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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퓨터네트워크간데이터패킷의무서명송수신을위한시스템

요약

공중 인터네트워크(public internetwork)를 가로질러 발신처 호스트(source host)로부터 수신처 호스트(destination

host)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자동적으로 암호화 및 해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시된다. 터널링 브리지(tunnelling 

bridge)는 각 네트워크에 위치되고, 관련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된 패킷 또는 관련 네트워크로 전송된 패킷 모두를 인

터셉트한다. 터널링 브리지는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 호스트 쌍 또는 네트워크 쌍을 지시하는 테이블을 구비한다.

패킷이 제1 호스트로부터 전송될 경우에, 호스트의 네트워크의 터널링 브리지는 패킷을 인터셉트하고, 헤더 정보로부

터 특정 수신처와 관련된 호스트로부터의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수신처 호스

트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발신처 호스트의 네트워크로부터의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패킷이 암호화

되어야 할 경우에, 패킷은 암호화되고, 발신처 및 수신처 정보 즉, 발신처와 수신처 호스트 어드레스, 또는 발신처와 

수신처 네트워크의 방송 어드레스(broadcast addresses)를 지시하는 인캡슐레이션 헤더(encapsulation header)와 

함께 수신처 네트워크로 전송된다(후자의 경우, 호스트의 각 어드레스를 암호화함으로써 숨김). 또한, 발신처 네트워

크의 터널링 브리지의 식별자는 인캡슐레이션 헤더에 포함될 수 있다. 수신처 네트워크에서, 관련 터널링 브리지는 

패킷을 인터셉트하고,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검사하며, 내부 테이블로부터 패킷이 암호화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발신처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또는 터널링 브리 지 식별자로부터 패킷이 암호화되었는지를 판단하며 패킷이 어떻

게 암호화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패킷이 암호화되었을 경우에, 패킷이 수신처 터널링 브리지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

는 키를 이용하여 해독되고, 수신처 호스트로 전송된다.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특히, 주어진 네트워크가 하나 이상

의 터널링 브리지 및 그에 따른 다수의 암호화/해독 가능 방식(multiple possible encryption/decryption schemes)

및 키를 구비한 실시예에 이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자동적인 암호화 및 해독은, 인캡슐레이션 헤더가 발신처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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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처 호스트 어드레스를 내포할 경우에, 부가적인 터널링 브리지를 이용하지 않고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에 의해 

실행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암호화, 해독, 무서명, 브리지, 식별자, 발신처, 수신처, 터널링, 인캡슐레이션, 패킷, 어드레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2는 도1에 도시된 컴퓨터 네트워크(N1)의 호스트 컴퓨터 A의 블록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터널링 브리지(tunnelling bridges)를 합병한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도시한 

도면.

도4는 도3에 도시된 컴퓨터 네트워크(N1 내지 N3)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내의 본 발명의 몇몇 터널링 브리지의 블록

도.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터널링 브리지를 합병한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6은 본 발명의 무서명 터널링(signatureless tunnelling) 방법의 흐름도.

도7은 데이터 패킷을 위한 종래의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8 내지 도11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다른 실시예에 이용하기 위한 수정된 데이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12는 단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본 발명의 두 터널링 브리지를 구비한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도시한 블록도.

* 도면 부호의 설명

N1 내지 N12 : 컴퓨터 네트워크 10 : 공중망

20 내지 90 : 호스트 컴퓨터 TB1 내지 TB8 : 터널링 브리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패킷의 안전한 전송(secure transmissio) 기술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인터넷(internet) 상의 사

이트(sites)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간 데이터 패킷을 자동적으로 암호화(encrypting) 및 해독(decrypting)하기 위한 

신규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관련 정보(sensitive information)를 전송하는 것이 상

업상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고, 부수적으로, 관련 정보가 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를 가로지를 때 초대받지 않은 

시선(uninvited eyes)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재,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unsecured data)는 수

신처 사이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이트에서 복제되고,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 비밀(trade secret) 또는 다

른 개인 정보(private information)가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된다.

송신 호스트에서의 사용자가 전송되는 데이트를 암호화하고, 해독에 필요한 키와 함께 사용된 암호화 메커니즘의 데

이터를 수신하게 될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송신 및 수신 사용자 양측에서의 통신 및 동등

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종종 사용자가 필요한 수고(requisite trouble)를 취하지 않아서 패킷이 암호화되지 못한다.

심지어 이들 패킷이 암호화될 때, 이들 패것이 사용자 A로부터 사용자 B로 전송된다는 사실이 민감할 수 있어, 이러

한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도1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10)을 통해 상호접속된 네트워크(N1, N2 및 N3)를 구비한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도시한다. 네트워크(N1)가 통상의 형태로 설계될 경우에, 호스트 A 및 부가적인 호

스트(20 및 30)와 같은 몇몇 내지 여러 컴퓨터(호스트)를 구비한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N2)는 호스트 B 및 부가적

인 호스트(40및 50)를 구비하는 반면, 네트워크(N3)는 호스트(60 내지 90)를 구비한다. 각 네트워크 상에 여러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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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도시된 것보다 더 많은 개별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가 호스트 A에서 파일, 전자메일(email) 등을 호스트 B로 전송하고자할 경우에, 파일은 패킷으로 분할되고 각 

패킷은 도7에 도시된 데이터(410) 및 헤더(420)를 포함하는 패킷(400)과 같은 구조를 통상적으로 갖는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헤더(420)는 수신(수신처) 호스트 B의 어드레스를 내포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I

P) 헤더일 것이다. 통상의 형태에서, 각 데이터 패킷은 인터네트워크(10)를 통해 수신 네트워크(N2) 및 수신 호스트 

B로 궁극적으로 라우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호스트 A에서의 사용자가 전송 전에 파일이나 데이터 패 킷을 암호화하고 사용자 B가 해독에 필요

한 키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 송신 및 수신 호스트의 식별정보(identities)는 패킷의 헤더 내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어

드레스로부터 용이하게 식별가능하다. 현재의 인터네트워크는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아키텍처 또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 근본적으로, 이들은 한 호스트로부터 다른 호스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자동적인 암호화 및

해독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시스템은 사설망(private network)과 다수의 사설망 각각에 대한 공중망(public network)(또는 인터네트

워크)간의 인터페이스에 위치한 터널링 브리지(tunnelling bridge)를 구비한다. 각 터널링 브리지는 프로세서 및 메모

리를 구비한 독립형 컴퓨터(stand-alone computer)이고, 각 터널링 브리지의 메모리에는 어떤 호스트가 암호화된 (

전송된 또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가져야 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호스트 테이블이 존재한다. 선택적으로, 특정 네

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 패킷 및 특정 네트워크로의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네트워크 테이블

이 이용될 수 있거나, 또는 특정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소정 기준(predetermined criteria)

이 저장될 수 있다.

주어진 사설망(또는 사설망의 서브네트워크)을 위한 터널링 브리지는 네트워크 외부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을 인터셉

트하고, 각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테이블로부터 자동적으로 판단한다.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할 경우에, 터널

링 브리 지는 수신처 호스트에 적합한 암호화 방법 및 키를 이용하여 패킷을 암호화하고, 발신처 및 수신처 어드레스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호스트 어드레스 또는 IP 방송 어드레스)와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첨부하고 인터네트워크 상으

로 패킷을 전송한다.

수신처 호스트에서, 다른 터널링 브리지는 인입되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고, 발신처 및 수신처 어드레스 

정보를 검사하며, 패킷이 해독되어야 하는지를 로컬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테이블로부터 판단하고, 패킷이 해독되

어야 할 경우에 패킷이 어떤 방법 및 어떤 키를 이용하여 해독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필요할 경우에, 패킷이 해독

되어 수신처 호스트 상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필요로 한다고 사전에 결정된 모든 메시지는, 예를 들어, 주어진 호스트 A로부터 다른 호

스트 B로의 모든 메시지는, 사용자측의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암호화된다. 이러한 방식에서, 공중 인터네트워

크 상의 어떠한 것이 패킷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인캡슐레이션 헤더가 암호화된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 어드레

스와, 네트워크 IP 발신처 및 수신처 어드레스를 이용할 경우에, 호스트 식별정보가 또한 숨겨지며, 중재 옵서버(inter

vening observer)가 단지 네트워크의 식별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인캡슐레이션 헤더는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의 식별자를 가진 필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터널링 브

리지가 주어진 네트워크(서로 다른 암호화 요구조건 및 정보를 내포한 각 터널링 브리지)에 이용될 경우에 특히 유용

하고, 이러한 경우에 수신 터널링 브리지는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로부터 인입되는 모든 패킷을 위한 암호화 형태 및 

해독 키를 지시하는 국부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따라 데 이터 패킷을 해독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시스템은 현존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도록 설계되고,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로컬 컴퓨터 네트워

크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 또는 대규모 네트워크간 접합(junction)에서 터널링 브리지를 부가하여 이용한다. 본 발명

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터널링 브리지의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 명령어, 적합한 (표준) 네트워크 접

속 및 통신 프로토콜을 합병하는 터널링 브리지로서 동작하는 컴퓨터에 의해 구현된다.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N1, N2 및 N3)로 이루어진 네트워크(100)를 도시하고, 여기서 각 네트워크는 각 네

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 패킷 또는 각 네트워크로의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는 터널링 브리지(TB1, TB2 및 TB3)

를 각각 구비한다. 다른 관점에서, 네트워크(N1 내지 N3)는 종래의 설계에서의 네트워크(N1 내지 N3)와 동일할 수도

있다. 하기의 설명에서, 네트워크(N1 내지 N3), 또는 호스트 A 및 B에 관한 언급은 달리 지정되지 않는다면 도3에 도

시된 구성을 참조하여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모드1, 모드2, 모드2A, 모드3 및 모드3A로 번호가 매겨지고 언급되는 몇몇 동작 모드가 존재한

다. 모드1은 도1의 구성을 이용하는 반면, 다른 모드는 도3의 구성을 이용한다. 모드2 내지 모드3A에서의 (프로그램 

명령어, 취해진 조치 등을 포함하는) 터널링 브리지(TB1 및 TB2)의 기능은 각각 모드1에서의 호스트 A 및 B의 기능

과 동일하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터널링 브리지(TB1 내지 TB3) 각각은 바람직하게도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구비한 분리된 

통상의 컴퓨터에서 구현된다. 메모리는 램(random-access-memory)(RAM), 롬(read-only-memory)(ROM)과, 디

스크 드라이브, CD-ROM 등과 같은 다른 저장 매체의 일정한 조합일 수 있다. 브리지(TB1 내지 TB3)각각에 대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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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명령어는 각 메모리에 저장되고, 각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송신 호스트 A, 터

널링 브리지(TB1 및 TB2) 및 수신 호스트 B의 프로세서 각각에 의해 필요에 따라 실행되는 단계의 조합에 의해 수행

된다.

데이터 암호화는 본 발명의 전반적인 방법에서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용된 특정 암호화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은 아니

다. 'Diffie-Hellan' 방법(W. Diffie and M. Hellman, 'New Direction in Cryptography', IEEE Transactions of Info

rmation Theory, November 1976 참조)과 같은 유연성이 있고, 강력한 암호화 접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P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암호화의 이용은 1994년 6월 10일에 'A. Aziz'에 의해 출원되어 본건과 함께 계류중인 특허 

제 08/258,344호, 'Method and Apparatus for Key-Management Scheme for Use With Internet Protocols at Si

te Firewalls'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참조로 사용된다.) 하지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제1 장치에 

의한 암호화 및 수신 장치에 의한 해독을 제공하는 암호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방법을 설명하고, 송신 호스트 A에서 데이터 패킷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호스트 A에서 사

용자는 파일 등을 호스트 A로부터 호스트 B 로 전송하기 위한 통상의 명령을 입력하고, 호스트 컴퓨터 A는 도7에서

와 같은 데이터(410) 및 헤더(400) 모두를 각각 내포한 파일을 데이터 패킷으로 나누기 위한 표준 절차를 수행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경우에, 이것은 IP 헤더가 될 것이다. 설명 대부분이 IP-특정 구현에 맞추어지지만, 어떠한 네

트워크 프로토콜이라도 본 발명과 결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단계(200)에서, 호스트 A(도3 및 도6 참조)에서 사용자는 파일, 전자메일 등을 수신자(recipient)로 전송하기 위한 통

상의 명령을 입력하고, 호스트 A는 정상적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발생시킨다. 초기에,

각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필드(410) 및 헤더 필드(420)를 내포한 도7에 도시된 데이터 패킷(400)과 같은 구조를 갖

는다. 헤더(420)는 이러한 실례에서 호스트 B의 IP 어드레스인 수신처 어드레스를 내포한다.

단계(210)에서, 데이터 패킷이 호스트 A에 의해 통상의 방식으로 재전송된다. 하지만, 단계(220)에서, 모드2, 모드2A

, 모드3 또는 모드3A가 이용될 경우에(하기의 설명 참조), 각 패킷이 터널링 브리지(TB1)(도3 및 도4 참조)에 의해 

인터셉트된다. 모드1(하기에 설명됨)이 이용될 경우에, 이러한 모드가 터널링 브리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2

20 및 280)는 생략되고, 그 대신 모드2 내지 3A에서 터널링 브리지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는 모드1에서 발신처 및 수

신처 호스트 자신들에 의해 모두 달성된다. 따라서, 하기의 설명에서, TB1 또는 TB2가 언급될 때는 언제나, 모드1의 

경우에서의 동일한 기능이 호스트 A 또는 호스트 B에서 각각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로컬 네트워크(N1)와, N2 및 N3와 같은 원격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의 어드레스의 룩-업 테이블(look-up table)(별

도 도시되지 않음)과 각 네트워크에 대해 호스트로부터의 데이터 패킷 또는 호스트로의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가 TB1(또는 모드1에 대한 호스트 A)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서, T

B1의 호스트 테이블은 호스트 A로부터 호스트 B로 전송된 메시지가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한다. 따라서, 도6의

단계(230 및 24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브리지(TB1)(또는 호스트 A)는 테이블에서 호스트 A 및 B를 살펴보고, 전송

될 데이터 패킷이 먼저 암호화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선택적으로, 테이블은 네트워크(N1 및 N2)의 네트워크 식별자(예를 들어, 방송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으며, 네트

워크(N1)로부터 네트워크(N2)로 전송되는 것이 암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경우에, 테이블은 각 네

트워크에 각 호스트를 리스트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테이블을 더 작고 유지하기 쉽게 만든다.

하지만, 각 호스트가 리스트되어 있을 경우에, 특정 호스트로부터의 메시지 또는 특정 호스트로의 메시지가 암호화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암호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유연성이 보유될 수 있다. 다른 실

시예에서, 룩-업 테이블은 네트워크로부터의 패킷 및 네트워크로의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 네트워크로서 네트워

크(N1 및 N2)를 리스트하고, 또한 이들 네트워크를 위한 정상적인 암호화 규칙에 대한 예외를 지시하는 테이블의 호

스트 부분을 포함한다. 따라서, 네트워크(N1 및 N2)가 룩-업 테이블에 리스트될 경우에, N1로부터 N2 로 전송되는 

패킷은 정상적으로 암호화되어야 하지만, 호스트 A로부터의 패킷이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외' 서브

테이블이 존재할 경우에, 통상 규칙은 폐지된다. 물론, 예외는 양쪽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규칙

은 주어진 네트워크 쌍에 대한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거나 또는 암호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예외는 주어진 

호스트(발신처 또는 수신자) 또는 호스트 쌍에 대한 패킷이 암호화되지 않아야 하거나 또는 암호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테이블의 작은 크기 및 유지보수의 편이성이 전반적으로 보유되는 한편, 호스트 

테이블의 유연성이 이루어진다.

호스트 A로부터 호스트 B로(또는 네트워크(N1)로부터 네트워크(N2)로) 전송될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아야 할 경우

에, 방법은 단계(270)로 직접적으로 진행되어, 해당 패킷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또는 다른 중재 네트워크)

을 통해 수신처로 전송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패킷은 단계(250)에서 암호화된다. 암호화는 소정의 암호화 방식이 선택되었을 때마다 TB2가 데

이터 패킷을 해독할 수 있도록 동일한 암호화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에 따라 터널링

브리지(TB1)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TB2는 적합한 키 또는 해독 키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캡슐레이션 헤더

단계(260)에서, 인캡슐레이션 헤더는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에 첨부된다. 이러한 헤더는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몇몇 선택적인 형태 중에서 하나를 취할 수 있다. 몇몇 패킷 수정 모드는 하기와 같이, 동일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

인캡슐레이션 헤더에 첨부된 정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를 이용함으로써 수용될 수 있다.

모드 첨부된 정보

1 암호화 키 관리 정보(암호화되지 않음)

최초에 발생된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내포한 신규 IP 헤더(암호화되지 않음)

2 암호화 키 관리 정보(암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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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자를 위한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암호화되지 않음)

발신처 및 수신처 네트워크의 방송 어드레스를 내포한 신규 IP 헤더(암호화되지 않음)

2A (모드2와 동일하지만,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가 없음)

3 암호화 키 관리 정보(암호화됨)

선택사항: 송신자를 위한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암호화되지 않음)

최초에 발생된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내포한 신규 IP 헤더(암호화되지 않음)

3A (모드3과 동일하지만,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가 없음)

모드1, 모드2 및 모드3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도8, 도9 및 도10에 각각 도시되며, 하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유사한 

참조 번호는 유사한 기능을 지시한다. 모드2A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도11에서 도시되어 있으며, 모드3A는 도8의 데

이터 구 조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드1에 대한 데이터 구조(402)는 도8에서 표현되어 있다. 최초의 데이터(410) 및 최초의 헤더(420)가 암호화되어, 

{410} 및 {420}으로 나타난다. 암호화 키 관리 정보(440)는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의 어드레스를 내포한 신규 IP 

헤더(450)와 함께 신규 인캡슐레이션 헤더(430)의 일부분으로서 (암호화된 형태로)첨부된다. 정보(430)는 어떤 암호

화 방식이 이용되었는지를 지시하는 것을 내포한다.

키 관리 정보는 이용된 키 관리 및 암호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내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부된 부록에 상

세하게 설명된 SKIP(Simple Key-Management for Internet Protocols)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도7 내지 도11에서, '{참조번호}'의 필드는 암호화된 것이고, 다른 필드는 암호화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도8에서 

최초의 데이터 필드(410) 및 어드레스 필드(420)는 암호화되는 반면, 키 관리 정보(440) 및 IP 헤더(450)를 내포한 

신규 인캡슐레이션 헤더(430)는 암호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터널링 브리지(TB1 및 TB2)는 전혀 이용되지 않지만, 호스트 A 및 B는 암호화 및 해독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 테이블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어떤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 모드1은 중재 옵서버(intervening observer)가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를 식별하도록 허용하

여, 그에 따라 최상위 레벨의 보안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TB1 및 TB2로서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추

가시킬 필요없이 호스 트 A와 B간의 데이터 패킷을 위한 효과적이고 자동적인 암호화 및 해독을 제공한다.

선택적으로, 모드1에서 필드(440)는 (호스트 자신의 IP 방송 어드레스 대신) 발신처 및 수신처 네트워크의 IP 방송 어

드레스를 내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암호화 방식이 이용되었는지를 지시하는 암호화 키 관리 정보 내의 코드를

내포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여 수신처 호스트 상으로 전송하는 수신처 네트워크 상의 

(터널링 브리지와 같은) 인터셉팅 컴퓨터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모드2에서, 데이터 구조(404)가 이용되고, 데이터 구조(404)가 신규 인캡슐레이션 헤더(432)를 내포한다. 이것은 최

초의 데이터 패킷(400)에 첨부된 키 암호 관리 정보(440)를 내포하고, 모두 암호화되어 도9에 도시된 암호화된 필드 

{410}, {420} 및 {440}를 나타낸다. 발신처 및 수신처 네트워크의 방송 어드레스(도8의 필드(450)에서와 같이, 호스

트의 어드레스가 아님)를 내포한 신규 IP 헤더(470)가 첨부된다. 또한,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 필드(460)는 인캡슐레

이션 헤더(432)의 일부분으로서 첨부된다. 여기서, 이러한 실시예에서 필드(410, 420 및 440)는 모두 암호화되는 반

면에, 필드(460 및 470)는 암호화되지 않는다.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패킷이 전송된 호스트를 구비한 네트워크에서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 즉, 터널링 브리지를 식

별한다. 수신 터널링 브리지(recipient tunnelling bridge)는 각 공지된 터널링 브리지를 위한 암호화에 필요한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암호화 방법 및 키를 지시하는 터널링 브리지 룩-업 테이블을 구비 한다.

적합한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2 24 개 또는 16 ×10 6 개 이상의 고유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를 부여하는 3-바이트 

필드일 수 있다. 임의의 대다수의 개별 터널링 브리지는 필요한 만큼의 큰 필드를 만듦으로써 이러한 방식에서 고유 

식별자를 각각 부여받을 수 있고, 진실로 필드는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가변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원한다면, 4

-바이트 필드가 이용될 수 있어, 현재의 필요성을 훨씬 초과하는 4 ×10 9 개의 터널링 브리지를 수용할 것이다.

모드2를 이용하면, 주어진 데이터 패킷에 의해 취해진 회로에 따른 읍서버(obserevr)는 단지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 

및 발신처와 수신처 네트워크를 위한 IP 방송 어드레스를 식별할 수 있다.

수신처 네트워크를 위한 IP 방송 어드레스는 특정 호스트가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이러한 경우에, 'Eng.Sun.COM')를

나타내는 '129.144.0.0'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패킷 루트(route)의 중간 지점에서, 메시지가 'washington.edu'

로부터 'Eng.Sun.COM'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식별될 수 있고, 수신 터널링 브리지의 식별 번호가 판단될 수 있

지만, 발신처와 수신처 호스트, 키 관리 정보 및 데이터 패킷의 내용은 모두 숨겨진다.

모드2A는 도11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이용하고, 발신처 및 수신 네트워크(N1 및 N2)를 위한 IP 방송 어드레스는 

인캡슐레이션 헤더 필드(470)에 내포되지만,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시예는 도5에 설명 

된 바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 또는 몇몇 네트워크를 위한 단지 하나의 터널링 브리지가 존재할 경우의 네트워크에 특

히 적합하다.

도5에서, 호스트 C에서 호스트 D로 전송된 패킷은 먼저 네트워크(N4)로부터 네트워크(N5)로 전송될 것이고, 이들 두

네트워크에 진입하거나 또는 이들 두 네트워크를 떠나는 모든 메시지를 인터셉트하는 터널링 브리지(TB4)에 의해 인

터셉트될 것이다. TB4는 호스트 룩-업 테이블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패킷을 암호화하거나 암호화하지 않을 것이

다. 패킷이 공중망을 가로지르고, 네트워크(N7)로 라우팅되어, (네트워크(N6 내지 N8)에 진입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N6 내지 N8)를 떠나는 모든 메시지를 인터셉트하는) 터널링 브리지(TB5)에 의해 먼저 인터셉트되고, 이때 필요하다

면 해독된다.

이러한 실시예 또는 패킷이 네트워크 상의 호스트로부터 전송되는 실시예에서, 단일 터널링 브리지가 전체 발신처 네

크워크에 이용되거나 또는 발신처 네크워크를 포함하는 다수의 네트워크에 이용될 경우에,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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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캡슐레이션 헤더에서 필요한 필드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어진 터널링 브리지만이 주어진 호스트(예를 들어, 

도5에서 호스트 C에 대한 TB4)로부터의 패킷을 인터셉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의 식별정보는 모

호하지 않고, 수신처 터널링 브리지(TB5)는 TB4와 상관관계가 있는 호스트 및/또는 네트워크의 테이블을 구비할 것

이다. TB5는 터널링 브리지(TB4)가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임을 결정하면, TB5는 정확한 해독을 계속 진행한다.

이러한 접근은 확실한 장점, 즉 터널링 브리지를 명명하거나 터널링 브리지 의 갯수를 셀 필요성을 제거하고, 필드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패킷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 필드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12에서, 서브네트워크(N11 및 N12)는 한 대형 네트워크(N10)의 일부분이고, 각 서브네트워크(N11 및 

N12)는 할당된 터널링 브리지(TB7 및 TB8)를 각각 구비한다. 따라서, 서브네트워크(N11 및 N12)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에 자동적으로 종속될 수 있고, 암호화는 한 서브네트워크를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변경될 수 있지만 다른 서브

네트워크를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도12에서 호스트 F에서 호스트 E로 이동하는 패킷은 네트워크(N9)에서의 TB6에 도달할 경우 TB8이 아닌 TB7에 

의해 암호화된 것으로 정확히 식별되도록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TB7)를 내포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터

널링 브리지(TB6)는 단지 터널링 브리지에 속하는 정보 테이블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레벨

에 대한 암호화/해독에 관한 상세한 사항(encryption/decryption specifics)을 유지시킬 필요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TB6이 호스트 A와 호스트 B 사이에서 또는 네트워크(N1)과 네트워크(N2) 사이에서 전송된 메시

지의 암호화 여부에 관한 정보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는 터널링 브리지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갯수, 전송 일시, 패킷의 크기 등을 기록한 통계표(statis

tics)와 같이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에 관한 다양한 다른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

발신처 및 수신처 터널링 브리지(또는 경우에 따라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 트)의 메모리 내의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테이블 이용에 대한 대안은 발신처 호스트 또는 발신처 터널링 브리지가 주어진 데이터 패킷의 암호화 여부를 결정하

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정 기준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발신처 및 수신처 정보일 필

요는 없지만, 패킷 내용, 전송 시간, 주 헤더 정보, 사용자 식별 정보, 패킷 본체 내의 키워드(key word)('암호(encryp

t)'와 같음)의 존재 또는 다른 기준을 내포할 수 있다.

도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드3은 데이터 구조(406)를 이용하고, 여기서 데이터 구조(406)는 모드2와 관련하여 설

명된 터널링 브리지와 동일한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를 내포한 필드(460)의 추가를 제외하고 데이터 구조(402)와 동

일하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모드1에서와 같이, 필드(450)는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를 위한 최초의 호스트 IP 어드레스(모

드 2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의 어드레스가 아님)를 내포하여, 그에 따라 모드3 패킷의 옵서버가 데이터 패킷의 최초의 

송신자 및 의도된 수신자 모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모드는 해독 및 수신 호스트로의 궁극적인 전달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수신 네트워크의 터널링 브리지로 패킷을 라우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내포한다.

모드3A는 도3 또는 도1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하여 도8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다. 메커

니즘 및 관련 장점은 모드2에 대해 전술된 바와 동일한 반면, 데이터 구조는 발신처 및 수신처 호스트 어드레스를 나

타낸다.

단계(260)에서, 인캡슐레이션 헤더가 첨부될 경우에(도6 참조), 패킷은 단계(270)에서 수신처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단계(280)에서, 수신처 네트워크의 터 널링 브리지(여기서는, 도3에 도시된 TB2)는 패킷을 인터셉트하고, 이것은 암

호화를 지시하는 인캡슐레이션 헤더 정보에 대해 모든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검사하는 명령어 루틴(instruction routi

ne)에 의해 달성된다.

따라서, 단계(290)에서, 패킷의 인캡슐레이션 헤더가 판독되고, 단계(300)에서 패킷이 암호화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터널링 브리지 식별자가 인캡슐레이션된 패킷의 일부분을 형성할 경우에, 암호화 방법 및 해독 키는 수신처 터널링 

브리지의(또는 모드1의 경우에서 수신처 호스트의) 로컬 테이블로부터 판단된다.

패킷 암호화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패킷이 단계(3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조치없이 정확한 호스트로 

전송된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 방법이 판단되어(단계(320)) 패킷이 해독되고(단계(330)), 해독된 패킷이 단계(340

)에서와 같이 전송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공중 인터네트워크를 가로질러 발신처 호스트로부터 수신처 호스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자동적으로

암호화 및 해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네트워크를 통해 제1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2 호스트 컴

퓨터로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 상기 제1 및 제2 컴퓨터 네트워크 각각은 제1 및 제2 브리지 컴퓨터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 호스트 컴퓨터와 상기 제1 및 제2 브리지 컴퓨터 각각은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

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제1 및 제2 브리지 컴퓨터 각각은 적어도 하나의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커니즘 및 소정의 다수의 호스트 컴퓨터간에 전송되는 패킷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호스트로

서 상기 소정의 다수의 호스트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를 더 구비하고, 상기 방법은 상

기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수행됨 - 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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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제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발생시키는 단계 - 

여기서, 상기 데이터 패킷의 일부분은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의 인터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

의 인터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정보를 내포함 - ;

(2) 상기 제1 브리지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고, 상기 제1 및 제2 호스트 컴퓨터가 보안이 요

구되는 상기 소정의 다수의 호스트 컴퓨터 중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단계(5)로 진행하고, 

만일 존재하면 단계(3)로 진행하는 단계;

(3) 상기 제1 브리지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는 단계;

(4) 상기 제1 브리지 컴퓨터에서,

(a) 상기 소정의 암호화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키 관리 정보; 및

(b)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한 발신처 및 수신처를 나타내는 신규 어드레스 헤더

를 내포하는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발생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에 부가함으로써,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발생하는 

단계;

(5) 상기 인터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1 브리지 컴퓨터로부터 상기 제2 컴퓨터 네트워크로 상기 테이터 패킷을 전송

하는 단계;

(6)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에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는 단계;

(7)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에서, 상기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판독하고, 상기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 만일 암호화되지 않았으면, 단계(10)로 진행하고, 만일 암호화되었으면, 단계(8)로 진행하는 단계;

(8)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기 위해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9)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에 의해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는 단계;

(10)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11)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1 및 제2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네트워크 방송 

어드레스를 내포한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의 식별자를 내포한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의 어드레스를 내포한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의 식별자를 내포한

방법.

청구항 6.
제1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이

터 패킷을 자동적으로 암호화 및 해독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제1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기 위한 

제1 브리지 컴퓨터 - 상기 제1 브리지 컴퓨터는 제1 프로세서 및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커니즘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암호화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제1 메모리를 구비함 -;

상기 제2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상기 제2 컴퓨터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인터셉트하기 위한 제2 

브리지 컴퓨터 -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는 제2 프로세서 및 상기 데이터 패킷의 해독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저

장하고 있는 제2 메모리를 구비함 -;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 및 상기 제1 네트워크중 적어도 하나와, 상기 제2 호스트 컴퓨

터 및 상기 제2 네트워크 중 하나와의 상관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테이블;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상기 제1 네트워크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상기 제1 데이터 패킷

을 인터셉트하고, 상기 상관관계가 상기 테이블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존재하면 상기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커니즘에 따라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암호화를 실행하고, 신규 어드레스 헤더를 발생하여 그것을 상기 제1 데이

터 패킷에 부가함으로써 수정된 제1 데이터 패킷을 발생 하고,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 상으

로 전송하기 위한 명령어; 및

상기 제2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상기 제2 네트워크에 도착할 때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인터

셉트하고, 상기 상관관계가 상기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만일 존재하면 상기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커니즘에

따라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해독을 실행하고,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명



등록특허  10-0388606

- 8 -

령어

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는 제3 프로세서 및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명령어를 내포하고 있는 제3 메모리를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1 및 제2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네트워크 방송 

어드레스를 내포한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2 브리 지 컴퓨터의 식별자를 내포한

시스템.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저2 호스트 컴퓨터의 어드레스를 내포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2 브리지 컴퓨터의 식별자를 내포한

시스템.

청구항 11.
인터네트워크를 통해 제1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2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2 호스트 컴

퓨터로 데이터 패킷을 송수신하기 위한 방법 - 상기 제1 및 제2 호스트 컴퓨터 각각은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구비하며, 상기 각각의 메모리는 적어도 하나의 소정의 암호화

/해독 메커니즘 및 소정의 다수의 발신처와 수신처간에 전송되는 패킷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는 상기 소정의 다수의 

발신처와 수신처를 식별하기 위한 발신처/수신처 테이블을 저장하고 있고, 상기 방법은 상기 각각의 메 모리에 저장

된 명령어를 이용하여 수행됨 - 에 있어서,

(1)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제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발생시키는 단계 - 

상기 데이터 패킷의 일부분은 상기 패킷의 발신처의 인터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상기 패킷의 수신처의 인터네트워크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정보를 내포함 - ;

(2)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상기 발신처와 수신처가 보안이 요구되는 상기 발신처/수

신처 테이블에서 식별된 상기 소정의 다수의 발신처와 수신처 중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단

계(5)로 진행하고, 만일 존재하면 단계(3)으로 진행하는 단계;

(3)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는 단계;

(4)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에서,

(a) 상기 소정의 암호화 메커니즘을 식별하는 키 관리 정보; 및

(b)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한 상기 발신처와 수신처를 식별하는

신규 어드레스 헤더

를 내포한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발생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에 부가함으로써,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발생시키는 

단계;

(5) 상기 인터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상기 제2 컴퓨터 네트워크로 상기 데이터 패킷을 전송

하는 단계;

(6)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에서, 상기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판독하고, 그로부터 상기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암호화되지 않았 으면 상기 방법을 종료하고, 만일 암호화되었으면 단계(7)로 진행하는 단계;

(7)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기 위해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8)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된 데이터 패킷을 위한 상기 신규 어드레스 헤더는 상기 제1 및 제2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네트워크 방송 

어드레스를 내포한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처/수신처 테이블은 상기 제1 및 제2 호스트 컴퓨터의 인터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내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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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14.
인터네트워크를 통해 제1 프로세서 및 제1 메모리를 구비한 제1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1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제2

프로세서 및 제2 메모리를 구비한 제2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제2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자동적으

로 암호화 및 해독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에 저장되며, 적어도 하나의 소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보안 데이터;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커니즘;

상기 제2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해독 키;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소정 기준이 상기 데이터 패킷에 의해 충족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데이터 패킷 암

호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령어;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적어도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상기 소정의 암호화/해독 메

커니즘에 따른 암호화를 실행하고, 인캡슐레이션 헤더를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에 부가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상기 제2 호스트로 전송하기 위한 명령어 - 여기서, 상기 인캡슐레이션 헤더는 적어도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에 대한 

암호화되지 않은 수신처 어드레스를 내포함 -; 및

상기 제2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보안 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

이 암호화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암호화되었으면, 암호화를 위해 어떤 암호화/해독 메커니즘이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해독 키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기 위한 명령어

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데이터는,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 각각에 저장되며, 상기 제2 호스트 컴퓨터 및 상기 제2 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와 상관관계

가 있는 상기 제1 호스트 컴퓨터 및 상기 제1 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를 식별하기 위한 상관관계 데이터를 내포하고,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제1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상관관계 데이터를 갖고 상기 데이터 패킷의 발신처와 수신처 어드레스간의 정합

을 검사함으로써 데이터 패킷의 암호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령어

를 더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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