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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Internet)상에서 가상(Virtual)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사용자와 공인(R

eal) IP 주소 사용자 쌍방의 원활한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네트웍 소켓(network s

ocket)을 통해 추출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서버인지IP)와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전달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클라이언트전달IP)를 하나의 쌍으로(pair) 매핑(mapping)

하여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Address Information Table)을 형성하고,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연결하고자 하

는 상대 클라이언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해당 클라이

언트의 서버인지IP와 클라이언트전달IP를 읽어들여 클라이언트 터미널에 제공하여, 공인IP(Real IP)주소를 가진 클

라이언트 터미널(node)과 가상IP(Virtual IP)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de)로 구분하여 접속을 수행함으로써

, 공인IP주소 사용자가 가상 사설 통신망의 가상IP주소 사용자를 호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상사설 통신

망 사용자끼리의 인터넷 접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공인 IP, 가상 IP, 패킷 교환서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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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인터넷 접속 방법의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신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도 2에서의 case 4에 따른 접속방법을 나타내는 예시도,

도 4는 도 2에서의 case5에 따른 접속방법을 나타내는 예시도,

도 5는 도 4의 다른 예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Internet)상에서 가상(Virtual)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사용자와 공인(

Real) IP 주소 사용자 쌍방의 원활한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인터넷(Internet)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급기야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호스트(host

)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하위 네트워크가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한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

e Network: 이하 VPN이라 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 1은 인터넷상에서 각 클라이언트의 연결상태를 도시화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연결이 있을

수 있다.

①: VPN 게이트웨이 밖에서의 공인 IP 주소 사용 터미널 사이의 연결

②: VPN 게이트웨이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미널로부터 게이트웨이 밖의 공인 IP 주소 사용 터미널로의 연결

③: 동일 VPN 게이트웨이 내에서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미널 간 연결

④: VPN 게이트 밖의 공인 IP 주소 사용 터미널로부터 VPN 게이트웨이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미널로의 연결(본 

예에서는 R1 ⇒ virtual IP 4)

⑤: 어느 한 VPN 게이트웨이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미널로부터 다른 VPN 게이트웨이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

미널(본 예에서는 virtual IP 2 ⇔ virtual IP 3)로의 연결

이와 같이 다양한 연결 경우에 있어서, ①,②,③의 경우는 연결이 가능하나, ④와 ⑤와 같이 게이트웨이(Gateway) 내

의 가상 사설 네트웍 사용자는 국제 인터넷 공인 IP 주소가 아닌 가상의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게

이트 밖의 다른 인터넷 사용자는 게이트웨이 내의 이러한 가상 사설 IP 주소 사용자에게 자의적으로 접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상 IP 주소 사용자에 대한 접속을 지원할 수 있는 접속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터미널과 임의의 VPN 내의 가상 IP주소 사용 터미널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할 수 있는 접속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VPN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 터미널 사이의 인터넷 접속을 지원할 수 있는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은 네트웍 소켓(network socket)을 통해 추출된 인터

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서버인지IP)와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전달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

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클라이언트전달IP)를 하나의 쌍으로(pair) 매핑(mapping)하여 클라이언트주소정보

테이블(Address Information Table)을 형성하는 제1과정과,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 클라이

언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제2과정과, 상기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해당 클라이언트

의 서버인지IP와 클라이언트전달IP를 읽어들이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을 통해 읽어들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터미

널에 제공하여, 공인IP(Real IP)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de)과 가상IP(Virtual IP)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de)로 구분하여 접속을 수행하는 제4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의 세부적 특징은 공인IP주소를 가진 제1클라이언트와 가상IP 주소를 가진 제2클라

이언트의 접속과정이,

제1클라이언트가 제2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자신의 IP주소 정보를 서비스서버에 제공하는 제1단계와, 서비스서버에

서 제2클라이언트에게 제1클라이언트의 IP주소 정보를 전송하는 제2단계와, 제2클라이언트가 제1클라이언트에게 T

CP/IP 연결을 시도하는 제3단계를 통하여 수행되는 점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의 다른 세부적 특징은 제1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가상IP주소를 가진 제

1클라이언트와 제2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가상IP 주소를 가진 제2클라이언트의 접속이,

제1클라이언트가 제2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자신의 IP주소 정보를 서비스서버에 제공하는 제1단계와, 서비스서버에

서 내부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연결코드를 생성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를 통해 생성된 연결코드 정보 및

패킷교환서비스서버의 IP주소 정보를 제1클라이언트 및 제2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제3단계와, 제1, 제2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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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할당받은 동일한 연결코드를 통하여 할당된 패킷교환서버에 TCP/IP 접속을 수행하는 제4단계를 통하여 이루

어지는 점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의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서버에 접

속할 때 자신의 로컬(Local) IP 주소(Address)를 얻어 서비스 서버에 전달하도록 한다. 이 로컬 IP 주소는 공인 IP 사

용 터미널의 경우 Real IP 주소가 되며 가상 IP 주소사용 터미널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가상 IP 주소가 된다. 여기서

"서비스 서버"란 해당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접속하는 서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화

상 회의 서버, 사이버 교육강좌 서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 시 네트워크 소켓(N

etwork socket)을 통하여 해당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얻는다. 서비스 서버가 직접 네트워크 소켓을 통하여 얻은 IP

주소는 가상 IP 주소를 사용하는 터미널의 경우, 바로 그 터미널이 속해 있는 VPN의 게이트웨이(Gateway) IP 주소

가 된다. 이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인터넷 공인(Real) IP 주소이다. 단, 서비스 서버가 게이트웨이서버와 동일 장치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상IP 주소일 수 있다. 서비스 서버는 연결된 각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서버 자신이 네트워크 소

켓을 통하여 얻은 서버인지 IP주소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클라이언트 전달 IP주소를 쌍(Pair)으로 하는 클라이

언트주소정보테이블을 형성한다. 위의 서버가 확보한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각 클라이언트의 가상 IP주소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된다. 즉, "서버인지 IP"와 "클라이언트 전달IP"가 서로 다르면 이는 가상IP 주소 사용자임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서버와 게이트웨이서버가 동일 장치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

우에는 가상 IP 주소체계에 따라 가상 IP주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서비스 서버와 게이트웨이서버가 서로 

다른 장치에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장치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S1 과정)

임의의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그들이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 클라이언트의 IP주소를 요청하는 신호를 수신한다.(S2 과

정)

상기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서버인지 IP와 클라이언트 전달 IP의 쌍으로 이루어진 IP 주소정보를 읽어들

인다.(S3 과정)

서비스 서버는 상기 S3 과정을 통해 읽어들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터미널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연결 동작의 주도권

을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전한다. 이때, 연결 요청을 한 클라이언트 자체의 IP 주소정보 또한 "서버인지 IP"와 "클라

이언트 전달 IP"의 쌍으로 함께 전달하도록 한다.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IP주소를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연결 과정(S4∼S7)

을 수행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호출을 시도한 클라이언트를 제1클라이언트, 호출대상 클라이언트를 제2클라이언트라

칭한다.

먼저 제1클라이언트가 공인 IP 주소 사용자인가를 확인한다. 즉, 제1클라이언트의 "서버인지 IP"와 "클라이언트 전달 

IP"가 서로 같은가를 확인한다.(S4 과정)

만일 제1클라이언트가 공인IP 주소 사용자인 경우, 제2클라이언트가 공인IP 주소 사용자인가를 확인한다. 이때, 제2

클라이언트가 공인IP 주소 사용자인 경우는 case 1의 방식을, 제2클라이언트가 가상 IP 주소 사용자인 경우에는 cas

e 4를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case 1의 경우에는 TCP/IP, UDP/IP 모두 연결이 가능하며, case 4의 경우에는 TCP/I

P, UDP/IP 모두 불가능하여 처리방법 1에 따라 TCP/IP 연결 가능이 가능하게 된다.(S5 과정)

제1클라이언트가 공인IP 주소 사용자가 아닌 경우, 즉, 가상IP 주소 사용자인 경우, 제2 클라이언트가 공인IP 주소 사

용자인가를 판단한다.(S6 과정) 제2클라이언트가 공인 IP 주소 사용자인 경우에는 case 2에 따른다. 만일 제2클라이

언트가 공인IP 주소 사용자가 아닌 가상IP 주소 사용자인 경우에는 다시, 제1클라이언트의 "서버인지 IP"와 제2클라

이언트의 "서버인지 IP"가 서로 같은가를 확인한다. 즉, 제2클라이언트가 동일 가상사설 통신망(VPN)을 사용하는 클

라이언트인가를 판단한다.(S7 과정) 이때, 제2 클라이언트가 동일 가상사설통신망(VPN)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ca

se 3에 따르고, 제2 클라이언트가 제1 클라이언트와 다른 가상사설통신망 사용자인 경우에는 case 5의 처리방법에 

따라 TCP/IP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의 설명에서 case 1인 경우에는 TCP/IP, UDP/IP 모두 연결가능하고, case2의 경우에는 UDP/IP 연결은 불가능

하나 TCP/IP 연결이 가능하고, case 3의 경우는 TCP/IP, UDP/IP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목적에 해당하는 case 4의 경우와 case 5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된다.

먼저 case 4의 경우(즉, 제1클라이언트가 공인IP 사용자이고 제2클라이언트가 가상IP 주소 사용자인 경우)의 연결방

법(처리방법 1)을 도 3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① 먼저 연결을 원하는 제1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서버에게 연결하고자 하는 제2 클라이언트의 IP와 자신의 IP 주소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연결 서비스를 요청한다.

② 이에 대하여 서비스 서버는 해당 제2 클라이언트에게 연결 요청자인 제1 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함께 이 사실을 

통보한다. 여기서 서비스 서버 와 각 클라이언트간에는 이미 클라이언트로부터 형성된 채널이 존재한다.

③ 제2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자인 제1 클라이언트에게 TCP/IP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둘 간의 새로운 통신 채널이 

구성된다. 물론, 이는 실질적으로 호출자(Caller)와 응답자(Listener)의 입장이 바뀌어 수행되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

도 2에서의 case 5(즉, 서로 다른 VPN에 위치한 가상 IP 주소 사용 클라이언트간의 통신방법)에 대한 설명은 도 4의 

예시도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아래의 설명에서 제1 클라이언트는 VPN의 가상 IP 주소사용자를 나타내며, 제2 클라

이언트는 상기 제1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요청한 다른 VPN 내의 가상 IP 주소 사용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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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연결을 원하는 제1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서버에게 그가 연결하고자 하는 제2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전달하

며 이에 대한 연결 서비스를 요청한다.

② 이에 대하여 서비스 서버는 내부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연결코드, 예를 들어 연속되는 정수(Integer)(Serial

Number)를 생성하여 이를 다시 연결을 요청한 제1 클라이언트 및 제2 클라이언트에게 실제 이들의 패킷 교환 서비

스를 수행할 "패킷 교환 서버"의 IP주소와 함께 전달한다. 여기에서 패킷 교환 서버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 서

비스를 수행하는 서버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도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임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서버 또는 임의의 서버와 각 클라이언트간에는 이미 클라이언트로부터 형성

된 채널이 존재한다.

또한, "패킷 교환 서버"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다중 서버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서버 또는 임의

의 서비스 서버가 이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패킷 교환 서버"를 다중으로 운영할 경우 그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

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서버 또는 임의의 서비스 서버는 각 "패킷 교환 서버"로부터 그들의 현재 서비스 카운트

를 수시로 보고 받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연결에 대한 패킷 교환 서비스를 할당할 수 있다.

③ 제1, 제2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할당받은 동일한 연결코드를 통하여 할당된 "패킷 교환 서버"에 TCP/IP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에서 패킷(Packet)이란 원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소포(packet)를 말하며, 화물을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행선지 표시를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인 형태이다. 데이터 통신망에서 말하는 패킷이란, 데이터와 호 제어 

신호가 포함된 2 진수, 즉 비트의 그룹을 말하는데, 특히 패킷교환 방식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패킷이라는 기본

전송 단위로 데이터를 분해하여 전송한 후,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재조립하여 처리한다. 전자우편이나 HTML 파일, 

GIF 파일, 기타 어떤 종류의 파일이라도,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내려 할 때, TCP/IP의 TC

P 계층은 이 파일을 전송하기에 효율적인 크기로 자르게 된다. 분할된 각 패킷들에는 각각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며, 각 패킷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이에 "패킷 교

환 서버"는 그들에 대하여 각각 그들의 연결코드에 따라 가상 채널을 구성한 뒤 이들의 패킷을 교환해 줌으로써 이들

에게 새로운 통신 채널을 할당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역시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접속방법을 이용하면 공인 IP 사용자가 가상 사설 통신망의 사용

자를 호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상사설 통신망 사용자끼리의 인터넷 접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효과

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네트웍 소켓(network socket)을 통해 추출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서버인지IP)와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전달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클라이언트전달IP)를 하나의 쌍으

로(pair) 매핑(mapping)하여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Address Information Table)을 형성하는 제1과정과,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 클라이언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제2과정과,

상기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해당 클라이언트의 서버인지IP와 클라이언트전달IP를 읽어들이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을 통해 읽어들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터미널에 제공하여, 공인IP(Real IP)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

de)과 가상IP(Virtual IP)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de)로 구분하여 접속을 수행하는 제4과정을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인터넷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에서 공인IP주소를 가진 제1클라이언트와 가상IP 주소를 가진 제

2클라이언트의 접속은,

제1클라이언트가 제2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자신의 IP주소 정보를 서비스서버에 제공하는 제1단계와,

서비스서버에서 제2클라이언트에게 제1클라이언트의 IP주소 정보를 전송하는 제2단계와,

제2클라이언트가 제1클라이언트에게 TCP/IP 연결을 시도하는 제3단계를 통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

신방법.

청구항 3.
네트웍 소켓(network socket)을 통해 추출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서버인지IP)와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전달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클라이언트전달IP)를 하나의 쌍으

로(pair) 매핑(mapping)하여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Address Information Table)을 형성하는 제1과정과,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연결하고자 하는 상대 클라이언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제2과정과,

상기 클라이언트주소정보테이블로부터 해당 클라이언트의 서버인지IP와 클라이언트전달IP를 읽어들이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을 통해 읽어들인 정보를 클라이언트 터미널에 제공하여, 공인IP(Real IP)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

de)과 가상IP(Virtual IP)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 터미널(node)로 구분하여 접속을 수행하는 제4과정을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인터넷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과정에서 제1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가상IP 주소를 가진 

제1클라이언트와 제2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가상IP 주소를 가진 제2클라이언트의 접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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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클라이언트가 제2클라이언트의 IP주소와 자신의 IP주소 정보를 서비스서버에 제공하는 제1단계와,

서비스서버에서 내부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하나의 연결코드를 생성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를 통해 생성된 연결코드 정보 및 패킷교환서비스서버의 IP주소 정보를 제1클라이언트 및 제2클라이언

트에게 전송하는 제3단계와,

제1, 제2 클라이언트들이 할당받은 동일한 연결코드를 통하여 할당된 패킷교환서버에 TCP/IP 접속을 수행하는 제4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코드는,

연속되는 정수(Integer: serial numb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교환서버는,

다중 서버(multi-serv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교환서버는,

현재 서비스 카운트 정보를 서비스서버에 제공하여 새로운 연결에 대한 패킷 교환 서비스를 할당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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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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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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