한다(307단계). 상기 307단계에서 FA-HA 인증 키로 인증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HA(120)는 상기 수신

된 등록 요청 메시지내에 유효한 'S' 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기 HA(120)는 사전에 유효한 'S'에 대한 정보를 AAAH(

140)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상기 307단계의 동작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한 'S'가 없으면 상기 HA(120)는 AAAH(140)로 'S'를 요청한다(308단계). 상기 308단계에서 'S' 요청을 수신한 

AAAH(140)는 'S'를 응답(Reply) 메시지에 실어서 상기 HA(120)로 전송한다(309단계). 요청한 'S'를 수신한 HA(12

0)는  A AAH IP address, FA IP address, HA IP address, 'S', Timestamp 등의 인자들을 HMAC-MD5 해슁 알고

리즘에 대입하여 FA-HA 인증 공유키를 생성한다. FA-HA 인증 공유키를 생성한 후 상기 HA(120)는 MN(100)으로

부터의 등록 요청을 인증한다(310단계).

상기 HA(110)는 등록 요청을 처리한 후 등록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등록 응답(Registration Reply) 메시지를 PDS

N(FA)(110)으로 전송한다(311단계). 상기 311단계에서 등록 요청 처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PDSN(FA)(11

0)는 마찬가지로 등록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등록 응답(Registration을 Reply) 메시지를 MN(100)으로 전송한다(3

12단계).

위와 같은 301단계 내지 312단계가 수행된 후에는 MN(100)과 HA(120)간의 사용자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난다. 이

때 사용자 데이터의 송수신은 PPP(Point-to-Point Protocol)상에서 수행된다. 참고적으로, 상기 302단계 내지 306

단계는 도 2의 201단계 내지 205단계에 해당하고, 307단계 내지 312단계는 도 2의 206단계 내지 210단계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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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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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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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패킷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IPsec을 이용하지 않고 HA와 AAAH가 각각

미리 설정된 숫자인 'S'를 이용하여 동적으로(Dynamic) FA-HA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여 RFC-2002에서 정의한 FA

-HA 인증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FA와 HA 구간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에이전트(HA)와, 이동 인터넷프로토콜(Mobile IP) 주소를 할당받는 이동 단말이 연결되는 외부에이전트(FA)와,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각각 인증을 위해 구비되는 제1서버 및 제2서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시스

템에서,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단말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이들간의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등록 요청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엑세스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

서버를 통해 상기 제1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엑세스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서버에서 미리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외부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상기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외부에이전트-홈에이전트 인증 확장을 생성하여 등록 요청메

시지에 첨부한 후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등록 요청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인

증 공유키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등록 요청메시지에 포함된 인증 공유키와 상기 새로이 생성된 인증 공유키가 동일할 때, 상기 홈에이전

트에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등록 응답메시지를 상기 외

부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공유키는 상기 설정된 숫자를 HMAC-MD5 해슁 알고리즘에 대입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공유키는 상기 제1서버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상기 외부에이전트의 인터넷프로토콜 주

소, 상기 홈에이전트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HMAC-MD5 해슁 알고리즘에 더 대입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공유키는 상기 설정된 숫자의 라이프타임을 결정하는 인자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홈에이전트(HA)와, 이동 인터넷프로토콜(Mobile IP) 주소를 할당받는 이동 단말이 연결되는 외부에이전트(FA)와,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각각 인증을 위해 구비되는 제1서버 및 제2서버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시스

템에서, 상기 홈에이전트와 상기 이동 단말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이들간의 인증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등록 요청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엑세스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

서버를 통해 상기 제1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엑세스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제1서버에서 미리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제1 인증 공유키를 생성

하여 상기 제2서버를 통해 상기 외부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외부에이전트에서 상기 제1 인증 공유키를 이용하여 외부에이전트-홈에이전트 인증 확장을 생성하여 등록 요

청메시지에 첨부한 후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외부에이전트에 해당하는 숫자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상기 제1서버로 상기 숫자

를 요청하는 과정과,

상기 제1서버에서 상기 요청된 상기 설정된 숫자를 상기 홈에이전트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제1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설정된 숫자를 포함하는 제2 인증 공유키를 생성하고 상기 제

2 인증 공유키가 상기 등록 요청메시지에 포함된 제1 인증 공유키와 동일할 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는 과정을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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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홈에이전트에서 상기 이동 단말을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등록 응답메시지를 상기 외

부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 공유키 및 상기 제2 인증 공유키는 상기 설정된 숫자를 HMAC-MD5 해슁 알고리즘

에 대입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 공유키 및 상기 제2 인증 공유키는 상기 제1서버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상기 외부

에이전트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상기 홈에이전트의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HMAC-MD5 해슁 알고리즘에 더 

대입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증 공유키 및 상기 제2 인증 공유키는 상기 설정된 숫자의 라이프타임을 결정하는 인자

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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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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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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