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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구현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이 구현된 라우터, 게이트웨이 또는 스위칭 장비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NAT를 변형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통로에 게이트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각기 중간에 게이트웨이

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통신을 하게 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투명 게이트웨이, NAT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본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술의 개념도,

도 2는 IP 헤더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TCP 헤더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투명한 게이트웨이를 적용한 네트워크 구성도,

도 5는 변형된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술의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일반적인 게이트웨이와의 TCP 세션 연결 과정의 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투명 프록시로 설정된 게이트웨이와의 TCP 세션 연결 과정의 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변형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방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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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 주요 부분의 부호에 대한 설명>
10... 클라이언트, 30... 네트워크 장비,

40, 50... 게이트웨이, 70...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transparent Gateway) 또는 투명한 프록시(transparent Proxy) 구

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 주소 변환(Network Address Translation: 이하, NAT로 약칭한다) 기법이 

구현된 라우터(Router), 게이트웨이(Gateway) 또는 스위칭 장비 등에서 NAT를 변형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투명

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투명한 게이트웨이(transparent gateway)라 함은, 사용자측에서 볼 때에 마치 게이트웨이가 없이 직접 당사자와 통

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이트웨이를 의미한다. 즉, 투명한 게이트웨이는 사용자가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직

접 설정하지 않더라도 TCP의 서비스 포트에 해당하는 모든 패킷이 게이트웨이 혹은 프록시로 전송되어 부가적인 다

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침입차단 시스템의 프록시 또는 게이트웨이이다. 일반적인 프록

시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프록시를 설정하거나 혹은 프록시로 접속을 한 후에 실제로 접속할 서버를 다시 접속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게이트웨이는 사용자는 게이트웨이 혹은 프록시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이 직접

접속하려는 시스템과 접속을 시도하면, 투명한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검증 작업을 거친 후에 다시 자체적으로 실제 서

버와 연계하여 연결 을 해 준다. 따라서, 사용자와 서버는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없이 모두 직접 당사자와 통신하고 있

다고 생각하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의하면, 웹 프록시(web proxy)와 같은 경우에서는 투명한 프록시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웹 서비스 포트가 지정된 TCP의 패킷을 프록시로 재전송(redirecti

on)하면 프록시에서 모든 패킷을 읽어 들이고 난 후, 자기 자신의 IP로 다시 서버와 연결되어 통신하는 방식이다. 이

는 웹에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에서 접속을 하여야 하는 상대방인 웹 서버의 호스트 명과 URL정보가 있기 때문

에 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히 사용자가 프록시를 지정하지 않고 서버로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이고 

있지만, 서버 측에서는 실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는 원래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프록시를 클라이언트로 파악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구조로는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IP를 근거로 

한 인증 체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서버 측에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

금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속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 따라서, 보안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게이트웨이를 채택한 많은 기업 혹은 단체에서는 게이트웨이의 운

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환경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들에게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도우미(Help Desk)를 

운용하 는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한 웹 프록시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수많은 

시스템들 중 IP 근간으로 제어를 하는 서버 측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섯째, 투명한 

웹 프록시는 HTTP와 같이 응용 프로토콜 내에 존재하는 목적지 서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에 국한하여 적용이 가

능한 것이며, 만일 텔넷(Telnet)이나 파일전송 프로토콜(FTP)과 같은 게이트웨이로 구성된 경우, 사용자는 먼저 게

이트웨이로 접속을 하고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서버의 IP로 접속을 시도하여야 접속을 원하는 서버와 연결이 가능하

다. 따라서, 투명한 웹 프록시 뿐만 아니라 TCP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투명한 

프록시 혹은 투명한 게이트웨이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인터넷은 그 구조가 현재와 같은 방대한 연결을 예측할 수 없는 수십 년 전에 창안되

었기 때문에 가용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약칭한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NAT라는 개념

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NAT는 사설망 주소의 재사용 개념에 근간한 것으로서, 라우터 등에 적용되어 라우터가 

각 포트(Port)에서 데이터를 받아 NAT 규칙(Mapping Rule)에 따라 IP 패킷(Packet)의 발신지 IP 주소(Source IP a

ddress) 영역(Field)을 공인 IP주소로 변환하여 전송한다. 상기 NAT가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는 별도의 주소 풀(Pool

)에 적정량의 공인 IP 주소를 확보하고 있다가 사설 망에서 외부 망으로의 접속요청이 있으면 확보하고 있던 공인 IP 

주소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주소를 사설 망에 할당한다. 여기에서, 공인 IP주소의 변환은 NAT테이블을 통 하여 관리

한다.

도 1은 기본 NAT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NAT의 방법에서는 데이터 플

로우에서 아웃고잉(outgoing)시에는 발신지의 로컬 IP 주소에 하나의 글로벌 주소를 할당하고 이를 변환 테이블에 기

록한 후, 로컬 IP 주소를 글로벌 IP 주소로 변환하여 전송하며, 인커밍(incoming)시에는 목적지(즉, 아웃고잉시의 변

환된 발신지)의 글로벌 IP 주소를 이용하여 로컬 IP주소를 검색한 후 글로벌 IP 주소를 로컬 IP로 변환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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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NAT에서는 목적지 IP 주소만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호스트들이 하나의 IP 주소를 동

시에 공유할 수 없으므로, 주소 변환은 용이하지만 IP 주소 이용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도 1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

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로컬 네트워크의 호스트 A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X가 통신하고, 로컬 네트워크의 호스트 B와 글로벌 네

트워크의 Y가 통신을 한다고 하자. A에서 X로 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하여 발신지의 A의 주소와 여기에 할당된 글

로벌 IP주소(G)를 변환 테이블에 기록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만약 B에서 Y로 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도 A에서 X로 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할당된 동일한 IP 주소(G)를 할당한다면, 기본 NAT에서는 인커밍시 Y에서 오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목적지 주소인 G만으로 변환 테이블을 검색할 때, A와 B의 로컬 주소가 모두 검색되므로 

어디로 데이터를 전달하여야 할 지에 대해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기본 NAT 방법에서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로컬 IP주소를 가지는 여러 대의 호스트가 동시에 동일한 글로벌 IP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

P와 포트(port)를 포함하여 변환 테이블에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1의 예를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에서 X로 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하여 발신지인 A의 주소와 포트

번호(100)에 할당된 글로벌 IP 주소(G)와 포트 번호(1000)를 변환테이블에 기록한다. NAT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B에서 Y로 가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하여도, 발신지 B의 주소와 포트번호(100)에 포트번호(2000)만을 달리

하여 글로벌 주소(G)를 할당할 수 있다. 이 때, 인커밍시 Y에서 B로 오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목적지 주소인 G

와 포트번호(2000)로 변환테이블을 검색하면, B의 로컬 주소와 포트번호(100)만이 검색되므로, 동일한 글로벌 IP 주

소(G)를 가지고도 A에서 X로의 데이터 플로우와 B에서 Y로의 플로우를 구분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법이 구현

된 라우터, 게이트웨이 또는 스위칭 장비 등에서 NAT를 변형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

한 프록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게

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에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1 단

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세션을 세션 정보 테

이블에 기록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2 단계 이후의 패킷에 대해서 IP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IP 헤더(IP header)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TCP 헤더(TCP header)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투명한 게이트웨이를 적용한 네트워크의 구성도이다.

도 4에 있어서, 클라이언트(10)는 서버(70)와 직접 통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안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

으로 네트워크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게이트웨이의 대표적인 예가 침입차단 시스템이다. 다른 

게이트웨이로는 웹 프록시, SMTP 게이트웨이, FTP 게이트웨이, 텔넷 게이트웨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게이트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를 네트워크의 트래픽 통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는 환경을 바꾸

어 게이트웨이로 접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는 다시 서버와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클라이언트

와 서버간의 통신은 IP 데이터그램(datagram)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이 포함된 네

트워크 장비(30)의 IP 데이터그램에서 IP 헤더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아웃고잉 패킷이 게이트웨이가 필요

한 패킷이면 게이트웨이에서 패킷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지 IP 주소를 변경한다. 그러 면 패킷은 게이트웨이 G1(40)

이나 게이트웨이 G2(50)로 흘러가서 게이트웨이는 해당 패킷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패킷이 처리되면, 패킷

은 다시 네트워크 장비(30)로 송신된다. 네트워크 장비(30)에서는 그 패킷의 발신지 IP를 게이트웨이의 IP에서 클라

이언트 IP로 바꾸어 준 후에 서버(70)측으로 패킷을 송신한다.

다음으로, 서버(70)에서 오는 인커밍(incoming) 패킷에 대해 설명한다. 인커밍 패킷이 네트워크 장비(30)에 도달하면

클라이언트 IP로 되어 있는 목적지 IP를 변경하여 게이트웨이(40,50)의 IP로 바꾸어 준다. 게이트웨이(40,50)에서 처

리가 끝나면 처리된 패킷은 다시 네트워크 장비(30)로 전달주고, 이 패킷의 발신지 IP를 서버(70)의 IP로 바꾸어 주어

클라이언트(10)로 송신한다. 이로써, 클라이언트(10)와 서버(70)는 게이트웨이의 IP를 숨긴 상태에서 통신이 이루어

지게 된다.

다음으로,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의 구체적인 예

를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변형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의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며, 도 6은 일반적인 게이트웨이와의 TCP 세션연결과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도 5에서, 호스트 C(100)는 IP 주소가 C인 클라이언트이고, 호스트 S(110)는 IP 주소가 S인 서버이다. 게이트웨이(1

20)는 G라는 IP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 장비(130)의 NAT 테이블에는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한다. 즉, 23번

포트를 사용하는 텔넷은 목적지 포트가 23이고, 게이트웨이는 G를 사용하며,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웹은 목적지 포

트가 80이고, 게이트웨이는 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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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와 도 6을 같이 보면, 우선 호스트 C(100)는 호스트 S(110)에게 통신접속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TCP 패킷에

는 SYN 플래그가 세팅된다.(C:G, 23 SYN). TCP 헤더에는 출발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가 들어있다. 네트워크 장비의 

NAT(130)에서는 목적지 포트가 23번이거나 80포트이면 게이트웨이로 넘겨야 할 패킷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목적지 

IP주소를 G로 바꾼 다음에 게이트웨이(120)로 라우팅을 해 준다. 이 때 네트워크 장비(130)에서는 세션 정보 테이블

에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을 한다. 이 세션 정보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클라이언트IP 클라이언트포트 서버IP 서버포트 게이트웨이IP 모드

C 1024 S 23 G G

게이트웨이(120)는 그 패킷을 읽고서 클라이언트(100)로 SYN와 ACK 플래그를 세팅한 패킷을 네트워크 장비(130)

로 넘겨준다(G,23:C SYN+ACK). 네트워크 장비(130)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세션 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여 패킷

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한다. 이 때, 출발지 포트가 23이므로 이 패킷은 클라이언트의 응답 패킷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발지 IP를 서버의 IP로 변경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100)는 다시 ACK 플래그를 실은 패킷(C:G,23 ACK)을 다시 전송한다. 이제 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간

의 TCP 연결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게이트웨이가 실제 목적지 IP주소를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

라서, 네트워크 장비(130)의 NAT에서는 위 테이블의 값을 게이트웨이(120)로 다시 전송할 필요가 있다. 도 6에서 보

면, NAT를 포함한 네트워크 장비(130)에서 게이트웨이(120) 로 세션정보를 전송해 준다. 이제 게이트웨이(120)는 

실제로 접속할 서버의 IP를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게이트웨이(120)는 서버와 TCP 연결을 하여야 하므로 SYN 플래그가 포함된 패킷(G:S,23 SYN)을 송신한

다. 네트워크 장비(130)에서는 위 테이블을 참조하여 출발지 IP인 게이트웨이 IP를 클라이언트 IP인 C로 변경한 패킷

(C:S,23 SYN)으로 변경하여 서버(110)로 전송한다. 서버(110)는 응답 패킷(S,23:C SYN+ACK)을 클라이언트(100)

로 전송한다. 이 때, 다시 네트워크 장비(130)에서 먼저 패킷을 읽어내어 처리하므로, 위 세션정보 테이블의 값에 따

라 게이트웨이(120)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목적지 IP를 클라이언트 C에서 게이트웨이 G로 변경한 패

킷(S,23:G SYN+ACK)을 게이트웨이(120)로 송신한다.

게이트웨이(120)는 ACK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G:S,23 ACK)을 다시 서버(110)로 보내면, 중간의 네트워크 장비(13

0)에서는 세션정보 테이블의 값에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얻어서 수정한 패킷(C:S,23 ACK)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로

써 게이트웨이(100)와 서버(110)간의 TCP 연결이 완료된다. 이로써 실질적인 클라이언트(100)와 서버(110)간의 T

CP연결이 게이트웨이(120)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다.

도 7은 투명 프록시로 설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의 TCP 연결과정을 표현한 도면이다.

일반적인 상용 게이트웨이 혹은 프록시 중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목적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릴레이 메일 시스템(SYSTEM)과 웹 프록시(HTTP)이다. 이런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

이터 내부에 서 목적지 IP를 찾아낸다. 이러한 경우, 도 6에서와 같이 세션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달해 주면, 응용프

로그램의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상용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5의 NAT 테이블에 모드(Mode)를 설정한다. 이 모드의 값이 G이면 일반적인(global) 게이트웨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모드의 값이 T이면 게이트웨이가 목적지 IP를 알 수 있는 투명 게이트웨이(Transpare

nt Gateway)라는 의미로 설정한다.

만일 목적지 포트가 80과 같이 설정되고, 웹 프록시를 게이트웨이로 설정하는 경우라면 모드는 T로 설정을 하고, 도 

7과 같이 TCP 연결이 이루어진다. 도 7과 도 6과의 차이점은 세션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도 8은 NAT에 의한 주소 변환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패킷이 들어오면, TCP 인지 아닌지 확인한다(S800). 만일 TCP가 아니면 패킷을 그대로 전송해 버리고, 만일 T

CP 패킷이면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S810). 만일 존재하지 않으면 출발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S820). 만일 NAT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패킷은 게이트웨이와는 무관한 패

킷이므로 그대로 패킷 전송 모듈로 넘겨 버린다.

만일 출발지 혹은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한다면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 확인한다(S830). 참고로

목적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목적지 IP를 게이트웨이의 IP로 바꾸어 주는 것은 NA

T에서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니라면 이는 클라이언트나 혹은 서버의 패킷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계속하여

야 한다. 만일 SYN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이라면(S840), 이는 세션을 개시하는 패킷이므로 세션을 세션 정보 테이블

에 등록한다(S850).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모드(Mode)가 G인지를 확인한다(S860). 만일 게이트웨이 모드가 G가 아니고 T인 경우에는 I

P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패킷 전송 모듈로 넘긴다. 만일 게이트웨이 모드가 G인 경우에는 세션 정보 테이블에

서 세션을 조회한다(S870). 이 때 조회하는 방식은 출발지 IP, 출발지 포트,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의 정보로써, 유일

한 한 개의 레코드를 탐색함으로써 테이블에 결과가 있는지를 판단한다(S880).

테이블에 결과가 있다면, 목적지 IP를 게이트웨이 IP로 변경하고(S900), 패킷을 전송하는 모듈로 넘긴다. 만일 탐색 

결과 테이블에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패킷을 버린다(S890).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에서 패킷

이 오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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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게이트웨이에서 패킷을 처리하여 송신한 경우(S830)에는 목적지 IP와 목적지 포트, 게이트웨이 IP와 출발지 포

트를 가지고 세션정보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탐색한다(S910). 탐색 결과 테이블에 결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여(S920), 

있는 경우에는 만일 패킷에 FIN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이 두 번째로 발생하거나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을 처

리한다면(S940),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을 삭제하고(S950), 게이트웨이 IP로 되어 있는 출발지 IP를 테이블상의 실제 

IP로 변경하고(S960) 패킷을 전송하는 모듈로 넘긴다.

상기 단계(S940)에서 만일 패킷에 FIN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이 두 번째로 발생하거나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된 패

킷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션을 삭제하는 단계(S950)를 생략하고 바로 게이트웨이 IP로 되어 있는 출발지 IP를 

테이블상의 실제 IP로 변경하고(S960) 패킷을 전송하는 모듈로 넘긴다.

한편, 상기 단계(S920)에서 세션 정보 테이블에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킷을 버린다(S930).

다음으로, 본 발명에 의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 9 이하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상기 실시예들에 있어서는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의 구현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세션 정보를 게

이트웨이측으로 다시 전송하는 부분이다. 만일 게이트웨이에서 목적지 IP를 가지고 별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클라

이언트의 세션 연결 시에 출발지 포트가 동시에 같은 포트 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는 TCP/IP의 특성을 이용하여 세션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부분을 없애 버리고 대신 도 9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즉, 도 9와 같이 세션 테이블을 변

경하고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을 추가한다.

도 9의 각 테이블에서 각 항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만일 SYN 플래그가 있는 패킷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니라면 세션 테이블에 세션을 추가한다(S1000).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을

같이 추가한다(S1100). 그리고 세션 테이블과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을 연결한다(S1200).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서도 세션 테이블을 찾을 수 있도록 세션 테이블과 연결한다(S1300). 이제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 

있는 정보대로 패킷을 수 정하고(즉, 목적지 IP가 D1에서 G1으로 수정) 패킷을 패킷 전송 모듈로 넘긴다.

게이트웨이에서는 목적지 IP를 알 수 없으므로 목적지 IP 대신에 출발지 IP로 연결을 시도한다. 이 때 주소변환기에서

원래의 세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목적지 포트도 출발지의 포트로 연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비록 출발지 IP로 

연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지 IP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핵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SYN 플

래그가 있는 패킷이 들어오지만 출발지 IP는 게이트웨이 IP 주소가 된다. 이때,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 다시 하나

를 추가한다(S1400). 이 때 추가하는 항목에서는 목적지 IP를 게이트웨이 IP로 변경한 부분이 다르다. 게이트웨이 세

션테이블에서 세션테이블을 찾을 수 있도록 세션 테이블과 연결한다(S1500). 이 때에는 목적지 IP와 출발지 포트를 

가지고 세션 테이블을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세션테이블에서 다시 게이트웨이 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S1

600).

실제 데이터의 전송과정에서 주소 변환 방식을 설명한다. 만일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세

션 테이블을 검색한다. 만일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한다면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Sess가 가리키는 

세션 테이블의 정보대로 IP를 변환한다. 만일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

블의 Sess가 가리키는 세션 테이블과 반대로(즉, 출발지 IP는 세션 테이블 상의 목적지 IP로, 목적지 IP는 세션 테이

블 상의 출발지 IP로, 출발지 포트는 세션 테이블 상의 목적지 포트로, 목적지 포트는 세션 테이블 상의 출발지 포트로

) IP와 포트를 변경한다.

만일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니라면, 먼저 세션 테이블을 검색한다. 만일 제대로 검색이 되었다면 CPTR에서

가르키는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형태로 IP를 변경한다. 만일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IP와 포트의 출발지와 도착

지를 뒤집어서 다시 검색한다. 검색이 되었다면 세션테이블의 SPTR에서 가리키는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형태로

IP를 변경한다.

다음으로, 세션테이블의 항목이 삭제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들어온 패킷이 FIN 플래그를 두 번째 만나거나 혹은 RST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인 경우에는 세션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의 전송과정과 동일하게 패킷을 수정하여 내보낸 후에 게이트웨이 세션테이블의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만일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의 전송과정과 동일하게 패킷을 수정하여 내보낸 후에 

세션테이블의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도 10은 상기 도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다른 일실시예를 나타낸 흐

름도이다.

우선, 패킷을 수신하고(S2000),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하는 지를 확인한다(S2010).

NAT 테이블에 목적지 포트가 존재하면 SYN 플래그가 세팅되었는지를 확인한다(S2020). SYN 플래그가 세팅되었다

면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를 확인한다(S2030).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 세션 테이블에 등록하고,(S2040) 또한,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도 등록한

다(S2050). 다음으로, 세션 테이블의 Cptr을 연결하고(S2060), ST.Cptr과 동일하게 IP를 변경한다(S2070).

만약 상기 단계(S2030)에서,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 등록하고(S2080), 세션 

테이블의 Sptr을 연결한다(S2090).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Sess와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한다(S2

100).

한편, 상기 단계(S2020)에서, SYN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를 확인한 후(S

2110),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한다(S2120).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

P인 경우는 후술하는 단계(S2200)로 간다.

다음으로, IP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반대인가를 확인하고(S2130), 출발지와 도착지가 반대인 경우 ST.Sptr을 동일하

게 IP와 포트를 변경한다(S2140). 출발지와 도착지 IP가 반대가 아닌 경우 ST.Cptr을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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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IN 또는 RST 플래그를 세팅하였는지를 확인하고(S2160), FIN 또는 RST 플래그를 세팅한 경우 세션 테

이블을 삭제하고(S2170), 패킷 전송 모듈로 넘기게 된다.

한편 상기 단계(S2010)에서, 목적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발지 포트가 NAT 테이블에 존재

하는가를 확인한 후(S2180), NAT 테이블에 존재한다면 상기 단계(S2020)를 반복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발지 I

P가 게이트웨이 IP와 동일한가를 판단한다(S2190).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와 동일하다면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 을 조회하여(S2200), 테이블에 세션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한다(S2210).

세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패킷 전송 모듈로 바로 넘기고, 세션이 존재하면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Sess와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한다(S2220).

다음으로, FIN 또는 RST 플래그 세팅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S2230),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바로 패킷 전송 모

듈로 넘기고,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세션을 삭제하고(S2240), 패킷 전송 모듈로 넘기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의한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그 작용을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진

정한 범위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형태의 수정 및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측에서 볼 때에 마치 게이트웨이가 없이 직접 당사자와 통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

는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환경을 변경시키는 작업이 필요없으며, 사용자

들에게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유지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IP 근간으로 제어를 하는 서버 측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텔넷이나 파일전

송 프로토콜(FTP)과 같이 프로토콜의 내용상에서 목적지 IP를 알 수 없는 프로토콜에 대한 프록시 또는 게이트웨이

로 구성된 경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

에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1 단

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세션을 세션 정보 테이

블에 기록하고,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2 단계 이후의 패킷에 대해서,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 여부에 따라 목적지 IP 또는 출발지 IP를 변경

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

SYN 플래그가 세팅된 경우에는 세션정보 테이블에 세션을 등록한 후, 미리 설정된 게이트웨이 모드가 일반적인 게이

트웨이 모드인 경우 세션 정보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하고 상기 세션 조회에 의해 조회된 결과가 있을 경우 목적지 I

P를 게이트웨이 IP로 변경하고, 미리 설정된 게이트웨이 모드가 투명한 게이트웨이 모드인 경우 그대로 패킷을 전송

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조회는 출발지 IP, 출발지 포트, 목적지 IP 및 목적지 포트에 의해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 세션 정보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하고 상기 세션 조회에 의해 조회된 결과가 있

을 경우에는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된 패킷으로 판단되면 세션정보 테이블에서 세션을 삭제한 후 출발지 IP를 

게이트웨이 IP로부터 실제 출발지 IP로 변경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5.



등록특허  10-0405113

- 7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조회는 목적지 IP, 목적지 포트, 게이트웨이 IP 및 출발지 포트에 의해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6.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

에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1 단

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발지 IP가 게이

트웨이 IP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이면,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하고 세션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세션과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하는 제2 단계; 및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된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세션

을 삭제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7.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

에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1 단

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SYN 플래그가 세팅되었

는가를 확인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2 단계에서 SYN 플래그가 세팅된 경우에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IP와 포트를 변경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 등록하고, 세션 테이블의 Sptr을 연결하고,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과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

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 세션 테이블에 등록하고,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 등록하고, 세션 테이블

의 Cptr을 연결하고 ST.Cptr과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

웨이 또 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10.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게이트웨이 또는 프록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상

에서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1 단

계;

상기 제1 단계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포트가 네트워크 주소 변환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SYN 플래그가 세팅되었

는가를 확인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제2 단계에서 SYN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IP와 포트를 변경하는 제3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인 경우,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하고 세션이 존재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세션 테이블의 세션과 동일하게 IP 포트를 변경하는 단계; 및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팅된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세션을 삭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출발지 IP가 게이트웨이 IP가 아닌 경우, 세션 테이블에서 세션을 조회하고 세션이 존재하는 경우 출발지 IP와 도착지

IP가 반대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출발지 IP와 도착지 IP가 반대인 경우 ST.Sptr과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하고,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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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션 테이블을 삭제하는 단계; 및

출발지 IP와 도착지 IP가 반대가 아닌 경우 ST.Cptr과 동일하게 IP와 포트를 변경하고, FIN 또는 RST 플래그가 세팅

된 경우 세션 테이블을 삭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투명한 게이트웨이 또는 투명한 프록시 구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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