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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내부 장비들에 대하여 통신 허용 또는 통제 등에 대한 룰을 강제함으로써 네트워크 내부 장비들 

간에 가상의 방화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장치를 개시한다. 이를 위한 통신제어

장비는 네트워크 상의 다른 장비들과 동일 레벨에 위치한다. 이 통신제어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차단 대상인 장비들에

대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조작된 ARP 패킷을 제공하여 차단대상 장비가 송신한 데이터 패킷이 비정상

적인 어드레스로 전송되도록 한다. 이에 의해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이 차단된다. 통신차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차단상태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통신제어장치가 정상적인 어드레스 정보를 내포하는 ARP패킷을 해

당 장비에게 송신함으로써 그러한 통신차단상태를 해제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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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도면에서 대응되는 부분을 지정

하는 번호는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통제방법을 구현한 시스템 구성예이다.

도 2는 LAN(40)에 연결된 망내 장비들에 대한 통신을 제어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도 3은 통신제어장치 EQ-X가 망내 두 장비 EQ-1과 EQ-2 간의 통신을 통제하는 룰을 설정하는 방법을 도시한다.

도 3은 통신제어장치 EQ-X가 망내 두 장비 EQ-1과 EQ-2 간의 통신을 통제하는 룰에 따른 패킷 흐름의 제어 방법을

도시한다.

도 4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도시한다.

도 5는 어드레스 수집단계(S10)의 실행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도 6은 통신차단에 관한 룰 설정과 그에 따른 차단처리 절차를 도시한다.

도 7은 기 설정된 통신차단룰을 해제하는 절차를 도시한다.

도 8은 통신제어룰 DB에 설정된 룰에 따라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가 처 리되는 절차를 도시한다.

도 9는 패킷의 검출과 그에 따른 어드레스 수집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도 10은 검출된 패킷에 따른 통신제어처리 절차를 도시한다.

도 11은 도 10의 S184 단계의 'ARP 요청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루틴'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도 12는 도 10의 S184 단계의 'ARP 응답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루틴'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도 13은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절차를 도시한다.

도 14는 도 13의 패킷포워딩 단계(S250)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5는 ARP 응답패킷과 ARP 요청패킷의 검출에 따른 어드레스 DB의 관리단계(예컨대, 도 11의 S192단계와 도 1

2의 S212단계)의 절차를 도시한다.

도 16은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의 조합에 대해 설정된 통신제어룰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 17과 18은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의한 통신제어룰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도시

한다.

도 19는 망내 장비들의 어드레스를 검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는 루트를 도시한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외부 장비 20: 인터넷

30: 라우터 40: 랜(LAN)

50: 레이어2 스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하나의 네트워크 내부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네트워크 내

부 장비들에 대하여 통신 허용 또는 통제 등에 대한 룰을 강제함으로써 네트워크 내부 장비들 간에 가상의 방화벽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는 제한된 인적 자원을 통해 방대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이고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아이피(Internet Protocol: IP) 어드레스, 미디어접근제어(Media Access Contro

l: MAC) 어드레스, 호스트 아이디(Host ID)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자원은 이를 수동으로 관리하면 인적 자원의 낭비와 

업무능률의 저하가 초래된다. 또한 네트워크 사용자의 IP 도용에 의해 기존 네트워크 장비의 IP와 충돌을 일으키는 

장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나 공장 등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Network: LAN)

를 이용한다. LAN에는 퍼스널컴퓨터(PC), 워크스테이션, 로봇, 프린터, 서버 등과 같은 각종 장비들(이하 '망내 장비'

라 함)이 수십 대에서 수천 대씩 연결된다. 이들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작업의 효

율화와 편리함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망내 장비들 간의 무제한적인 통신 허용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즉,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 패킷들이 LAN 상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이상으로 사용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또한, 네트

워크 자원의 이용 내지 통신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부정한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 내부 이용자 간에 정보의 유

출이나, 해킹, 크래킹 등의 행위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점도 있다. 따라서 LAN 환경을 기

반으로 하는 회사나 공장 등에서는 필요에 따라 LAN에 연결된 장비들 각각에 대하여 다른 장비들과의 통신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내부 자원들 간의 통신권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통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방화벽 서버이다. 그런데 기존의 방화벽 서버는, 어떤 내

부 네트워크(NET-IN)가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NET-OUT)와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하여, 외부 네트워크(NET-OUT

)에 연결된 외부의 어떤 장비와 내부 네트워크(NET-IN)의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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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의 방화벽 서버는 어떤 내부 네트워크(NET-IN)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즉, 길목에 위치하여 통신을 통

제하므로, 외부 네트워크(NET-OUT)와의 통신을 차단하는 등의 통제는 할 수 있어도 내부 네트워크(NET-IN) 내의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기존의 방화벽 서버는 또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하

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부 네트워크(NET-IN)와 외부 네트워크(NET-OUT)의 

길목에 위치한 통신통제 방식은, 통신제어룰(communication control rule)을 내부 네트워크(NET-IN)에 연결된 장

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통신을 통제할 필요성이 없는 장비조차도 항상 방화벽 서버를 거

쳐 통신을 해야 된다. 따라서 방화벽 서버는 불필요한 처리 부담을 많이 떠맡게 되고, 이로 인해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간의 통신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방화벽서버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특정 네트워크 내부에 존재하는 망내 장비들 간

의 통신을 네트워크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특정 네트워크에 대하여 그 네트워크의 망내 장비들과 수평적인 레벨(동일 레벨)로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서 상기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상기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장치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상

기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그 네트워크에 다른 장비들과 동일레벨에 접속된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여 통신제어룰을 설정하고, 설정된 통신제어룰을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으로써, 통제 대상인 장비들이 설정된 통신제어룰에 따라 망내 통신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특정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과 동일 레벨에 위치한 통신제어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차단 대상인 장비들에 대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조작된 ARP 패킷을 제공하여 상기 차단대상 장비가 송신한 데이터 패킷이 비정상적

인 어드레스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이 제공된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바람직하게는, 통신차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차단상태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상기 통신제어장치가 정상적인 어드레스 정보를 내포하는 ARP패킷을 해당 장비에게 송신함으로써 그러한 통신차단

상태를 해제 단계를 더 구비한다.

또한,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네트워크에 신규로 연결된 장비의 IP 어드레스를 기존 장비들의 IP 어드레

스와 비교하여 충돌이 있는 경우, 올바른 I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기존 장비들에게 전달하여 IP어드레스의 충돌

을 해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한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차단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

부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상기 통신제어장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또는 상기 차단대상 장비의 것

이 아닌 제3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설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특정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신제어장치가 네

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이더넷 아이피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MAC:med

ia access control)를 수집하는 단계;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집된 어드레스에 대하여 원하는 통신제어를 하기 위해 설

정한 통신제어룰을 DB에 저장하는 단계; 네트워크 내의 어떤 장비가 망내 다른 장비와 통신을 하기 위해 송신한 어드

레스결정프로토콜(ARP) 패킷을 검출하는 단계; 통신제어룰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여 검출된 ARP 패킷이 통신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 및 통신차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차단을 위한 ARP패킷을 만들어 송신하

는 단계를 구비하여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수집단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네트워크의 어떤 장비가 망내 다른 장비

와 통신하기 위해 브로드캐스팅 한 ARP 패킷을 상기 통신제어장치가 수신하여 그 ARP 패킷에 내포된 네트워크 레이

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방법 및/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 관리대상 장비

의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상기 통신제어장치가 ARP 요청패킷을 송신하고 이에 응하여 관리대상 장비가 보내온 ARP 

응답패킷으로부터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에 있어서,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

레스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의 통신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통

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

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데

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의 통신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바람직하게는, 통신제어장비가 보낸 ARP 요청패킷에 응하여 망내 장비가 ARP 응답패킷을 보

내오면 검출된 응답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송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관리룰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그 송신측 어드

레스에 대하여 차단룰이 존재하면 송신측 프로토콜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DB(DB-3)에 대하여 차단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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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의 검출에 따라 더 이상 통신차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차단상태로 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 그러한 통신차단상태의 해제를 위한 ARP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

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일정한 시간 마다 통신제어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통신차단/통신차

단해제를 위한 ARP요청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수신측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어드레스로서 패킷포워딩 룰이 존재하

는 경우 수신된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그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정상적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하여 

포워딩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통신제어방법은 또한, 네트워크에 신규로 연결된 장비의 IP 어드레스를 기존 장비들의 IP 어드레스와 비교하여 

충돌이 있는 경우, 올바른 I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기존 장비에 전달하여 IP어드레스의 충돌을 해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어떤 네트워크 상의 다른 장비들과 동일레

벨에 위치하면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상기 다른 장비들 상호간의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제어룰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설정된 상기 통신제어룰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면서, 통신차단 대상으로 설

정된 장비들에 대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조작된 ARP 패킷을 제공하여 상기 차단대상 장비가 송신한 데

이터 패킷이 비정상적인 어드레스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제어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통신제어장치는 외부에서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 통신하고자 할 때 그 네트워크와의 연결 길목이 되는 위치에 배

치되어 통신을 통제하는 기존의 방화벽서버와는 다르게, 그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경로의 길목이 아닌 그 네트워크 내

의 임의의 곳 예컨대 다른 내부 장비들과 동일레벨에 위치하면서 통신제어가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ARP 테이블의 어

드레스정보의 조작에 기반을 두는 통신제어룰을 강제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장비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어떤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의 내부 자원과 외부 네트워크의 자원 간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는 종래의 방화벽 서버의 기능을 물론이거니와, 그 네트워크의 내부 자원들 간의 통신까지도 선별적으

로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내부 장비들 간의 인

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랜(Local Area Network: LAN)과 같은 특정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원들 간의 통신은 ARP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ARP는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예컨대, 프로토콜 레이어(L3)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예컨대, 데이터링크 레

이어(L2) 어드레스)로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여기서 물리적어드레스라 함은 예컨대 이더넷 또는 

토큰링의 48비트(bits) 네트워크 카드 어드레스를 의미한다. ARP 패킷은 이더넷 패킷 데이터 내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된다. 이더넷 패킷의 헤더는 목적지 이더넷어드레스(48비트), 발신자 이더넷어드레스(48비트), 이더넷 프로토콜타입(

16비트)을 포함한다. 이 이더넷 패킷 헤더의 뒤에 ARP 패킷이 붙는다. 패킷이 LAN 상에서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이

더넷어드레스(예컨대 MAC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참고로 ARP 패킷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ARP 패킷의 구성

구성요소 바이트수 내용

하드웨어타입 2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형식을 나타낸다. 이더넷은 이 값은 1이다.

프로토콜타입 2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나타낸다.

데이터링크 레이

어

어드레스 길이

1 바이트안의 하드웨어 어드레스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더넷인 경우에 값은 6이 된다.

프로토콜 어드레

스

길이

1 바이트안의 프로토콜의 길이를 나타낸다. TCP/IP인 경우에 이 값은 4가 된다.

ARP 구분코드 2
이 필드는 ARP요구, ARP응답, RARP요구, RARP응답 같은 패킷의 명령들을 묘사한

다.

송신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n 보낸 곳에서의 하드웨어 어드레스로 대부분의 경우 이더넷 어드레스가 된다.

송신 프로토콜

어드레스
m 보낸 곳의 인터넷 어드레스.

수신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n

ARP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도착지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된다. 응답은 도착지 기

계의 하드웨어 어드레스와 인터넷 어드레스를 알려준다.

수신 프로토콜

어드레스
m

ARP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도착지 인터넷 어드레스가 된다. 응답은 도착지 장비

의 하드웨어 어드레스와 인터넷 어드레스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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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IP 호스트 A가 IP 호스트 B에게 IP 패킷을 전송고자 할 때 IP 호스트 B의 물리적 어드레스를 모르는 경우,

IP 호스트 A는 AR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목적지인 IP 호스트 B의 IP 어드레스와 브로드캐스팅 물리적 어드레스(FF:

FF:FF:FF:FF:FF)를 가지는 ARP 패킷을 네트워크 상에 전송한다. IP 호스트 B는 자신의 IP 어드레스가 목적지로 기

록되어 있는 ARP 패킷을 수신하면 자신의 물리적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IP 호스트 A에게 응답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IP 어드레스와 이에 해당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정보는 각 IP 호스트의 ARP 캐시라

불리는 메모리에 테이블 형태(ARP TABLE)로 저장된 후, 다음 패킷 전송 시에 다시 사용된다. 랜(Local Area Netw

ork: LAN)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자원들끼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부 통신을 하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통제방법을 구현한 시스템 구성예이다. 다수의 장비들(EQ-1, EQ-2, ... EQ-10)이 레이

어2 스위치(50)를 통해 연결된 LAN(40) 환경에서, 본 발명에 따른 통신제어장치(EQ-X)도 LAN(40)에 연결된 하나

의 노드로서, 다른 장비들(EQ-1, EQ-2, ... EQ-10)과 같은 레벨에 연결된다. 다만 원하는 장비에 대한 통신을 통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RP 테이블을 조작함으로써 LAN(40) 내부 장비들 간의 통신을 원하는 형태로 통제를 한다. 

LAN(40)은 라우터(30)를 경유하여 인터넷(20) 또는 다른 네트워크(예컨대 사내 다른 가상 LAN(VLAN)) 등에도 연

결될 수 있다.

같은 네트워크 레이어 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AR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구하고 데

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며,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AR

P 테이블(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관리하고 나중에 통신이 필요할 때 이용한다.

본 발명의 기본적인 개념은, 특정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그 네트워크에 다른 장비들과 동일레벨에 접속된 본 발명의 

장치를 이용하여 통신제어룰을 설정하고, 설정된 통신제어룰을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으로써, 통제 대상인 장비들이 설정된 통신제어룰에 따라 망내 통신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내부 장비들 간의 통신을 허용/차단/패킷포워딩 하는 등의 통신 제어

를 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의 ARP테이블을 외부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작을 하고, 특정 네

트워크 레 이어 어드레스와 통신이 필요할 때 그렇게 외부에서 조작된 ARP 테이블이 이용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각 장비는 어느 때나 ARP테이블을 삭제하거나 새롭게 ARP요청패킷을 발생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

스를 구하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RP패킷을 발생

하여 ARP 테이블을 생성/수정하도록 만들 때 다른 장비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장비에만 적용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즉, 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제어대

상 노드에 조작된 ARP 어드레스를 제공할 때 유니캐스트 전송방식을 이용한다. 또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통신을 차단을 하면 네트워크 레이어의 모든 것에 대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에 대해서

는 필요한 경우에 포워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통신이 필요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통신제어

장치가 포워딩을 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중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신통제방식이 가능함을 이해하기 위해선, LAN 상에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 메커니즘을 예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통신

제어장치 EQ-X가 어떠한 원리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예컨대, 현재 LAN(40)에 연결된 망내 장비가 EQ-1, EQ-2, EQ-3이고 통신제어장치 EQ-X가 이들 장비와 같은 레

벨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과, 모든 장비에는 ARP 테이블이 처음에는 비어 있다는 조건을 가정하자. 이들 장비 EQ-1, 

EQ-2, EQ-3, EQ-X의 IP어드레스와 MAC 어드레스는 각각 NET-1(MAC-1), NET-2(MAC-2), NET-3(MAC-3),

NET-X(Block) 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수신측 어드레스와 송신측 어드레스는 'IP어드레스(MAC 어드레스)'의 형식

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망내 장비들 간에 통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ARP 요청 패킷들이 송신되었다고 가정하자. 단 

ARP 패킷은 브로드캐스트(FF:FF:FF:FF:FF:FF)가 아닌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송신했음을 전제한다.

1) 과정 1 : 목적지 MAC이 MAC-1이고 수신측 어드레스와 송신측 어드레스가 각각 NET-1(Null)과 NET-2(Block)

인 요청패킷(요청패킷1)이 송신된다. 참고로, 요청패킷1은 장비 EQ-2가 장비 EQ-1과 통신을 하기 위한 ARP 요청패

킷으로 볼 수 있다. 이 요청패킷1의 목적지 MAC 어드레스(즉, MAC-1)와 일치하는 장비 EQ-1이 이 요청패킷1을 수

신한다. 그리고 장비 EQ-1은 장비 EQ-2의 MAC 어드레스가 Block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장비 E

Q-1이 장비 EQ-2에 보내는 패킷은 실제로는 MAC 어드레스가 Block인 통신제어장치 EQ-X가 수신하게 된다.

2) 과정 2 : 목적지 MAC은 MAC-2이고 수신측 어드레스와 송신측 어드레스를 각각 NET-2(MAC-2)와 NET-1(Bl

ock)로 가지는 요청패킷(요청패킷2)이 송신된다. 참고로, 이 요청패킷1은 MAC 어드레스가 MAC-2인 장비 EQ-2가 

수신하게 된다. 장비 EQ-2는 장비 EQ-1의 MAC 어드레스가 Block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장비 E

Q-2가 장비 EQ-1에 보내는 패킷은 실제로는 MAC 어드레스가 Block인 통신제어장치 EQ-X가 수신하게 된다.

3) 과정 3 : 목적지 MAC은 MAC-3이고 수신측 어드레스와 송신측 어드레스를 NET-3(Null)과 NET-1(MAC-1)로 

가지는 요청패킷(요청패킷3)이 송신된다. 이는 장비 EQ-1이 장비 EQ-3과 통신하기 위한 ARP 요청패킷으로 볼 수 

있다.

4) 과정 4 : 목적지 MAC은 MAC-3이고 수신측 어드레스와 송신측 어드레스를 각각 NET-3(Null)과 NET-2(MAC-

2)로 가지는 요청패킷(요청패킷4)이 송신된다.

이 송신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송신과정 패킷 목적지 MAC 수신어드레스 송신어드레스

과정 1 요청패킷 1 MAC-1 NET-1(null) NET-2(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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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2 요청패킷 2 MAC-1 NET-2(null) NET-1(BLOCK)

과정 3 요청패킷 3 MAC-3 NET-3(null) NET-1(MAC-1)

과정 4 요청패킷 4 MAC-3 NET-3(null) NET-2(MAC-2)

이러한 송신과정을 통해 송신된 4개의 요청패킷을 수신한 장비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패킷의 송신으로 답한다.

5) 과정5 :'요청패킷1'을 수신한 장비 EQ-1 (NET-1, MAC-1)은 NET-1(MAC-1)을 송신측으로 하고, NET-2(Blo

ck)를 수신측으로 하며, 목적지 MAC을 BLOCK으로 하는 ARP 응답패킷(응답패킷1)을 보내고, 자신이 관리하는 AR

P 테이블에는 NET-2에 대한 MAC 어드레스를 BLOCK으로 기록하여 신규 생성한다.

6) 과정6 :'요청패킷2'를 수신한 EQ-2 (NET-2, MAC-2)는 NET-2(MAC-2)를 송신측으로 하고 수신측을 NET-1(

BLOCK)로 하며, 목적지 MAC을 BLOCK으로 하는 ARP 응답패킷(응답패킷2)을 보내고, 자신의 ARP 테이블에는 NE

T-1에 대한 MAC 어드레스를 BLOCK으로 신규 생성한다.

7) 과정7 :'요청패킷3'을 수신한 EQ-3 (NET-3, MAC-3)은 NET-3(MAC-3)을 송 신측으로 하고, NET-1(MAC-1)

을 수신측으로 하며, 목적지MAC을 NET-1로 하는 ARP 응답패킷(응답패킷3)을 보내고, 자신의 ARP 테이블에서 NE

T-1에 대해서 MAC-1로 신규 생성한다.

8) 과정 8 : '요청패킷4'를 수신한 EQ-3 (NET-3, MAC-3)은 NET-3(MAC-3)을 송신측으로 하고 수신측을 NET-2

(MAC-2)로 하며, 목적지MAC을 NET-2로 하는 ARP 응답패킷(응답패킷4)을 보내고, 자신의 ARP 테이블에서 NET

-2에 대해서 MAC-2로 신규 생성한다.

위 응답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응답

과정

패킷/

응답장비
응답 내용 ARP 테이블

과정 5
응답패킷 1

/ EQ-1

송신측 어드레스: NET-1(MAC-1)

수신측 어드레스: NET-2(BLOCK)

목적지 MAC : BLOCK

NET-2에 대한 MAC어드레스를 BLOCK으로 생성

과정 6
응답패킷 2

/ EQ-2

송신측 어드레스: NET-2(MAC-2)

수신측 어드레스: NET-1(BLOCK)

목적지 MAC : BLOCK

NET-1에 대한 MAC어드레스를 BLOCK으로 생성

과정 7
응답패킷 3

/ EQ-3

송신측 어드레스: NET-3(MAC-3)

수신측 어드레스: NET-1(MAC-1)

목적지 MAC : MAC-1

NET-1에 대한 MAC어드레스를 MAC-1로 생성

과정 8
응답패킷 4

/ EQ-3

송신측 어드레스: NET-3과 MAC-3

수신측 어드레스 : NET-2(MAC-2)

목적지 MAC : MAC-2

NET-2에 대한 MAC 어드레스를 MAC-2로 생성

다음으로, 위와 같은 4 개의 응답패킷을 수신한 각 장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진다.

9) 과정 9 : '응답패킷1'을 수신한 통신제어장치 EQ-X는 ARP 테이블에 IP어드레스 NET-1에 대해서 MAC 어드레스

를 MAC-1로 신규 생성한다. 왜냐하면 응답패킷1이 송신측을 MAC-1로 하여 송신하였기 때문이다.

10) 과정 10 : '응답패킷2'를 수신한 통신제어장치 EQ-X는 ARP 테이블에 NET-2에 대해서 MAC-2를 신규 생성한

다.

11) 과정 11 : '응답패킷3'을 수신한 장비 EQ-1은 ARP 테이블에 NET-3에 대해서 MAC-3을 신규 생성한다.

12) 과정 12 : '응답패킷4'를 수신한 장비 EQ-2는 ARP 테이블에 IP어드레스 NET-3에 대해서 MAC 어드레스 MAC

-3을 신규 생성한다.

이러한 처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과정 장비 수신한 응답패킷 ARP 테이블에 대한 처리 내용

과정9 EQ-X 응답패킷1 NET-1에 대해서 MAC-1을 신규 생성

과정10 EQ-X 응답패킷2 NET-2에 대해서 MAC-2를 신규 생성

과정11 EQ-1 응답패킷3 NET-3에 대해서 MAC-3을 신규 생성

과정12 EQ-2 응답패킷4 NET-3에 대해서 MAC-3을 신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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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이 끝난 후의 각 장비에 유지되고 있는 ARP 테이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이 있게 된

다.

장비 EQ-1이 유지하고 있는 엔트리는 NET-2(BLOCK)와 NET-3(MAC-3)이고(테이블1)(과정5, 과정11),

장비 EQ-2가 유지하고 있는 엔트리는 NET-1(BLOCK)과 NET-3(MAC-3)이고(테이블2)(과정6, 과정12),

장비 EQ-3이 유지하고 있는 엔트리는 NET-1(MAC-1)과 NET-2(MAC-2)이고(테이블3)(과정7, 과정8),

장비 EQ-X가 유지하고 있는 엔트리는 NET-1(MAC-1)과 NET-2(MAC-2)이다(테이블4)(과정9, 과정10).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장비 ARP테이블 엔트리 1 엔트리 2 관여 과정

EQ-1 테이블 1 NET-2(BLOCK) NET-3(MAC-3) 과정5, 과정11

EQ-2 테이블 2 NET-1(BLOCK) NET-3(MAC-3) 과정6, 과정12

EQ-3 테이블 3 NET-1(MAC-1) NET-2(MAC-2) 과정7, 과정8

EQ-x 테이블 4 NET-1(MAC-1) NET-2(MAC-2) 과정9, 과정10

장비 EQ-1과 EQ-3의 ARP 테이블인 테이블1과 테이블3의 경우 동일한 장비 EQ-2의 어드레스인 NET-2에 대해 M

AC어드레스인 BLOCK과 MAC-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EQ-1과 EQ-3이 장비 EQ-2에게 패킷을 보내려할 때

송신 패킷의 목적지가 다르게 된다. 그리고 장비 EQ-2와 EQ-3의 ARP 테이블인 테이블2와 테이블3을 보면, 동일한 

장비 EQ-1에 대해 서로 다른 MAC 어드레스인 BLOCK과 MAC-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EQ-2와 EQ-3이 장

비 EQ-1에게 패킷을 보내려할 때 보내지는 패킷은 목적지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장비 EQ-1과 EQ-3 간의 통신과 

장비 EQ-2와 장비 EQ-3 간의 통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비 EQ-1과 장비 EQ-2 간의 통신은 통신제

어장치 EQ-X에 설정되어 있는 통신제어룰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 메커니즘에 입각할 때, ARP 테이블의 어드레스를 적절히 조작하면 망내 장비

들 간의 통신을 원하는 형태로 통제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본 발명이 채용하는 방법은 

통신제어장치 EQ-X가 망내 장비들(EQ-1, EQ-2, EQ-3, ...) 중 통신의 차단 또는 패킷포워딩 등과 같은 통신통제의 

대상 장비에 대해 통신 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어드레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ARP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것이다. 통신제어룰이 장비 EQ-1과 장비 EQ-2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를 가정하자. 통신제어장치

EQ-X는 그 통신제어룰에 따라서 장비 EQ-1과 장비 EQ-2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어장치 EQ-X가 이

들 두 장비에 ARP 어드레스를 조작한다. 즉, 통신제어장치 EQ-X는 장비 EQ-1에게는 장비 EQ-2의 ARP 어드레스

를 N2-MX로 조작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장비 EQ-2에게는 장비 EQ-1의 ARP 어드레스를 N1-MX로 조작하여 제공

한다. 이렇게 조작된 AR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수신한 두 장비 EQ-1과 EQ-2는 자신의 ARP 테이블에 그 조작

된 어드레스를 반영하고, 이후의 통신은 갱신된 ARP 테이블 엔트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6

과 같다.

[표 6]

ARP 테이블 EQ-1(N1-M1) EQ-2(N2-M2) EQ-3(N3-M3)

정상 상태 N2-M2, N3-M3 N1-M1, N3-M3 N1-M1, N2-M2

조작된 상태 N2-MX, N3-M3 N1-MX, N3-M3

이에 의해, 제1장비와 제2장비 각각은 통신제어장치 EQ-X가 마치 통신상대방인 제2장비와 제1장비인양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두 장비 EQ-1과 EQ-2가 송신하는 패킷은 MAC 어드레스가 MX인 통신제어장치 EQ-X로 전달된다. 즉

, 망내 어떤 장비와 통신을 하고자 하는 특정 장비가 송신한 패킷은 관련 장비들의 ARP 테이블을 조작함으로써 항상 

통신제어장치 EQ-X(또는 제3의 어드레스)에게 전해지도록 할 수 있다. 통신제어장치 EQ-X는 두 장비로부터 수신한

그 패킷을 무시해버리면 두 장비 간의 통신은 차단되고, 이에 의해 통신제어장치가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그들 장

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에 신규로 연결된 장비의 IP 어드레스가 기존 망내 장비와 IP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 통신제어장치는 이러한 IP 어드레스의 충돌도 자동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MAC 어드레스가 MAC-9인 신규 

장비 EQ-9가 IP 어드레스를 NET-1로 정하여 통신을 위한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를 통신제어장치 EQ-X가 

검출하게 된다. 그런 다음 신규 장비 EQ-9의 어드레스를 올바른 'IP어드레스-MAC 어드레스'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통신통제룰 DB에 조회하여 과연 신규 장비의 IP어드레스가 올바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결과 신규 장비의 IP어

드레스가 기존의 IP어드레스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면, 올바른 I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기존 장비들에

전달하여 IP어드레스의 충돌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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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통신제어장치 EQ-X는 더 이상 통신통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통제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통신통제상태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제

를 위해 통신제어장치 EQ-X는 정상적인 어드레스정보를 내포하는 ARP패킷을 만들어 해당 장비에게 송신한다. 특히

, ARP 요청패킷을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로드캐스트 패킷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

들 각각에게 유니캐스트 패킷으로 송신하여, 그 유니캐스트 패킷을 수신한 장비의 ARP 테이블에 원하는 엔트리(네트

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제어룰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통신제어장치 EQ-X가 망내 두 장비 EQ-1과 EQ-2 간의 통신

을 통제하는 룰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 방법은 도 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비 EQ-1과 장비 EQ-2가 서로 상대방에게 보내고자 하는 모든 패

킷을 통신제어장치 EQ-X가 항상 받도록 설정하여 통신제어장치 EQ-X가 이들 두 장비 간의 통신권능을 조회하여 통

신을 허용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비 EQ-1이 장비 EQ-2에게 패킷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장

치 EQ-X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송되도록 하되, 장비 EQ-2에서 장비 EQ-1로 전송되는 패킷은 반드시 통신제어장치

EQ-X에 먼저 전달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도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 두 번째 방법과는 반대로, 장비 EQ-1에서 장비 EQ-2로 송신되는 패

킷은 반드시 통신제어장치 EQ-X에 먼저 전달되도록 하고 장비 EQ-2에서 장비 EQ-1로 송신되는 패킷을 직접 전달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은 소프

트웨어와 이를 내장한 컴퓨터(즉, 통신제어장치 EQ-X)가 된다. 본 발명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

분 즉, 서버 프로그램, 에이전트 프로그램,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 세 프로그램은 같은 장치, 

즉 통신제어장치 EQ-X에 전부 위치할 수도 있고 다른 장치에 위치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서버 프로그램

을 통하여 설정된 통신 제어룰 및 수집한 어드레스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장비 간의 통신제어를 실제로 담당하는 프로

그램으로서, 다수 개로 구성될 수 있다. 서버 프로그램은 여러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하고 사용자로부터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합 관리

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관리자 컴

퓨터에 설치되는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웹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용 프로그램이다.

특히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제어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여러 개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보유하여 여러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고, 또한 802.1Q의 VLAN을 이용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하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여러 네트워크를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진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성하

는 모듈의 종류와 각각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7]

모듈 종류 주요 기능

관리를 위한 통신모듈 서버를 통한 통신제어룰의 관리를 위한 수신, 수집된 자료와 이벤트의 송신

차단/해제 관리 모듈 수신된 패킷 또는 관리자의 명령에 의해 통신 차단/해제를 실행

차단모듈 ARP 패킷을 이용하여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송신

해제모듈 ARP 패킷을 이용하여 통신차단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ARP 패킷을 송신함

어드레스 및 차단룰 DB 관리모

듈
여러 가지 어드레스 및 차단룰 DB들을 관리함

패킷 차단 모듈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통신차단 패킷을 송신 함

패킷포워딩 모듈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ARP에 의해 차단된 것 중 포워딩이 필요한 패킷을 포워딩 

함

패킷 검출 모듈
네트워크인터페이스로부터의 패킷 수신하여 네트워크 카드로부터 ARP 패킷을 검

출함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모든 DB를 메모리에 HASH 및 데이터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여 관리한

다. 관리하는 DB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들 DB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어드레스 및 차단룰 DB 관리모듈이다.

[표 8]

DB 명 관리 내용

프로토콜어드레스DB (DB-1)
프로토콜어드레스, 차단여부, 차단기간, 고정여부(프로토콜어드레스를 데이

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데이터링크-MAC어드레스 DB (DB

-2)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차단여부, 차단기간, 고정여부(데이터링크 레이

어 어드레스를 프로토콜어드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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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

스DB(DB-3)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고정여부, 최근 활동 시간

프로토콜어드레스그룹 DB (DB-4) 프로토콜어드레스 그룹, 그룹 내 장비끼리 통신여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 DB

(DB-5)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그룹 내 장비끼리 통신여부

ITEM단위 룰DB (DB-6)
단위의 프로토콜(데이터링크)어드레스에 대하여 프로토콜(데이터링크)어드레

스 및 프로토콜(데이터링크)그룹과의 차단/포워딩 룰 설정 관리

그룹 간의 룰DB (DB-7)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과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

드레스그룹사이의 차단/포워딩룰 설정 관리

관리대상설정DB (DB-8) 관리할 프로토콜 어드레스 범위 설정

다음으로, 도 2는 LAN(40)에 연결된 망내 장비들에 대한 통신을 제어하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다.

LAN(40)에 연결된 망내 장비들(EQ-1, EQ-2, ..., EQ-10) 간의 통신을 제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차

는 LAN(40)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것이다(S10 단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는 IP어드레스이고,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는 MAC 어

드레스이다. 도 5는 어드레스 수집단계(S10)의 실행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다. 어드레스의 수집은 크게 두 가

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새로운 장비가 LAN(40)에 추가되어 망내 다른 장비와 통신하고자 할 때, ARP 패킷

을 브로드캐스팅 하여 다른 장비의 응답을 요청하는데, 통신제어장치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ARP 패킷을 접수하여 

그 새로운 장비의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LAN(40) 내부의 어떤 장비가 망내 다른 장비와 통신

을 하기 위해 ARP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할 때(S100), 통신제어장치 EQ-X가 그 ARP 패킷을 수신하여 그 속의 네트

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S102)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관리대상 장비의 어드레스를 직접 입력하면 그 입력 어드레스로부터 수집하는 방식이다. 즉, 네트워크 관리자가 통신

제어를 위한 관리대상을 관리대상 DB에 설정하면(S106), 그 설정 내용은 관리대상 DB에 저장되고(S108), 나아가 통

신제어장치는 관리대상 DB에 설정되어 있는 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송신하고(S1

10), 이에 응답하여 관리대상 장비가 ARP 패킷을 송신하면(S112), 통신제어장치는 그 ARP 패킷을 수신하여 그 속에

내포된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S102)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에 의해서건

, 수집된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DB에 저장, 관리된다.

다음으로 수집된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및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에 대해서 통신제어룰을 설정한다(S20). 그리고 통신제어룰이 설정되면, 통신제어장치(EQ-X)는 그 설정된 통신제어

룰에 따라서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 해제 또는 패킷포워딩 등과 같은 처리를 한다(S30). 통신차단에 관한 룰 

설정과 그에 따른 차단처리 절차를 도시한 도 6을 참조하여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통신을 제어해야 할 망내 장비들에 대하여 통신제어룰을 설정한다. 통신제어룰의 설정

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수행된다. 첫째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이더넷 아이피 어

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MAC 어드레스)에 관한 수집된 자료 및 수작업으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을 생성한다. 다만,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과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은 공통성이 있는 어드레스 자원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

한 경우에 이용하면 되므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다. 둘째로, 각각의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

스,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에 대해 원천적으

로 통신을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통신 차단은 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관한 설정을 한다. 즉, 통신의 원천적인 

허용/차단 여부 설정한다. 셋째로, 전체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각각에 대해서 각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다

른 네트워크 레 이어 어드레스,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

드레스 그룹 간의 통신을 허용할 것인지 혹은 차단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한다. 넷째로, 전체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

레스 각각에 대해서 각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다른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간의 통신 허용할 것인지 혹은 차단할 것인지 여

부를 설정한다. 다섯째, 전체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에 대해서 각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다른 네

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간의 통신 차단 여부 설정한다. 여섯째, 전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에 대해서 각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다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간의 통신 차단 여부 설정한다.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통신차단룰을 설정하는 

경우에 패킷경로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통신제어룰의 설정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통신제어장치 EQ-X를 이용하여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며, 입력된

통신제어룰은 통신제어룰 DB에 저장 관리되며, 동시에 관리를 위한 용도로 통신제어룰을 설정한 시간 등을 어드레스

DB에 기록해둔다(S123, S124, S125).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상기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

호간의 통신이다. 나아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그룹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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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

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의 통신도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이 된다. 통신제어의 내용은 통신의 차단, 패킷포워딩, 차단의 해제, 허

용 등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망내 장비들의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각

각 NET-i (단, i=0, 1, 2, ..)와 MAC-j (단, j=0, 1, 2, ...)라 하자. 망내 장비들의 관리 등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네

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

다. 이처럼 어드레스에 대하여 그룹개념을 도입하여 관리하는 경우,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데이터링크 레

이어 어드레스 그룹을 각각 NETG-m (단, m=0, 1, 2,...)과 MACG-n (단, n=0, 1, 2,...)라 하자. 어드레스 그룹은 관

리의 필요나 편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장비의 어드레스가 여러 그룹에 속할 수도 있고 어느 그

룹에도 전혀 속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NET-1인 장비에 대하여 통신제어

룰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리고 이들 어드

레스들의 각 그룹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통신제어룰을 설정할 수 있다.

[표 9]

관리대상 어드레스 통신 상대측 어드레스 통신제어룰

NET-1 NET-2 차단

NET-1 NET-3 허용

NET-1 NET-4 허용

NET-1 NET-5 포워딩

... ..... ...

NET-1 NETG-1 차단

NET-1 NETG-2 허용

... .... ...

NET-1 MAC-1 허용

NET-1 MAC-2 차단

NET-1 MAC-3 포워딩

... .... ...

NET-1 MACG-1 차단

NET-1 MACG-2 허용

... .... ...

이상의 과정을 통해 망내 장비들에 대한 어드레스의 수집과 그 수집된 어드레스에 대한 통신통제룰이 설정되면, 설정

된 통신제어룰에 기초하여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네트워크 내의

특정 장비 EQ-i가 망내 다른 장비 EQ-j와 통신을 하기 위해 ARP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송신을 하면(S120),

통신제어장치 EQ-X도 그 ARP 패킷을 수신하게 되며, 그 ARP 패킷 속에 내포된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한다. 통신제어장치 EQ-X는 검출된 어드레스들을 통신제어룰 DB에 미리 등록되어 있

는 정보와 비교를 하여 검출된 어드레스가 통신차단의 대상인지를 판별한다. 통신차단의 대상인 경우, 통신제어장치

는 통신차단을 위한 조작된 ARP 패킷을 망내 모든 장비들에게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송신한다. 조작된 ARP 패킷에는

통신의 주체가 되는 장비 EQ-i와 EQ-j의 MAC 어드레스가 아닌, 통신제어장치 EQ-X 또는 제3의 장비의 MAC 어드

레스가 설정되어 있다. 그 결과 장비 EQ-i와 장비 EQ-j 간에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은 통신제어장치 EQ-X (또는 제3

의 장비)에 먼저 전달된 후 통신 상대방으로 전달되지 않고 무시되도록 처리함으로써 위 두 장비들 간의 통신이 차단

된다.

통신차단의 대상이었던 어드레스가 어떤 사정에 의해 앞으로는 자유로운 통신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는 통신차단으로 설정된 룰이 해제되도록 재설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해 통신차단이 해제되는

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처리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관리자는 통신제어장치(EQ-X)를 이용하여 통신

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룰을 설정한다. 설정된 해제룰 역시 통신제어룰 DB에 기록되고, 그러한 해제룰의 설정시간 등

이 어드레스 DB에 관리목적으로 기록된다(S144, S142, S146). 한편, 네트워크 내의 특정 장비 EQ-i가 다른 장비 E

Q-j와 통신하기 위해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예컨대 IP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송신하면(S130), 통신제어장

치 EQ-X는 그 패킷을 수신하여 그 속에 내포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을 검출한다(S132). 참고로 어드레스 통신차단

의 해제는 항상 레이어 3(L3) 패킷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통신차단의 대상인 경우에만 통신차단의 해제

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출된 패킷에 포함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MAC인지를 판단한다(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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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차단MAC 이란 통신제어장치 EQ-X가 통신차단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MAC 어드레스이다. 차단 MAC

이 아닌 경우라면, 차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어서 해제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그냥 무시하면 된다(S136). 그러나 

차단 MAC인 경우에는 현재 통신차단이 된 상태이므로, 통신제어장치 EQ-X는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통신

제어룰 DB에 조회하여 등록된 통신제어룰과 비교한다(S138). 비교결과 여전히 통신차단의 대 상으로 확인되면 그 상

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며, 네트워크의 관리목적으로 검출시간을 어드레스 DB에 업데이트 해둔다(S142). 하지만 위

비교결과, 설정된 통신제어룰이 통신차단의 해제 대상이면 통신제어장치는 해제를 위한 ARP 패킷을 망내 모든 장비

들에게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송신하여 통신차단상태가 해제되도록 한다(S140). 통신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송신되는 

ARP 패킷에는 정상적인 MAC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신한 망내 장비들은 이후 그 MAC 어드레스를 

가진 장비에 대해서는 통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통신차단상태는 해제된다.

도 8은 통신제어룰 DB에 설정된 룰에 따라 망내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가 처리되는 절차를 도시한다. 네트워크 내의 

어떤 장비 EQ-i가 망내 다른 장비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송신하면(S

150), 통신제어장치는 그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을 검출하여(S152), 그 패킷에 내포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MAC인지를 판단한다(S154). 차단 MAC이 아니면 통신을 차단할 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하면 된다(S156). 그러

면 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가진 장비와 통신을 요청한 장비 EQ-i 간에는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질 것이

다. 하지만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MAC인 경우에는 통신을 통제해야 할 대상이므로, 통신제어장치는 

데이터링크 통신제어룰 DB에 등록된 통신제어룰과 비교하여(S158, S160) 어떤 통제를 가할 지를 판별한다. 통신차

단의 대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조작된 ARP 패킷의 송신에 의해 통신이 차단될 수 있도록 처리

한다(S162). 만약 통신이 허용되는 것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원래의 목적지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을 포워딩한다(S

164).

도 9는 패킷의 검출과 그에 따른 어드레스 수집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

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수집 루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도 19에 도시된 것처럼, 하나는 통신제어장치 

EQ-X가 관리대상 DB에 있는 어드레스를 참조하여 ARP 요청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발송하여(S170, S172)

, 발송된 ARP 요청패킷에 내포된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가진 망내 장비가 ARP 응답패킷으로 응답하면 통신제어장치

가 그 응답패킷으로부터 어드레스를 수집하는 것이다(S174, S178). 다른 하나는, 이러한 요청절차 없이, 망내 장비들

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ARP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전송하는데, 그렇게 발생된 ARP 패킷을 

통신제어장치가 검출함으로써 그 검출된 ARP 패킷으로부터 어드레스를 검출한다(S176, S178). 검출된 어드레스는 

그대로 어드레스관련 DB에 저장 관리하며, 이때 관리목적상 검출시간도 함께 저장한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차단/해제 관리모듈은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한다. 검출된 패킷에 따른 통신 제어 처리,

ARP 요청(Request)패킷 검출에 따른 처리, ARP 응답(Reply)패킷 검출에 따른 처리, 프로토콜 레이어 검출에 따른 

처리, 프로토콜 어드레스 및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의한 관리룰 검색, 프로토콜어드레스에 의한 관리룰 검색

등이다.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0은 검출된 패킷에 따른 통신제어처리 절차를 도시한다. 검출된 패킷이 IP 패킷인지 아니면 ARP 패킷인지에 따

라서 후속 처리 내용이 다르게 결정된다. 통신제어장치 EQ-X가 어떤 루트에 의해서건 네트워크로부터 패킷을 검출

하게 되면(S180), 검출된 패킷이 IP 패킷인지 혹은 ARP 패킷인지를 조사한다(S182). ARP 패킷이면 ARP 요청패킷 

검출에 따른 루틴과 ARP 응답패킷 검출에 따른 루틴을 실행한다(S184). IP 패킷인 경우에는 다시, 그 패킷의 이더넷 

목적지 어드레스가 차단어드레스인지를 체크한다(S186). 차단어드레스는 통신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된 어드레스이므

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통신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제어장치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무

시하기만 하면 된다(S188). 차단어드레스인 경우는 통신제어장치가 통신차단을 위한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처리하는 루틴을 실행함으로써, 해제모듈과 패킷포워딩모듈 중 어느 하나가 실행되도록 

한다(S189).

도 11은 도 10의 S184 단계의 'ARP 요청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루틴'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ARP 요청패킷

은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다. 망내 특정 장비가 다른 장비와 통신을 하기 위해 ARP 요청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면, 통신제어장치 EQ-X가 그 ARP 요청패킷을 검출하게 된다(S190). 검출된 ARP 요청패킷에 내포된

어드레스를 추출하여 프로토콜어드레스DB (DB-1), 데이터링크-MAC어드레스 DB (DB-2),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 (DB-3)와 같은 어드레스 DB에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정 하는 등의 반영을 한다(S192). 그런 다

음, 먼저 검출된 어드레스 중에서 수신측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통신차단을 위한 처리를 한다(S194, S196, S198). 이

를 위해 먼저 통신제어장치는 수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그에 관한 관리룰이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S194), 수신

측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인 경우 즉, 차단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로토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DB-3)를

이용하여 수신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차단패킷을 송신하는 처리를 수행한다(S198). 통신제어장

치는 예컨대 수신 프로토콜 어드레스가 NET-1과 NET-3이면, 같은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갖는 장비 EQ-1과 EQ-3

에 대하여 차단패킷을 송신한다. 예컨대 NET-3이 차단대상인 경우를 가정하면, 장비 EQ-1이 장비 EQ-3과 통신을 

원할 때 장비 EQ-1이 브로드캐스팅 한 ARP 요청 패킷을 통신제어장치가 수신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신제어장치는 

EQ-1과 EQ-3에게 ARP 패킷을 보낸다. 전송하는 ARP 패킷에 의하면, EQ-1에 대해서는 EQ-3이 통신제어장치인 

것처럼 거짓 어드레스정보가 제공되고, EQ-3에 대해서는 EQ-1이 통신제어장치인 것처럼 거짓 어드레스정보가 제공

된다. 이에 의해 장비 EQ-1과 EQ-3이 보낸 패킷은 통신제어장치 EQ-X에게 전달되어 무시되므로 양 장비 간의 통

신은 차단된다. 수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한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송신측 어드레스에 대하여도 통신차단을 위한 처리

를 한다(S200, S202, S204). 수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한 차단패킷의 송신과 거의 유사하나, 한 가지 차이점은 차단패

킷의 송신 대상이 송신측 프로토콜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D

B-3)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송신측이 브로드캐스팅 한 ARP 요청패킷은 망내 모든 장비에 대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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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 12는 도 10의 S184 단계의 'ARP 응답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루틴'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통신제어장치

가 보낸 ARP 요청패킷에 응하여 망내 장비가 ARP 응답패킷을 보내오면 통신제어장치는 이를 검출하여(S210), 그 속

에 내포된 어드레스를 추출하여 프로토콜어드레스DB (DB-1), 데이터링크-MAC어드레스 DB (DB- 2), 프로토콜-데

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 (DB-3)와 같은 어드레스 DB에 반영한다(S212). ARP 응답패킷은 일반적으로 유니캐

스트 방식으로 전송된다. 따라서 검출된 응답패킷이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전송된 패킷인 경우는 정상적인 것이므로 

그 응답패킷에 대하여 통신제어장치가 예정한 후속 처리를 적절히 수행하면 된다(S214, S216). 하지만 그 응답패킷

이 브로드캐스트 방식의 패킷인 경우는 망내 다른 장비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야 될 것이 비정상적으로 전달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 즉, 검출된 응답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송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관리룰을 검색하고(S218), 검색결과 그 송신측 어드레스에 대하여 차단룰이 존재하면 송신측 프로토콜과 동일한 네

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DB(DB-3)에 대하여 차단패킷을 송신하는 처리를 수행

한다(S220, S222). 응답패킷이 브로드캐스트 되었기 때문에 망내 모든 장비가 그 패킷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

한 통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 통신차단의 대상들끼리는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 13은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의 검출에 따른 처리 절차를 도시한다. 이는 도 10의 S189단계에 대응된다. 통신제어

장치가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검출하게 되면(S230), 그 패킷에 포함된 이더넷 목적지 어드레스가 차단어드레스인

지를 체크한다(S232). 이러한 체크 결과에 따라 통신제어장치가 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처리 내용은 통신차단의 

해제, 패킷포워딩, 그리고 그 패킷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더넷 목적지가 차단어드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신

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냥 무시하면 된다(S234). 이더넷 목적지 어드레스가 차단어드레스인 경우는 통신제어장치

가 조작된 MAC 어드레스 즉, 송신측 MAC 어드레스를 통신제어장치로 설정해둔 패킷을 해당 장비에게 미리 제공하

여 그 장비에 대해 통신을 차단해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송신측 어드레스(프로토콜 및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

스)와 수신측 어드레스(프로토콜 및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하고(S236), 송신측 어드레스와 수신측 어

드레스에 따라 통신의 허용, 차단 또는 패킷포워딩과 같은 처리를 한다. 먼저 통신제어장치는 송신측어드레스에 의한

관리룰을 검색하여(S238), 모두 차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제어장치는 해당 패킷을 무시 해버리면 된다(S2

40). 그러면 그 패킷은 통신제어장치를 벗어나지 못하여 통신이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송신측 어드레스에 의한 관리

룰이 일부 차단인 경우에는 수신측 어드레스와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고(S242), 차단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무시 해버리고(S240), 통신이 허용되면 수신측 어드레스에 의한 관리룰을 검색한다(S244). 마찬가지로 검색결과 모

두 차단이면 그 패킷을 무시해버리면 되고(S246), 검색결과 일부차단인 경우에는 송신측 어드레스와의 통신허용 여

부를 체크한다(S248). 통신이 차단된 경우에는 당해 패킷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통신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의 포워딩 루틴을 실행한다(S250). 그런 다음 통신차단이 잘못된 경우 통신차단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패

킷을 송신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절차를 수행한다(S253). 이러한 해제처리에 의해 프로토콜 레이

어 패킷은 더 이상 통신제어장치로 전송되지 않고 정상적인 목적지로 송신된다.

도 14는 도 13의 패킷포워딩 단계(S250)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패킷포워딩 절차에 있어서, 통신제

어장치가 수신측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어드레스인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검출하면(S254), 송신측 

어드레스와 수신측 어드레스에 의한 차단 여부를 검색한다(S255). 검색결과 통신차단을 해야 할 어드레스로 설정되

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통신이 차단된 상태는 잘못된 것이므로 그 통신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S

256). 반면에 통신차단으로 설정된 경우, 그 패킷을 차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워딩 해야 할 것인지를 더 체크한다

(S257). 검색된 어드레스에 대하여 패킷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정상적인 데이

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하여 그 패킷을 포워딩 한다(S259). 포워딩 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패킷은 정상적으

로 차단시켜야 할 것이므로 그 패킷을 다른 어떤 장비에도 전달하지 않고 무시해버린다(S258).

다음으로 도 15를 참조하여 ARP 응답패킷과 ARP 요청패킷의 검출에 따른 어드레스 DB의 관리단계(예컨대 도 11의

S192 단계와 도 12의 S212 단계)의 절차를 도시한다. 어드레스 DB를 관리하는 이유는 망내 장비들에 대한 관리, 특

히 통신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제어의 대상인 망내 장비들에 대한 리스트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전원이 

켜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비들의 리스트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제어장치가 망내 어떤 장비가 보낸

ARP 요청패킷이나 응답패킷을 검출하게 되면(S260), 검출된 패킷 내의 자료 중에 내포된 송신자 프로토콜 어드레스

가 프로토콜어드레스 DB (DB-1)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S262).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드레스는 새로운

것이므로 그 송신자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생성하고(S264), 존재한다면 다음 단계로서 패킷 내의 자료 중의 송신자 데

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 (DB-2) 내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S266).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송신자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생성하고(S268), 존재한다면 한 쌍의 송신자 프로토콜 

어드레스-송신자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조합이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DB-3)에 존재하는

지를 검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조합을 생성하고(S272), 존재한다면 어

드레스를 새로 생성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네트워크 상의 장비를 원활히 관리할 목적으로, 통신제어장치는 그 장비

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시간을 어드레스관리 DB에 기록하여 그 장비의 최근의 활동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프로토콜 어드레스 또는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신제어룰

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들 두 어드레스의 조합에 대하여도 통신제어룰을 설정할 수가 있다. 도 16은 프로토콜 어드레

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의 조합에 대해 설정된 통신제어룰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도시하며, 도 17과 1

8은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의한 통신제어룰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 16의 흐름도에 있어서, 먼저 통신제어장치가 패킷 내의 송신측 자료 또는 관리자자 수동으로 입력한 자료로부터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한다(S280). 이렇게 어드레스 검출이 이루어진 다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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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어드레 스 DB(DB-1)와 데이터링크-MAC 어드레스 DB(DB-2)에 조회하여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 자체가 차단대상인지 여부의 조회(S282), 데이터링크-MAC 어드레스 DB(DB-2)와 프로토

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DB (DB-3)에 조회하여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다른 어드레스의 세트 그리고 

검출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다른 어드레스의 세트가 통신차단인지 여부의 조회(S286), 프로토콜어드레스

그룹 DB (DB-4),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 DB (DB-5), ITEM단위 룰DB (DB-6)에 조회하여 검출된 프로토

콜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각각에 대하여 관계룰에 의한 통신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회(

S290), 프로토콜어드레스그룹 DB (DB-4),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 DB (DB-5), 그룹 간의 룰DB (DB-7)에

조회하여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포함한 그룹과 검출된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포함한 그룹에 대하여 

그룹룰에 의한 통신차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회(S294), 그리고 검출된 패킷에 대하여 패킷 포워딩 룰이 존재

하는지 여부의 조회(S298)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회 결과, 차단대상으로 확인되면 통신차단을 위한 처리를 한다. 

이때, S282 단계와 S286 단계의 경우는 해당 어드레스에 대한 전면적인 통신차단 조치를 취하면 되고(S284, S288),

단계 S290과 단계 S294의 경우에는 관계 전체 또는 그룹 전체에 대한 통신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또는 그

룹 중 해당되는 어드레스에 대해서만 통신차단을 한다(S292, S296). 검출된 패킷에 대하여 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

우 그 패킷을 포워딩 처리를 하고(S300),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시한다(S302).

도 17에 도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의한 통신제어룰의 처리를 설명하면, 통신제어장치가 수신한 패킷 내의 수신측 

프로토콜 어드레스 또는 관리자자 수동으로 입력한 자료로부터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검출하여(S310) 프로토콜어드

레스 DB(DB-1)에 그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한다(S312). 차단대상이면 그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대한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S314),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관련된 관계룰

에 의한 차단여부를 프로토콜어드레스그룹 DB (DB-4),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 DB (DB-5), ITEM단위 룰

DB (DB-6)에 조회한다(S316). 조회결과 관계룰이 차단대상이면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통신을 차단한다(S318). 나아가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가 포함된 그룹에 대해서 그룹에 의한 차단여

부를 프로토콜어드레스그룹 DB (DB-4),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그룹 DB (DB-5), 그룹 간의 룰DB (DB-7)에 

조회한다(S320). 조회결과 그룹룰이 차단대상이면 검출된 프로토콜 어드레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통

신을 차단한다(S322). 또한 검출된 패킷에 대하여 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우 그 패킷을 포워딩 처리를 하고(S326),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시한다(S328).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의한 통신제어룰의 처리에 관해서는 비슷하게 수행되는데, 도 18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관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네트워크의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를 설치한 컴퓨터 시

스템을 네트워크 통신제어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복잡 다양화되어 가는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제한된 인적자원을 통해 방대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제어가 가능하며, 인트라넷(Intranet) 상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보안 통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본 발명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장애 

발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내부/외부 통신 데이터 패킷을 선별적으로 제어 통제함으로써 외부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으며, 방화벽 서버의 리소스의 경감으로 외부 통신속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각 네트워크 별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등,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네트워크 내부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외부 네트워크의 접근을 제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네트워

크 간의 접근을 제한 할 수 있고, 특정 서버의 접근도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방화벽 서버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네트워크 내부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서버의 IP보호와 부정 내부 이용자끼리

정보의 유출이나, 해킹, 크래킹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데이터 패킷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세째로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의 장비나 리소스에 대한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상황

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수집 분석함으로써 장애 발생 전에 경고하거나 장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

고, 나아가 장애 발생 시 원인파악과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네째, IP 충돌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MAC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IP 어드레스도 조작이 가능하므로, 네트워크 

내 장비들 간의 IP 어드레스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올바른 IP어드레스를 해당 장비에게 제공하여 IP어드레스의 충

돌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청

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

킬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등가적인 의미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변화들은 전부 본 발명의 권리범위안에 속

함을 밝혀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정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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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과 동일 레벨에 위치한 통신제어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차단 대상인 장비들에 대하여 데이

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조작된 ARP 패킷을 제공하여 상기 차단대상 장비가 송신한 데이터 패킷이 비정상적인 어

드레스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통신차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차단상태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상기 통신제어장치가

정상적인 어드레스 정보를 내포하는 ARP패킷을 해당 장비에게 송신함으로써 그러한 통신차단상태를 해제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단대상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상기 차단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상기 통신제어장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또는 상기 차단대상 장비의 것이 아닌 제3의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신규로 연결된 장비의 IP 어드레스를 기존 장 비들의 IP 어드레스와 비교하여 충돌이 있

는 경우, 올바른 I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기존 장비에 전달하여 IP어드레스의 충돌을 해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5.
특정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신제어장치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이더넷 아이피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MAC:media access control)를 수집하는 단계;

네트워크 관리자가 수집된 어드레스에 대하여 원하는 통신제어를 하기 위해 설정한 통신제어룰을 DB에 저장하는 단

계;

네트워크 내의 어떤 장비가 망내 다른 장비와 통신을 하기 위해 송신한 어드레스결정프로토콜(ARP) 패킷을 검출하는

단계;

통신제어룰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여 검출된 ARP 패킷이 통신차단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 및

통신차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차단을 위한 ARP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망내 장비들 간의 통

신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수집단계는 상기 네트워크의 어떤 장비가 망내 다른 장비와 통신하기 위해 브로드캐

스팅 한 ARP 패킷을 상기 통신제어장치가 수신하여 그 ARP 패킷에 내포된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방법 및/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입력한 관리대상 장비의 어드레스에 의거하여 상

기 통신제어장치가 ARP 요청패킷을 송신하고 이에 응하여 관리대상 장비가 보내온 ARP 응답패킷으로부터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

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상호간의 통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제어룰의 설정 대상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

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과 데이터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 그룹 상호간의 통신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

어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수신측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인 경우에는 수신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차단패킷

을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 어방법.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송신측 어드레스가 차단대상인 경우에는 송신측 프로토콜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프로

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에 대하여 차단패킷을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1.
제 5항에 있어서, 통신제어장비가 보낸 ARP 요청패킷에 응하여 망내 장비가 ARP 응답패킷을 보내오면 검출된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송신측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관리룰을 검색하고, 검색결과 그 송신측 어드레스에 대하여 차단

룰이 존재하면 송신측 프로토콜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속하는 모든 프로토콜-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DB(DB-3)

에 대하여 차단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2.
제 5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레이어 패킷의 검출에 따라 더 이상 통신차단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차

단상태로 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 그러한 통신차단상태의 해제를 위한 ARP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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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또는 제 12항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 마다 통신제어룰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통신차단/통신차단해제를 위한 ARP

요청 패킷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4.
제 5항에 있어서, 수신측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차단 어드레스로서 패킷포워딩 룰이 존재하는 경우 수신된 

프로토콜 레이어 패킷을 그 패킷의 목적지 어드레스를 정상적인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로 하여 포워딩 하는 단

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5.
제 5항에 있어서, 네트워크에 신규로 연결된 장비의 IP 어드레스를 기존 장비들의 IP 어드레스와 비교하여 충돌이 있

는 경우, 올바른 IP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기존 장비에 전달하여 IP어드레스의 충돌을 해결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방법.

청구항 16.
어떤 네트워크 상의 다른 장비들과 동일레벨에 위치하면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상기 다른 장비들 상호간

의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제어룰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설정된 상기 통신제어룰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관리하면서, 통신차단 대상으로 설정된 장비들에 대하여 데이터링크 레이어 어드레스가 조작된 ARP 패킷을 제

공하여 상기 차단대상 장비가 송신한 데이터 패킷이 비정상적인 어드레스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차단대상 장

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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