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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ＬＡＮ 장치, 그 통신 제어 방법, 및 그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요약

통신을 제어하는 기능을 내장하는 LAN 장치(20)를 제공한다.

LAN 장치(20)의 관리인은, 송신원(送信元) 단말의 MAC 어드레스나 IP 어드레스, 송신처(送信先) 단말의 IP 어드레스마

다, 통신에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LAN 장치에 설정한다. LAN 장치는, 통신에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인 경우에는 데이터

를 송신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프로토콜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는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l은 LAN 접속 시스템(22)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2는 관리 서버(3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도 3은 LAN 장치(2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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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업자 데이터베이스(75)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5는 제 1 실시예에서 송신 데이터베이스(85)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6은 제 1 실시예에서 LAN 장치(20)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7은 제 2 실시예에서 송신 데이터베이스(85)를 도시하는 설명도.

도 8은 제 2 실시예에서 LAN 장치(20)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9는 제 3 실시예에서 송신 데이터베이스(85)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10은 제 3 실시예에서 LAN 장치(20)의 처리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LAN 장치 22 : LAN 접속 시스템

25 : ADSL 회선 30 : 관리 서버

35 : 업자 클라이언트 40 : 일반 클라이언트

45 : WAN부 50 : WAN

55 : 무선부 60 : 유선부

65 : 입출력부 75 : 업자 데이터베이스

80 : CPU 85 : 송신 데이터베이스

90 : ROM 95 : 컨트롤러

100 : RAM 105 : 메모리

110 : 타이머 115 : 상위 데이터베이스

120 : 하드디스크 130 : 표시 회로

150 : 키보드 160 : 마우스

165 : 모니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한 LAN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터넷과 같은 상시 접속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에서는, 회사, 대학 등의 시설 내에, 인트라넷(intranet) 등의 로컬 에

리어 네트워크(LAN)을 구축하여, 이를 라우터(router)나 게이트웨이(gateway)를 거쳐 인터넷 등의 광역 네트워크(WAN)

에 상시 접속하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LAN에서는, LAN에 접속되는 클라이언트(컴퓨터나 사용자)를 특정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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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이에 대해, 근년, LAN으로의 접속을 불특정인 자에게 제공하는 LAN 접속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이것은, 점

포내 등에 LAN을 구축하고, 점포 방문자 등이 자유롭게 접속하여, 외부의 인터넷 등에 접속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

는, 무선 LAN의 보급으로 의해, 컴퓨터를 하나하나 네트워크에 케이블로 접속하지 않고도,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LAN 접속 서비스는, 소규모일 경우라면, 무선 LAN용의 라우터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구축할 수가 있다. 통상, 무

선 LAN 장치는 수 대에서 십수 대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유선으로 몇 대 정도의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커피샵이나 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내에 무선 LAN 장치를 설치하고, 유선으로 접속한 컴퓨터

를 LAN 제어용의 관리 서버로서 사용하여, 무선에 의한 접속을, 점포 내의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등과 같은 사용법이 가능

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이러한 LAN 접속 서비스를 실현시킬 경우, 시큐어러티(secu rity)를 어떤 식으로 실현할 지가 문제로 된다. 통상

의 인트라넷 등에서는,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는 고정적이고, 그 사용자명 등은 관리자에 의해 인식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에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MAC 어드레스를 사용한다면, LAN에 접속된 기기를 식별할 수가 있고, 미리 특

정의 서비스에 대해 허가ㆍ불허가를 제어하는 것도 용이하다. 하지만, LAN 접속 서비스에서는,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는 불

특정한 것이기 때문에, MAC 어드레스를 이용한 관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인 접속을, 클라이언

트에게 허용하고 만다면, 관리용의 서버 내의 데이터로의 액세스도 가능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러블(trouble)의 원

인이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리용의 서버를, LAN 접속 서비스용의 LAN과는 다른 별도의 네트워크를 준비하거나, 관리용의 서

버를 LAN에 접속하는 개소에 VLAN 스위치나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새로운 기기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 손쉽게 소규모의 LAN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고 만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여, LAN 장치로의 간이한 접속과 시큐어러티의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만족시키는

LAN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 중 적어도 일부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장치는,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하여, LAN을 구축하는 LAN 장치로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LAN의 다른 클라이언트나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의 요구를 접수하는 무선부 또는 유선부

와;

상기 LAN의 클라이언트 중 소정의 클라이언트인 지정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통신의 요구가, 상기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이라고 판단

된 경우에, 상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통신을 제한하는 컨트롤러를 구비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삭제

삭제

본 발명에 의하면, LAN을 구성하는 단말로부터 소정의 단말로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가 있다. 또한, 통신을 요구한 단말에

대응하여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바꾸면, 다양하게 액세스 제한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더욱이, 통신이 요구된 단말에 의

해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바꾸더라도, 다양한 액세스 제한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

(실시예)

[제 1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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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소위 LAN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LAN 접속 시스템(22)이라 한다]을 도시하는 전체구성도이다. LAN 접속 서비스란, LAN 장치(20)에 의해 구성된 LAN으

로부터, WAN(50)에 접속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LAN 접속 시스템(22)은, LAN 장치(20), 관리 서버(30),

업자 클라이언트(35) 및 일반 클라이언트(40)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서버(30)는, LAN 접속 시스템(22)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말이다. 업자 클라이언트는, LAN 접속 시스템(22)을 제공하고 있는 커피샵이나 미용실 등 업자의 단말이고,

업자 자신이 LAN 접속 시스템을 이용하여 WAN(50)에 접속할 경우에 사용한다. 일반 클라이언트는, LAN 접속 시스템

(22)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말이다. 관리 서버(30), 업자 클라이언트(35) 및 일반 클라이언트(40)를 총칭하여 LAN 접속

단말이라 부른다. LAN 접속 단말은 모두 동일한 물리적 분할 (segment)에 속해 있다.

LAN 장치(20)는, ADSL 회선(25)에 의해 프로바이더(provider)에 접속되고, 또 프로바이더를 거쳐 WAN(50)에 접속되어

있다. LAN 접속 단말은, 유선 혹은 무선으로 LAN 장치(20)에 접속되고, LAN 장치(20)를 거쳐 WAN(50)에 접속될 수 있

다. 또한, 다른 LAN 접속 단말로 서로 통신하는 것도 LAN 장치(20)를 거친다면 가능하게 된다. 단, 통신의 프로토콜에는

TCP/IP 를 사용하고, 네트워크층에 있어서는 lP 프로토콜을, 트랜스포트(transport)층에서는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또한, 관리 서버(30)와 업자 클라이언트(35)의 프라이베트(private) IP 어드레스는 고정이지만, 일반 클라이언트(40)의 프

라이베트 IP 어드레스는 LAN 장치(20)로부터 동적으로 할당된다. LAN 장치(20)는, LAN 접속 단말이 WAN(50)과 통신

할 때에는, 프라이베트 IP 어드레스를 글로블(global) lP 어드레스로 변환하여 통신시킨다.

다음에, 관리 서버(30)의 내부 구성을, 도 2에 의거하여 설명한다.관리 서버(30)는, LAN 장치(20)를 거쳐 WAN(50)과의

데이터의 교환을 제어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T-I/F)(70), 처리를 행하는 CPU(80), 처리 프로그램이나 고정적인 데

이터를 기억하는 ROM(90), 워크에리어(work area)로서의 RAM(l00), 시간을 관리하는 타이머(110), 모니터(165)로의 표

시를 관리하는 표시 회로(130), 텍스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서 축적하고 있는 하드디스크(HD)(120) 및 키보드(150)

나 마우스 (160)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입력 인터페이스(I/F)(140) 등을 구비한다.

또, 하드디스크(120)는 고정식인 것으로서 기재하였지만, 착탈식인 것이라도 좋고, 착탈식의 기억장치[예를 들면, CD-

ROM, CD-R, CD-RW, DVD- ROM, DVD-RAM, 플렉시블(flexible) 디스크 등]를 병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서는 관리 서버(30)의 처리 프로그램은 ROM(90) 내에 기억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지만, 하드디스크(120)에 기억시켜 두

고, 기동시에 RAM (l00) 상으로 전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혹은, 상술한 착탈식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 입력하

는 것으로 해도 좋다. 또한, LAN 장치(20)를 거쳐 다른 단말로부터 판독 입력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이와 마찬

가지로, 하드디스크(120)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모두가 기억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LAN 장치(20)에 의해 접속되는 다른

단말에 팽대한 데이터를 분산시켜 기억, 갱신, 관리하는 구성으로 해도 좋다. 또, 업자 클라이언트(35)나 일반 클라이언트

(40)도, 내부 구성은 관리 서버(30)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도 3은, LAN 장치(20)의 내부 구성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LAN 장치(20)는, 컨트롤러(95), 메모리(105) 및 입출력부

(65)로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105)에는,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존되어 있다. 업자 데이터베

이스(75)와 송신 데이터베이스(85)이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의 등록ㆍ삭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LAN 접속 시스템

(22)의 관리자의 패스워드(pass word)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데이터의 등록ㆍ삭제 등)는 관리

서버(30)에서만 행할 수 있다.

업자 데이터베이스(75)의 하나의 예를 도 4에 도시한다. 업자 데이터베이스 (75)는, 관리 서버(30)와 업자 클라이언트(35)

의 MAC 어드레스와 LAN 내부의 IP 어드레스, 즉 프라이베트 IP 어드레스를 등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송신 데이터베이스(85)를 도 5에 도시한다. 송신 데이터베이스(85)는, 일반 클라이언트(40)가 통신에 사용 가능한 프로토

콜을 등록한 데이터베이스이다. LAN 접속 시스템(22)의 LAN 접속 단말은, 1개의 프로토콜에 대해 미리 정해진 1개의 포

트(port)를 사용하기 때문에, 송신 데이터베이스(85)에서는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를 한 쌍으로 하여 보존하고 있다. 또, 이

하에서 말하는 프로토콜은, TCP/IP 프로토콜에서의, 애플리케이션층의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도 3의 입출력부(65)는, WAN(50)과의 입출력을 취급하는 WAN부(45), 무선 통신의 입출력을 취급하는 무선부(55), 및

유선 통신의 입출력을 취급하는 유선부 (60)로 구성되어 있다. 무선부(55)나 유선부(60)는, LAN 접속 시스템(22)의 LAN

접속 단말과의 입출력을 취급하고 있다. 컨트롤러(95)는, LAN 장치(20)의 내부의 움직임을 통괄하고 있다.

(2)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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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실시예에서는, 관리 서버(30)와 업자 클라이언트(35)로의 LAN 접속 단말로부터의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하는 LAN

장치(20)의 처리에 대해, 도 6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LAN 장치(20)는, 무선부(55) 혹은 유선부(60)에서 데이터를 수신하

면(단계 S15), 수신 데이터의 헤더(header)에 기재되어 있는 송신원의 MAC 어드레스로, 업자 데이터베이스(75)의 MAC

어드레스 필드(field)를 검색한다(단계 S20). 해당하는 MAC 어드레스가 존재하면(스텝 S25), 수신한 데이터는 관리 서버

(30)혹은 업자 클라이언트(35)로부터의 통신이다. 따라서, 통신의 프로토콜을 전혀 제한하는 일 없이, 수신 데이터를 송신

처로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스를 향해 송신한다(단계 S30). 송신한 데이터가, 데이터의 회신(返信)을 요구하는 회

신 요구 데이터(예를 들면 인터넷에서의 URL)인 경우에는, 회신 요구 데이터에 응답하여 회신 데이터(상기예에서는 URL

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가 송신되어 오기 때문에, 회신 데이터를 수신한다(단계 S32). 그리고, 회

신 요구 데이터를 생성한 관리 서버 혹은 업자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 데이터를 송신한다(단계 S32).

MAC 어드레스가 업자 데이터베이스(75)에 존재하지 않으면(단계 S25) , 수신한 데이터는 일반 클라이언트(40)으로부터

의 통신이다. 따라서 이어서, 수신 데이터의 헤더에 기재되어 있는 송신처의 IP 어드레스로, 업자 데이터베이스(75)의 lP

어드레스 필드를 검색한다(단계 S35). 해당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으면(단계 S40), 수신 데이터는 WAN(50) 혹은

LAN 접속 시스템(22)의 일반 클라이언트(40) 앞의 데이터이다. 따라서, 통신의 프로토콜을 전혀 제한하는 일 없이, 수신

데이터를 송신처로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스를 향해 송신한다(단계 S30). 송신한 데이터가 회신 요구 데이터일

경우에는, 회신 데이터를 수신하고, 회신 요구 데이터를 생성한 일반 클라이언트(40)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데이터를 송

신한다(단계 S32).

해당하는 IP 어드레스가 존재할 때(단계 S40), 수신 데이터는, 관리 서버(30) 혹은 업자 클라이언트(35)로의 통신이다. 따

라서, 프로토콜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신 데이터의 헤더에 기재되어 있는 포트 번호로, 송신 데이터베이스(85)의 포트 번

호 필드를 검색한다(단계 S45). 해당하는 포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단계 S50), 그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데이터는 송신하지 않고 종료한다. 포트 번호가 존재할 때에는(단계 S50), 수신 데이터를 송신처로

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스를 향해 송신한다(단계 S30). 송신한 데이터가 회신 요구 데이터일 경우에는, 회신 데이

터를 수신하여, 회신 요구 데이터를 생성한 일반 클라이언트(40)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 데이터를 송신한다 (단계 S32).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에 의하면, LAN 장치(20)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라우터나 방화벽 등의 기기를 설치하

는 일 없이, 관리 서버(30)나 업자 클라이언트(35)로의 일반 클라이언트(40)으로부터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 2 실시예]

제 2 실시예에서는, 일반 클라이언트(40)의 타입(type)에 따라,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LAN 접속 시스템(22)의

예를 도시한다. LAN 접속 시스템(22)의 관리자는, 일반 클라이언트(40)를 상위 클라이언트와 하위 클라이언트의 두 가지

로 선별한다. 하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프로토콜의 제한은 엄격하고, 상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하위 클라이언트만

큼 엄격하지 않다. 예를 들면, LAN 접속 시스템(22)의 이용 요금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양심적인 이용자일

경우에는, 상위 클라이언트로 하거나 한다. 그리고, 상위 클라이언트에 탑재된 네트워크 기기의 MAC 어드레스를, LAN 장

치(20) 내의 메모리(105)에 있는 상위 데이터베이스(115)에 보존한다. 이 보존에는 관리자의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관리

서버 (30)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상위 클라이언트와 하위 클라이언트의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경우 다

르다.

제 2 실시예에서의 송신 데이터베이스(85)의 하나의 예를 도 7에 도시한다. 상위 프로토콜은, 상위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

버(30) 또는 업자 클라이언트(35)에 대해 통신할 때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상위 포트 번호는, 상위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에서 사용되는 미리 정해진 포트 번호이다. 또한, 하위 프로토콜은, 하위 클라이언트가 관리 서버(30) 또는 업자 클라

이언트(35)에 대해 통신할 때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하위 포트 번호는, 하위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에서 사용되는 미

리 정해진 포트 번호이다.

도 8은, 제 2 실시예에서의 LAN 장치(20)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에서의 판단 처리(단계 S55) 후에, 송신처

가 관리 서버(30) 혹은 업자 클라이언트일 때는(도 6의 ③), 우선, 수신 데이터를 송신한 일반 클라이언트(40)가 상위 클라

이언트인지 하위 클라이언트인지 판별한다. 그 때문에, 수신 데이터의 헤더에 기록되어 있는 송신원의 단말의 MAC 어드

레스로, 상위 데이터베이스(115)를 검색한다 (단계 S60).

상위 데이터베이스(115)에 MAC 어드레스가 존재할 때, 즉 송신원의 단말이 상위 클라이언트일 때는(단계 S65), 수신 데

이터의 헤더에 기재되어 있는 포트 번호로, 송신 데이터베이스(85)의 상위 포트 번호 필드를 검색한다(단계 S70). 해당하

는 포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단계 S75), 그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데이터는 송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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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종료한다. 포트 번호가 존재할 때에는(단계 S75), 수신 데이터를 송신처로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스를 향

하여 송신한다(단계 S80). 송신한 데이터가 회신 요구 데이터일 경우에는, 회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회신요구 데이터를 생

성한 상위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 데이터를 송신한다(단계 S82).

상위 데이터베이스(115)에 MAC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즉 송신원의 단말이 하위 클라이언트일 때는(단계 S65),

수신 데이터의 헤더에 기재되어 있는 포토 번호로, 송신 데이터베이스(85)의 하위 포트 번호 필드를 검색한다(단계 S85 ).

해당하는 포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단계 S90), 그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데이터는

송신하지 않고 종료한다. 포트 번호가 존재할 때에는(단계 S90), 수신 데이터를 송신처로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

스를 향해 송신한다(단계 S80). 송신한 데이터가 회신 요구 데이터일 경우에는, 회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회신 요구 데이터

를 생성한 하위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 데이터를 송신한다(단계 S82).

이상에서 설명한 제 2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작용ㆍ효과가 있고 그 위에, 더욱이 일반 클라이언트

(40)를 선별하여, 그 각각이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별개로 지정함으로써, 관리 서버(30)나 업자 클라이언트(35)에 대한

시큐어러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

[제 3 실시예]

제 3 실시예에서는, 관리 서버(30)나 업자 클라이언트(35)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WAN(50) 쪽으로의 통신도 제한한다. 제

3 실시예에서의 송신 데이터베이스 (85)를 도 9에 도시한다. 상위 WAN 프로토콜은, 상위 클라이언트가 WAN(50)에 대해

통신할 때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상위 WAN 포트 번호는, 상위 WAN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에서 사용되는 미리 정해

진 포트 번호이다. 또한, 하위 WAN 프로토콜은, 하위 클라이언트가 WAN(50)에 대해 통신할 때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이

다. 하위 WAN 포트 번호는, 하위 WAN 프로토콜에 의한 통신에서 사용되는 미리 정해진 포트 번호이다.

도 10은, 제 3 실시예에서의 LAN 장치(20)의 처리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에서의 판단 처리(단계 S55) 후에, 송신처

가 관리 서버(30)도 아니고 업자 클라이언트(35)도 아닐 경우에는(도 6의 ②), 송신처의 IP 어드레스가 프라이베트 IP 어

드레스인지의 여부, 즉 LAN 접속 단말의 IP 어드레스인지 여부를 판별한다(단계 S95). 프라이베트 IP 어드레스일 경우에

는(단계 S100), 전혀 프로토콜을 제한하는 일 없이, 수신 데이터를 송신처로서 지정되어 있는 단말의 어드레스를 향해 송

신한다(단계 S105). 송신한 데이터가 회신 요구 데이터일 경우에는, 회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회신 요구 데이터를 생성한

일반 클라이언트(40)의 어드레스를 향해 회신 데이터를 송신한다 (단계 S107). 프라이베트 IP 어드레스가 아닐 경우에는

(단계 S100), 제 2 실시예에서 행한 상위ㆍ하위 송신 처리를 행한다(단계 S95). 또, 그 때 상위ㆍ하위 송신 처리에서 송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에는, 상위 클라이언트일 때는 상위 WAN 포트 번호를, 하위 클라이언트일 때는 하위 WAN 포

트 번호를 검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제 3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 제 2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작용ㆍ효과가 있고 그 위에, 더욱이 WAN

(50) 쪽으로의 통신도 제한할 수가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전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요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관리 서버(30)나 업자 클라이언트

(35)에 LAN 접속 단말로부터 통신할 때, 관리 서버(30)나 업자 클라이언트 (35)를 선별하여, 각각 다른 프로토콜로 통신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관리 서버(30)와 업자 클라이언트(35)에서는 다른 설정으로 하고자 할 경우 등에 유효하다.

또한, 일반 클라이언트(40)로부터 일반 클라이언트(40)으로의 통신 프로토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일반 클라이언트(40)끼

리의 액세스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 유효하다. 더욱이, 실시예에서는 프로토콜의 분류는 2 종류로 하고 있지만, 그럴 필

요는 없고, LAN 접속 단말에 따라 몇 종류로라도 분류할 수가 있다.

또한, 제 2 실시예, 제 3 실시예에서는, 상위 클라이언트를 상위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하

위 클라이언트를 하위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유해도 좋고, LAN 접속 단말을 더 상세히 순위 분류하는 그러한 정보를 보유해

도 좋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LAN을 구성하는 단말로부터 소정의 단말로의 액세스를 제한할 수가 있다. 또한, 통신을 요

구한 단말에 대응하여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바꾸면, 다양하게 액세스 제한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더욱이, 통신이 요구

된 단말에 의해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바꾸더라도, 다양한 액세스 제한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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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하여 LAN을 구축하는 LAN 장치로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LAN의 다른 클라이언트나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의 요구를 접수하는 무선부(55) 또는 유

선부(60)와;

상기 LAN의 클라이언트 중 소정의 클라이언트인 지정 클라이언트를 등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75)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통신의 요구가, 상기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 클라이언트

로의 통신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상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통신을 제한하는 컨트롤러(95)를 구비한,

LAN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75)는, 상기 지정 클라이언트를 그 IP 어드레스에 의해 등록하는 수단이고,

상기 컨트롤러(95)는, 상기 통신의 요구에 기록된 IP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판단을 하는 수단인, LAN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95)는, 상기 통신의 요구를 한 클라이언트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그 생성한 판별 결과

에 의해 상기 프로토콜의 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LAN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95)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탑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기의 MAC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판별을 행하는,

LAN 장치.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95)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판별을 행하는, LAN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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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의 요구가, 상기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의 요구일 경우, 상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통신을 제

한하는 컨트롤러(95)를 구비한, LAN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의 요구를 한 클라이언트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그 생성한 판별 결과에 의해 상기 프로토콜

의 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컨트롤러(95)를 구비한, LAN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의 제한은, 통신 가능한 프로토콜을 한정함으로써 행하는 LAN 장치.

청구항 9.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한 LAN에서의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 제어 방법으로서,

상기 LAN의 클라이언트 중 소정의 클라이언트인 지정 클라이언트를 등록한 등록 정보를 준비하는 공정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LAN의 다른 클라이언트나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의 요구를 접수하는 공정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통신의 요구가, 상기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과;

상기 판단에 의해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상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통신을 제

한하는 공정을;

구비하는, 통신 제어 방법.

청구항 10.

복수의 클라이언트를 접속한 LAN에서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로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기 LAN의 클라이언트 중 소정의 클라이언트인 지정 클라이언트를 등록한 등록 정보를 참조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LAN의 다른 클라이언트나 다른 네트워크로의 통신의 요구를 접수하는 단계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통신의 요구가, 상기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에 의해 지정 클라이언트로의 통신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상기 통신의 프로토콜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통신을 제

한하는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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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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