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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 가상 브리지형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개인 VLAN)라고 하는, 브리지와 관련되는 STA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

리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은 트래픽을 분리시키기 위해 VLAN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IEEE 801.1Q-1998(

가상 브리지형 LAN) 프로토콜은 LAN 세그먼트를 복수의 VLAN으로 논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해 확장

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VLAN 브리지는 유니캐스트 및 그룹 프레임을 그 프레임이 속하는 

VLAN을 담당하는 그들의 포트에만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AP 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제공

하도록 표준 VLAN 브리지 모델을 확장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LAN)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개인 가상 브리지형 로컬 에

이리어 네트워크(personal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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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AP)는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STA)과 분산 시스템(DS : distribution system) 간의 링크층(link-layer

) 브리지이다. IEEE 802.11, Wireless LAN Medium Access Control and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ISO/IEC

8802-11:1999(E), ANSI/IEEE Std 802.11 1999년 판을 참고하라. DS의 예로는 LAN 세그먼트 또는 인터넷이 있다

. AP는 무선(radio)을 통해 스테이션(STA)으로부터 DS로 또는 DS로부터 STA로 패킷이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따

라서 액세스 포인트는 적어도 두 개의 물리적인 포트를 갖는다. 하나는 DS 인터페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무선 인터페

이스이다. 다수의 STA는 각각 자체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데, AP의 하나의 공유된 무선 인터페이스를 멀티플

렉싱함으로써 DS에 패킷을 전송 할 수 있다. 무선 인터페이스는 특정 주파수에서 동작하며, STA는 MAC-PHY 프로

토콜을 통해 매체를 공유하는 데, 이 MAC-PHY 프로토콜은 그 매체에 대해 서로 배타적으로 액세스하도록 보증한다

. DS는 또한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TA에 패킷을 전송한다.

AP의 STA는 BSSID(Basic Service Set ID)를 갖는다. 이것은 802.11 기본 서비스 세트(Basic Service Sets)를 논

리적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AP와 관련되는 모든 STA는 AP의 BSSID를 공유한다. AP 또는 STA가 속해있는 B

SS가 프레임의 BSSID와 일치하지 않으면 AP 또는 STA에 의해 수신된 그룹 어드레스로 예정된 프레임은 폐기된다. 

이런 의미로, BSSID는 가상 LAN ID(VID)로 작용한다. IEEE 802.1Q, IEEE Standard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Virtual Bridged Local Area Networks, IEEE Std 802.1Q-1998을 참고하라. 따라서 모든 STA는

동일한 AP와 관련되어 동일한 가상 LAN(VLAN)의 멤버가 된다.

그러나, BSS 내의 모든 STA는 STA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동일한 VLAN을 공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방 공간(

public space deployment)에서, AP와 관련된 모든 STA는, 그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동일한 

VLAN을 공유하도록 요구된다. 이 때문에, STA는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캐시 재

맵핑(cache re-mapping)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STA에 의해 가해진 다양한 링크층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브리지와 관련되는 STA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시켜, 예를 들면, 상기 브리지와 관련된 신뢰할 수 없는 STA가 동일

한 브리지와 관련된 다른 STA 상의 링크층(OSI 레이어2(OSI layer-2)) 공격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메

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브리지와 관련되는 STA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시켜, 예를 들면, 상기 브리지와 관련된 신뢰할 수 없는 S

TA가 동일한 브리지와 관련된 다른 STA 상의 링크층(OSI 레이처 2) 공격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트래픽을 분리시키기 위해 VLAN을 사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IEEE 802.1Q-19

98(Virtual Bridged LANs) 프로토콜은 LAN 세그먼트를 다수의 VLAN으로 논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

해 확장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VLAN 브리지는 유니캐스트(unicast) 및 그룹 프레임을 그 

프레임이 속하는 VLAN을 담당하는(serve) 포트들에게만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AP 내에서 사용하기에 적

합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표준 VLAN 브리지 모델을 확장한다.

AP는 DS에 접속(attach)된다고 가정한다. AP와 관련되는 모든 STA는 그 멤버로서 그 자신과 DS를 갖는 새로운 VL

AN을 생성할 기회를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STA와 신뢰할 수 없는 STA가 동일한 AP와 관련되는 경

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STA와 신뢰할 수 없는 STA 간의 트래픽이 분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S가 복수의 VLAN

을 포함하면, 이들의 임의의 서브세트의 멤버는 새로운 VLAN의 멤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VLAN을 발견하

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 다. 또한, 기존의 VLAN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VLAN을 생성하

고 기존의 VLAN에 참가하는 것은 모두 인증(authentication)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IEEE Std 802.1Q-1998 VLAN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충분치 못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그러한 특

성을 제공하는, 본 명세서에서 개인 가상 브리지형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개인 VLAN)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포

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개인 VLAN 브리지는 적어도 다음의 방법으로 표준 VLAN 브리지를 확장한다.

· VLAN 발견(discovery): 개인 VLAN은 프로토콜에 VLAN 발견을 제공한다(아래에서 논의됨).

· VLAN 확장/생성(extension/creation): 개인 VLAN 브리지는 스테이션이 새로운 VLAN을 담당하는 새로운 포트

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VLAN에 참가하거나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기존의 VLAN에 참가하도록 허용한다.

· 논리 포트(Logical ports): 개인 VLAN 브리지는 물리 포트(physical port) 당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의 유형의 포트들 사이를 브리지한다. VLAN의 멤버 세트는 논리 및 물리 포트에 의해 정의된다.

모든 논리 포트는 브리지에 의해 제어된 수명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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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VLAN 분리(Cryptographic VLAN separation): 개인 VLAN에서, 논리 포트는 많아야 하나의 VLAN을 담

당한다. 그러나, 물리 포트당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VLAN이 물리 포트 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 하 나의 VLAN 내의 트래픽은 암호화에 의해 동일한 물리 포트 상의 다른 VLAN으로부터 분리된다. 다른 

암호화 레벨이 트래픽을 VLAN의 멤버를 제외하고는 비밀(private)로 유지하는 동안, 인증 코드는 트래픽이 속하는 

VLAN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 라우터를 통한 레이어 2 VLAN 지원(Layer-2 VLAN support across routers): STA가 서비스권을 전환하여(roa

m) 예를 들어 새로운 AP와 관련시킴으로써 다른 브리지에서 네트워크에 재접속될 수 있는 경우, STA는 브리지에게 

자신이 이미 속해있는 VLAN을 통지할 수 있다. VLAN은 VLAN을 그 브리지에서 하나 이상의 논리 포트 또는 물리 

포트와 연결하는 다른 브리지에서, 스테이션, 예를 들어 스테이션 그 자체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 STA는, 새

로운 브리지가 상이한 서브넷(subnet) 상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경우에도 레이어 2에서의 VLAN 내의 자신의 멤버십을

보전할 수 있다. 이 특성은 모바일 IP 특성을 포함하는 데, 그것은 모바일 IP가 라우터를 통해 스테이션에 대한 서브

네트 멤버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브네트는 VLAN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

지 않다.

· 스패닝 트리 보전(Spanning tree maintenance): 개인 VLAN 브리지는 그 자체가 브리지인 STA가 VLAN을 생성

하도록 허용한다.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멤버십이 승인될 때 브리지들 사이의 사이클(cycle)을 제거한다. 개인 VL

AN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새로운 브리지가 VLAN에 참가한 후에 불필요한 스패닝 트리를 재구성하는 VLAN 

토폴리지(topoloty)에 제한을 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 VLAN 네트워크 내의 두 개의 브리지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스테이션 A가 SA1을 브리지와 공유하는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

도 3은 스테이션 D 및 E가 VLAN5에 속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 VLAN 발견(discovery)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VLAN에 대한 서비스의 요청을 도시한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브리지에서 논리적 포트가 담당하는 VLAN을 브리지에서 물리 포트가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VLAN에 연결하는 것을 도시한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수신측(destination) VLAN 세트가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단일 VLAN으로 구성되는 참가-V

LAN 요청을 브리지가 수신할 때 트리거되는 스테이션간(inter-station) 인증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논리 포트에서의 진입 필터링을 도시한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브리지와 관련된 STA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 시켜, 예를 들면, 상기 브리지와 관련된 

신뢰할 수 없는 STA가 동일한 브리지와 관련된 다른 STA 상의 링크층(OSI 레이어 2) 공격을 개시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이 유선 및 무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

스템 및 네트워크에 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 VLAN 브리지 모델(The Personal VLAN Bridge Model)

본 발명은 트래픽을 분리시키기 위해 VLAN을 사용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IEEE 802.1Q-1998(Virtual Bridged LA

Ns) 프로토콜은 LAN 세그먼트를 다수의 VLAN으로 논리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해 확장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VLAN 브리지는 유니캐스트(unicast) 및 그룹 프레임을 그 프레임이 속하는 VLAN

을 담당하는 포트들에게만 전송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AP 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표

준 VLAN 브리지 모델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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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는 DS에 접속된다고 가정한다. AP와 관련되는 모든 STA는 그 멤버로서 그 자신과 DS를 포함하는 새로운 VLAN

을 생성할 기회를 갖는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STA와 신뢰할 수 없는 STA가 동일한 AP와 관련되는 경우

에도, 신뢰할 수 있는 STA와 신뢰할 수 없는 STA 간의 트래픽은 분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S가 다수의 VLAN을

포함하면, 이들의 임의의 서브세트의 멤버는 새로운 VLAN의 멤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VLAN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VLAN에 참가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VLAN을 생성하 고 

기존의 VLAN에 참가하는 것은 모두 인증(authentication)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IEEE Std 802.1Q-1998 VLAN 모

델은 이러한 특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충분치 못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힌 실시예는 그러한 특성을

제공하는, 본 명세서에서 개인 가상 브리지용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개인 VLAN)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이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 1 내지 3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당업자라면, 도 1 내지 3에 도시된 구성이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구성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두 개의 브리지(10, 12)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개인 VLAN 브리지 1(10)은 네 개의 물리 포트(11,

13, 15, 17)를 구비하며, 그 중 두 개(11, 13)는 이더넷(Ethernet)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선으로 연결된 포트

는 VLAN1 및 VLAN2를 각각 담당한다. 나머지 두 개의 포트(15, 17)는 무선 이더넷 포트이다. 이들 포트 중 하나(15

)는 고속(54Mbps) 802.11G 표준을 따르고, 다른 하나의 포트(17)는 802.11A 표준을 따른다. 또한, 802.11G 포트와

관련된 세 개의 논리 포트(19, 21, 23)가 존재한다. 각각의 논리 포트는 별개의 VLAN을 구성하기 위해 몇 개의 엔드 

스테이션(end station)(20, 22, 24)에 의해 공유되는 자신의 보안 연계(security association)(25, 27, 29)를 갖는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테이션 A(20)는 SA1(25)을 브리지 1(10)과 공유한다. 다른 스테이션들은 SA1을 공유하

지 않으며, 따라서 STA A는 고유의 VLAN, 즉, 루트가 브리지 1인 스패닝 트리로 표시된 VLAN3 내에 존재한다.

한편, 스테이션 B 및 스테이션 C(22, 24)는 SA2(27)를 브리지 1과 공유하기 때문에 VLAN4에 속한다(도 2 참조). 이

VLAN은 STA A 또는 STA B 중 하나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 다음에, 다른 스테이션이 생성자에 의해 인증된 후에 그

것에 참가했다. 이것은 개인 VLAN에 참가하는 경우를 예시한다(이하 참조). VLAN4는 또한 브리지 1을 루트(root)

로 갖는 스패닝으로 표현된다.

스테이션 D(16) 및 스테이션 E(18)는 VLAN5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스테이션과 달리, 이들은 브리지 1과 보안 연

계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VLAN 브리지 2(12)와 공유한다(도 3 참조). 브리지 2는 트리가 확장되어 브리지 1

을 새로운 루트로 만들 때까지 VLAN5에 대한 스패닝 트리의 루트이다.

일실시예에서, 개인 VLAN 브리지는 표준 VLAN 브리지를 다음 중 적어도 어느 한 방식으로 확장한다.

· VLAN 발견(discovery): 개인 VLAN은 프로토콜에 VLAN 발견을 제공한다(아래에서 논의됨).

· VLAN 확장/생성(extension/creation): 개인 VLAN 브리지는 스테이션이 새로운 VLAN을 담당하는 새로운 포트

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VLAN에 참가하거나 인증 프로토콜을 통해 기존의 VLAN에 참가하도록 허용한다.

· 논리 포트(Logical ports): 개인 VLAN 브리지는 물리 포트 당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의 유형의 포트들 사이에서 브리지한다. VLAN의 멤버 세트는 논리 및 물리 포트에 의해 정의된다. 모든 논리 포

트는 브리지에 의해 제어된 수명을 갖는다.

· 암호화 VLAN 분리(Cryptographic VLAN separation): 개인 VLAN에서, 논리 포트는 많아야 하나의 VLAN을 담

당한다. 그러나, 물리 포트당 하나보다 많은 논리적 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VLAN이 물리 포트 상에 존재

할 수도 있다. 하나의 VLAN 내의 트래픽은 암호에 의해 동일한 물리 포트 상의 다른 VLAN으로부터 분리된다. 다른 

암호화 레벨이 트래픽을 VLAN의 멤버 외에는 비밀(private)로 유지하는 동안, 인증 코드는 트래픽이 속하는 VLAN

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 라우터를 통한 레이어 2 VLAN 지원(Layer-2 VLAN support across routers): STA가 서비스권을 전환할수 있

고(roam) 예를 들어 새로운 AP와 관련시킴으로써 다른 브리지에서 네트워크에 접속(attach)될 수 있는 경우, STA는

브리지에게 자신이 이미 속해있는 VLAN을 통지 할 수 있다. VLAN은 VLAN을 그 브리지에서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 또는 물리 포트와 연결하는 다른 브리지에서 스테이션, 예를 들어 스테이션 그 자체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도 있

다. STA는, 새로운 브리지가 상이한 서브넷(subnet) 상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경우에도 레이어 2에서의 VLAN 내의 자

신의 멤버십을 보전할 수 있다. 이 특성은 모바일 IP 특성을 포함하는 데, 그것은 모바일 IP가 라우터를 통한 스테이션

에 대해 서브네트 멤버쉽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브네트는 VLAN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는 그렇지 않다.

· 스패닝 트리 보전(Spanning tree maintenance): 개인 VLAN 브리지는 그 자체가 브리지인 STA가 VLAN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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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허용한다.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은 멤버십이 승인될 때 브리지들 사이의 사이클(cycle)을 제거한다. 개인 VL

AN에 참가 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새로운 브리지가 VLAN에 참가한 후에 불필요한 스패닝 트리를 재구성하는 VLAN

토폴리지(topology)에 제한을 가한다.

IEEE Std 802.1Q-1998, IEEE Standard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Virtual Bridged Local Ar

ea Networks 28 페이지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바람직한 개인 VLAN 브리지 모델은, 멤버/태그되지 않은(

untagged) 세트를 결정하는, 프레임을 태그하는 규칙의 점에서 VLAN 모델과 유사하다. 개인 VLAN 브리지 내의 이

들 요소들에 대한 확장을 이하에 설명한다.

개인 VLAN 제어 채널(Personal VLAN control channel)

모든 물리 포트는 제어 프레임 및 인증 프로토콜 프레임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개인 VLAN 제어 채널(40, 42)을 갖는

다. 이 채널은 보안 연계를 가지지 않고 인코딩된 이더넷 유형과 같은 프레임 필드에 의해 식별된다. 인증 프레임은 다

수의 인증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는 EAPoL과 같은 포맷을 이용하여 캡슐화된다(IEEE Standard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Port based Network Access Control, IEEE Std 802.1X-2001을 참고하라).

VLAN 발견(discovery)

개인 VLAN 브리지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VLAN 발견 에이전트(26, 28, 30)를 각각 실행한다. 서버 에이전트가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반면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정보 요청을 발행한다. 이러한 에이전트의 예로는 the Service Loc

ation Protocol v2, IETF, RFC 2608의 클라이언트 및 서버 에이전트가 있다. 따라서, 개인 VLAN은 다른 VLAN를 

발견하거나 또는 VLAN이 발견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발견(도 4 참조)은 VLAN-DISCOVER 프레임의 전송을 포함한다. 응답으로, VLAN-OFFER 프레임이 발견 프레임의

소스 MAC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오퍼(offer) 프레임은 그들 사이로부터 선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브리지 및 정보

에 의해 서비스된 전부 또는 일부 VLAN을 리스트한다. 전송된 발견 프레임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에 의해 수신된 

하나보다 많은 오퍼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다. VLAN-OFFER 프레임의 전송은 응답기(responder)들 사이에서 충돌

을 최소화하도록 일부 무작위로 선택된 기간만큼 지연된다.

새로운 VLAN 담당(Serving a new VLAN)

개인 VLAN 브리지는 새로운 VLAN를 담당하라는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새로운 VLAN의 VID를 포함한

다. 요청자가 인증되지 않으면 요청은 승인되지 않고, 요청이 새로 발생하며, 이것은 제어 채널을 통해 인증될 수 있다

. 브리지에서 새로운 VLAN을 담당하기 위해, 브리지를 지정 VLAN에 대한 스패닝 트리의 루트로 만들 것을 요구한

다. 새로운 VLAN에 대한 요청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

· 브리지가 몇몇 물리 포트의 제어 채널을 통해 소스 MAC 어드레스를 갖는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 이 MAC 어드

레스의 보유자(holder)는 요청자이다(100).

·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면 제어 채널을 통해 요청자에 의해 인증 프로토콜 이 개시된다(102).

· 요청자가 인증될 수 없거나, 또는 브리지로부터 VLAN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으면(104), 그 요청은 

폐기된다(106).

· 요청된 VID를 이용하는 중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105), 새로운 논리 포트가 생성되어, 그 요청 프레임을 수신

하는 물리 포트와 관련된다(108). 이것은 브리지가 VLAN을 담당하는데 이용하는 논리 포트이다. 그렇지 않으면, 브

리지는 요청자와 VID를 협상한다(110). VLAN의 필터링 규칙은 요청자에 대한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 포트 상태 정보는 요청자와 공유된 보안 연계(SA)를 포함하도록 논리 포트에 대해, 사실상 그 포트를 통과하는 모

든 트래픽에 대해 갱신된다(112). SA의 보유자만이 논리 포트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들 단계를 완료하면, 새로운 VLAN을 담당할 새로운 논리 포트가 존재하지만, 특정 VLAN에 참가하고자 하는 요청

이 이루어질 때까지 VLAN은 브리지가 담당하는 다른 VLAN에 연결되지 않는다. 이 때까지, 새로운 VLAN은 그 브

리지에서 동작가능하지 않다.

VLAN에 참가(Joining a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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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가 담당하는 새로운 VLAN은 브리지의 물리 포트가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기존의 VLAN을 유용하게 확장해야

한다. 즉, 하나 이상의 기존의 VLAN에 연결 되어야 한다. 브리지에서 논리적 포트가 담당하는 VLAN을 브리지에서 

물리 포트가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VLAN에 연결하는 것은 제어 채널을 통해 전송된 참가 VLAN 요청을 통해 행해진

다. 요청은 물리 포트가 담당하는 VLAN들을 브리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VLAN이 이들 모두를 동시에

확장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있다.

참가-VLAN 요청은 본 명세서에서 소스 VALN이라고도 하는 브리지의 논리 포트(P')가 담당하는 VALN의 VID V'과

, 수신측 VALN이라고도 하는 물리 포트(P)의 세트가 담당하는 VID의 세트 V를 포함한다. 이 요청은 V'을 V 내의 모

든 VLAN에게 연결하여 요청자가 V 내이 모든 VLAN에 참가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요청자는 이미 생성된 V'

을 갖는다.

브리지는 다음 단계를 취한다(도 6 참조).

· 먼저 요청이 인증된다(200). 이것은 브리지가 V'을 담당하도록 요청받을 때 확립된 V'과 관련된 SA에 대해 행해진

다. 다른 방법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간단한 시도-응답(challenge-response) 전략

이 사용된다. 인증이 실패하면, 요청은 폐기된다.

· 논리 포트(P')가 V 내의 모든 VID의 멤버 세트에 추가되고(202), P 내의 모든 물리 포트가 V'의 멤버 세트에 추가

된다(204). V 내의 VID에 대한 모든 태그되지 않은 세트의 집합을 취함으로서, V'의 태그되지 않은(untagged) 세트

가 형성된다(206). 요청 프레임이 그 태그 헤더 내에 널 VID를 포함하거나, 태그되지 않으면, P'이 V 내의 모든 VID

의 태그되지 않은 세트에 추가된다(208).

새로운 VLAN을 담당하여 그것을 다른 VLAN에 연결시키기 위한 요청이 하나의 요청으로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V

LAN을 생성하고 다른 VLAN에 가입하는 것이 하나의 인증 프로세스, 특히 새로운 VLAN을 담당하기 위해 요청된 프

로세스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개인 VLAN에 참가(Joining a personal VLAN)

개인 VLAN, 즉,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개인 VLAN에 참가하는 것은 특별한 처리를 요구한다. 개인 VLAN 브리지는 

물리 포트와 달리 포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VLAN에 연결하도록 인증되지 않는다. 이 경

우, 논리 포트의 생성자는 서로 협약된 프로토콜, 예컨대 시도 응답을 통해 요청자를 인증한다. 이 스테이션 간 인증(

도 7 참고)은 수신측 VLAN 세트가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단일 VLAN으로 이루어지는 참가 VLAN 요청을 브리지가 

수신할 때 트리거된다(298).

이것에는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존재한다.

· 소스 및 수신측 VLAN은 동일한 생성자를 가지며, 생성자는 참가 VLAN 요청(join-VLAN request)을 발행한다(3

00). 이 경우에, 요청은 폐기된다(302). 그렇지 않으면, 사이클은 브리지된 VLAN에서 끝난다.

· 소스 및 수신측 VLAN은 동일하고 생성자는 요청을 발행하지 않는다(304). 이 경우에, 생성자는 멤버쉽에 대한 요

청자를 개인 VLAN에게 인증한다(306).

· 모든 다른 경우에(308), 브리지는 먼저 요청을 인증하여 요청자가 소스 VLAN의 생성자임을 확인한다(물리 포트

만이 담당하는 VLAN에 참가하기 위한 단계 1 과 동일함---위에서 참고하라)(310). 인증이 성공하면(312), 생성자

는 멤버쉽에 대한 요청자를 수신측 VLAN에게 인증한다(314).

개인 VLAN에 참가할 때, 수신측 VLAN 세트는 바람직하게는 정확히 하나의 VLAN, 즉, 소스 VLAN으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션이 소유하지 않은 VLAN을 다른 VLAN에 브리지하기 위해 요청이 그 스테이션에 

의한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VLAN의 소유자는 새로운 VLAN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결

과, 모든 멤버 스테이션이 또한 새로운 VLAN의 멤버가 된다.

생성자에 의한 요청자의 인증은 브리지의 제어 채널 및 각각의 인증자/단말(Auth/Supplicant) 모듈(50, 52, 54)에 의

해 용이하게 된다. 브리지는 채널을 사용하여 생성자와 요청자 사이에 인증 프로토콜 메시지를 중계한다. 제어 채널 

및 중계 메시지의 관리는 예컨대 IEEE 802.1X, IEEE Standard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Port

based Network Access Control IEEE Std 802.1X-2001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802.1X 모델에서, 요청자는 

단말(Supplicant)이고, 생성자는 인증자(Authenticator)이다. 생성자가 요청자를 인증할 수 있으면, 생성자는 요청자

와 함께 브리지를 확보하는 SA를 공유한다. 요청자와 SA를 공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생성자를 확보하

는 브리지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생성자의 책임이다. 공유를 획득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한 방법은 요청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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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사용하여 전송층 시큐리티(TLS v1.0) SA는 요청자의 스테이션에서 유도될 수 있는 프리마스터 시크리트(pre-

master secret)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논리 포트에서의 진입 필터링(Ingress filtering at logical port)

보안 연계(security association)는 적어도 두 개의 키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암호화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

코드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메시지 무결성 코드(MIC; Message Integrity Code)라고 지칭된다. 유일하

게, SA는 VLAN과 관련된다. 인증 코드는 전체 VLAN의 멤버에 대해 논리 포트에서의 트래픽을 제한하는데 사용되

는 반면에, 암호화는 트래픽을 멤버 외에는 비밀로 유지한다. SA를 갖는 스테이션만이 VLAN에 속한다. 각각의 SA에

대해 단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존재한다. SA를 갖는 모든 스테이션은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한다. 따

라서, 브로드캐스트에 대해 별도의 암호화 키는 필요치 않다.

물리 포트는 그와 관련된 복수의 논리 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VLAN을 담당할 수도 있다(도 1 참조

). 따라서, 그러한 포트에서 수신된 프레임이 VID를 운반하지 않으면, 그것의 VLAN 등급은 포트 기반의 등급을 넘는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IEEE 802.1Q, IEEE Standards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Virtual Btidg

ed Local Area Networks IEEE Std 802.1Q-1998, D.2.2를 참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포트가 담당하는

VLAN 중에서 어떤 VID가 할당되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없다. 프레임이 수신되는 논리 포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도 8 및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라. 만약 수신된 프레임이 널(null) VID를 운반하거나 태그되지 않으면(400), 그 소스 

MAC 어드레스는 예비(preliminary) VLAN 등급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402). 이것은 논리 포트의 PVID이다. 프레

임이 VID를 운반하면, VID는 대신에 예비 등급으로서 사용된다(404). 예비 등급은 MIC 키를 제공하는 보안 연계의 

테이블로 색인하는데 사용된다(406). 수신된 프레임은 인증 시간에 브리지 및 요청자 모두에 의해 협약되어 SA에 등

록된 HMAC-MD5와 같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프레임 페이로드에 대하여 계산된 MIC를 운반한

다. 개인 VLAN 브리지는 그 MIC 키를 사용하여 수신된 프레임의 페이로드에 대하여 MIC를 다시 계산하고(408), 그 

다음에 이것을 수신된 MIC(410)와 비교한다. 이들이 일치하면(412), 예비 VLAN 등급은 최종 VLAN 등급이 된다(41

4). 최종 등급은 임의의 대응하는 데이터 요청 프리미티브(primitive)의 VLAN 등급 파라미터의 값으로 사용된다(416

). 그러면, 프레임은 SA를 사용하여 복호되고, 그 다음에 IEEE 802.1Q 전송 및 학습 프로세스(Forwarding and Lear

ning Processes)를 받는다(418).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은 폐기된다.

논리 포트에서의 배출 필터링(Egress filtering at logical ports)

VLAN 브리지 모델에서, 일부 VLAN에 속하는 프레임에 대한 전송 포트가 VLAN의 멤버 세트 내에 있지 않으면, 프

레임은 폐기된다. 동일한 규칙에 모든 논리 전송 포트에 적용된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본 

명세서에 개시된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할 수도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발명은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장치에 있어서,

LAN 세그먼트와,

상기 LAN 세그먼트를 복수의 가상 브리지형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VLAN)로 논리적으로 분할하는 개인 가상 브리

지형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personal VLAN)를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은

유니캐스트 및 그룹 프레임을 상기 프레임이 속하는 상기 VLAN을 담당하는 포트에게만 전송하는 VLAN 브리지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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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은 VLAN 발견을 위한 프로토콜을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스테이션이 새로운 VLAN을 담당하는 새로운 포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인증 프포토콜을 통해 기존의 VLAN에 참가하

도록 허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 브리지는 개인 VLAN 브리지가 물리 포트마다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유지할 수 있고, 임의의 

유형의 포트들 사이를 브리지하는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은, 개인 VLAN에서 논리 포트가 많아야 하나의 VLAN을 담당하지만, 물리 포트마다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VLAN이 물리 포트 상에 존재할 수도 있는 암호화 VLAN 분리 수단을 더 포

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하나의 VLAN 내의 트래픽은 암호화에 의해 동일한 물리 포트 상의 다른 VLAN으로부터 분리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인증 코드는 유일하게 트래픽이 속하는 VLAN을 식별하는 반면에, 암호화의 다른 레벨은 트래픽을 상기 VLAN의 멤

버 외에는 비밀로 유지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은 IEEE 802.1Q-1998(가상 브리지형 LAN(Virtual Bridged LAN))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확장 프

로토콜을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라우터를 통해 레이어 2 VLAN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개인 VLAN이 그 자체가 브리지인 STA가 VLAN을 생성하도록 허용할 때,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12.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VLAN)를 포함하는 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모든 스테이션이 그 멤버로서 새로운 VLAN 그 자체와 상기 분산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고, 새로운 V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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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자가 상기 새로운 VLAN에 참가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을 인증할 수 있는 단계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션과 신뢰할 수 없는 스테이션이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이들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션과 신뢰할 수 없는 스테이션 사이의 트래픽을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기존의 VLAN을 발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기존의 VLAN에 참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5.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VLAN) 발견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단계와,

스테이션이 새로운 VLAN을 담당하는 새로운 포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기존의 VLAN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단계와,

물리 포트마다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유지하는 단계와,

암호화 VLAN 분리를 제공하는 단계로서, 하나의 VLAN 내의 트래픽이 암호화에 의해 동일한 물리 포트 상의 다른 V

LAN으로부터 분리되는 상기 단계를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트래픽이 속하는 VLAN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인증 코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트래픽을 상기 VLAN의 멤버 외에는 비밀로 유지하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모든 포트에 제어 프레임 및 인증 프로토콜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개인 VLAN 제어 채널을 제공하는 트래픽 분리 방

법.

청구항 19.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시스템에서,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VLAN) 발견을 위한 장치에 있어서,

LAN 세그먼트를 지역적으로 복수의 VLAN으로 분할하는 개인 VLAN 브리지와,

다른 VLAN의 발견 및/또는 상기 VLAN 브리지가 담당하는 VLAN이 발견되도록 허용하기 위한, 상기 VLAN 브리지

와 관련된 서버 및 클라이언트 VLAN 발견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공개특허 10-2004-0066902

- 10 -

VLAN 발견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발견 프레임을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응답으로, VLAN-OFFER 프레임을 상기 발견 프레임의 소스 MAC 어드레스로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되,

상기 VLAN-OFFER 프레임은 브리지가 담당하는 상기 VLAN들 중 적어도 일부 및 이들 중에서 선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리스트하는 VLAN 발견 장치.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새로운 VLAN을 담당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VLAN 발견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은 새로운 VLAN의 가상 LAN ID(VID)를 포함하는 VLAN 발견 장치.

청구항 24.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

트워크(VLAN)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브리지가 물리 포트의 제어 채널을 통해 소스 MAC 어드레스를 갖는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MAC 

어드레스의 홀더(holder)는 요청자인 상기 수신 단계와,

상기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요청자와 함께 인증 프로토콜을 개시하는 상기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자가 인증될 수 없는 경우 상기 요청은 폐기되거나, 상기 브리지로부터 VLAN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인증되

지 않는 단계와,

요청된 가상 LAN ID(VID)를 사용하는 중에 충돌(conflict)이 없는 경우에, 새로운 논리 포트를 생성하여 상기 새로운

논리 포트를 상기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는 물리 포트와 관련시키는 단계와,

충돌이 있으면, 상기 브리지가 VID를 상기 요청자와 협상하는 단계와,

사실상 상기 포트를 통한 모든 트래픽에 대해 상기 요청자와 공유된 보안 연계를 포함하도록 상기 논리 포트에 대한 

포트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비스 요청 방법.

청구항 25.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

트워크(VLAN)를 브리지의 물리 포트가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기존의 VLAN에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어 채널 상에서 참가 VLAN 요청(join-VLAN)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요청을 인증하는 단계로서, 인증이 실패하면 상기 요청이 폐기되는 상기 인증 단계와,

소스 VLAN을 담당하는 논리 포트를 수신측 VLAN을 포함하는 물리 포트 세트가 담당하는 VLAN용 VID 세트 내의 

모든 가상 LAN ID(VID)의 멤버 세트에 추가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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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리 포트 세트 내의 모든 물리 포트를 상기 소스 VLAN의 멤버 세트에 추가하는 단계와,

수신측 VLAN을 포함하는 물리 포트 세트가 담당하는 VLAN용 상기 VID 세트 내의 VID에 대한 모든 태그되지 않은 

세트의 결합(union)을 취함으로써 상기 소스 VLAN의 태그되지 않은 세트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요청 프레임이 태그 헤더 내에 널(null) VID를 포함하거나 또는 태그되지 않으면, 상기 브리지의 논리 부분이 수신측 

VLAN을 포함하는 물리 포트 세트가 담당하는 VLAN용 VID 세트 내의 모든 VID의 태그되지 않은 세트에 추가되는

VLAN 연결 방법.

청구항 26.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하는 시스템에서,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개인 가

상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VLAN)에 참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스 및 수신측 VLAN이 동일한 생성자를 가지고, 상기 생성자가 참가 VLAN 요청(join-VLAN request)을 발행하면

, 상기 요청은 폐기되고,

상기 소스 및 수신측 VLAN이 동일하고 상기 생성자가 상기 요청을 발행하지 않으면, 상기 생성자는 멤버쉽에 대한 

상기 요청자를 상기 개인 VLAN 내로 인증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 브리지는 먼저 상기 요청자가 상기 소스 VLAN의 상기 생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요청을 인

정하고,

인증이 성공하는 경우, 상기 생성자는 상기 수신측 VLAN으로의 멤버쉽에 대한 상기 요청자를 인증하고,

상기 요청자는 상기 생성자가 상기 수신측의 VLAN의 상기 생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생성자를 인증하는

VLAN 참가 방법.

청구항 27.
액세스 포인트와 관련되는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에서, 논리 포트가 담당하는 개인 

가상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VLAN)에 참가하기 위한 요청을 인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성자에 의한 요청자의 인증을 위해 제어 채널을 갖는 개인 VLAN 브리지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개인 VLAN 브리지가 상기 제어 채널을 사용하여 상기 생성자와 상기 요청자 사이에서 인증 프로토콜 메시지를

중계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자가 상기 요청자를 인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생성자는 상기 요청자와 함께 상기 개인 VLAN 브리지를 확

보하는 보안 연계를 공유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논리 포트에서 진입 필터링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인증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연계는 적어도 두 개의 키를 포함하고, 이들 키 중 하나는 암호화를 위한 키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 코드를 

계산하기 위한 키이며,

상기 보안 연계는 VLAN과 관련되고,

상기 인증 코드는 전체 VLAN의 멤버에 대해 논리 포트에서의 트래픽을 제한 하는데 사용되며,

트래픽을 멤버 외에는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가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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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안 연계를 갖는 스테이션만이 상기 VLAN에 속하며,

상기 보안 연계를 갖는 모든 스테이션이 동일한 방송 도메인에 속하는 인증방법.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물리 포트가 자신과 관련된 복수의 논리 포트를 가짐으로써 하나보다 많은 VLAN을 담당할 수 있는 인증 방법.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수신된 프레임이 널(null) 가상 LAN ID(VID)를 운반하거나 또는 태그되지 않는 경우, 그 소스 MAC 어드레스를 사용

하여 논리 포트의 예비 VLAN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이 VID를 운반하는 경우, 대신에 상기 VID를 상기 예비 등급으로 사용하는 단계와,

상기 예비 등급을 사용하여 인증 코드 키를 제공하는 보안 연계의 테이블로 색인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레임이 인증 시간에 상기 개인 VLAN 브리지와 상기 요청자 모두에 의해 협약되어 상기 보안 연계에 

등록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프레임 페이로드에 대해 계산된 인증 코드를 운반하는 단계와,

상기 개인 VLAN 브리지가 상기 인증 코드를 인증 코드 키로서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프레임의 상기 페이로드에 대해

상기 인증 코드를 재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재계산된 인증 코드를 상기 수신된 인증 코드와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재계산된 인증 코드와 상기 수신된 인증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상기 예비 VLAN 등급이 최종 VLAN이 되고,

상기 최종 등급을 임의의 대응하는 데이터 요청 프리미티브의 VLAN 등급 파라미터의 값으로서 이용하는 단계와,

상기 보안 연계를 이용하여 상기 프레임을 복호하는 단계와,

상기 복호된 프레임을 전송 및 학습 프로세스(forwarding and learning process)로 제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재계산된 인증 코드와 상기 수신된 인증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프레임을 폐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인증 방법.

청구항 32.
제 27 항에 있어서,

VLAN에 속하는 프레임을 위한 전송 포트가 상기 VLAN의 멤버 세트 내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프레임은 폐기

되는 인증 방법.

청구항 33.
브리지와 관련되는 스테이션들(STA) 사이에서 트래픽을 분리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트래픽을 분리시키기 위해 VLAN을 사용하는 개인 가상 브리지형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개인 VLAN)을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LAN 세그먼트를 다수의 VLAN으로 지역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상기 개인 VLAN과 관련된 수단과,

유니캐스트 및 그룹 프레임을 상기 프레임이 속하는 VLAN을 담당하는 포트들로만 전송하기 위한 상기 개인 VLAN

과 관련된 개인 VLAN 브리지를 더 포함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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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개인 VLAN 브리지는 적어도 다음 방식, 즉,

개인 VLAN 브리지가 VLAN 발견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VLAN 발견과,

개인 VLAN이 스테이션이 새로운 VLAN을 담당하는 새로운 포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인증 프포토콜을 통해 기존의 V

LAN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VLAN 확장과,

개인 VLAN 브리지가 물리 포트마다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를 유지하는 논리 포트와, 임의의 유형의 포트들 사이의

브리지와,

개인 VLAN에서, 논리 포트가 많아야 하나의 VLAN을 담당하지만, 물리 포트마다 하나보다 많은 논리 포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VLAN이 물리 포트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암호화 VLAN 분리

방식 중 적어도 한 방식으로 표준 VLAN 브리지를 확장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하나의 VLAN 내의 트래픽이 암호화에 의해 동일한 물리 포트 상의 다른 VLAN으로부터 분리되는 트래픽 분리 장치.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인증 코드가 상기 트래픽이 속하는 VLAN을 유일하게 식별하고, 암호화의 다른 레벨이 트래픽을 상기 VLAN의 멤버 

외에는 비밀로 유지하는 트래픽 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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