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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통 호스트에서 종료되는 두 개의 분리된 TCP 접속을 합병하고 두 개의 엔드 시스템 사이의 단일 접속으
로 “글루잉(gluing)하는”방법으로서, 단일 접속은 TCP 엔드-투-엔드 의미론을 유지한다. 본 기술은 전
송 계층 프록시의 세션 셋업 기능을 유지하지만, 릴레이 동작을 개선하기 위해 커넬 공간으로 데이터 카
피를 어넣는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분할 접속의 한 쪽 엔드에 도달하는 바이트 스트림은 다른 분할 접
속의 순서 번호 공간으로 직접 매핑된다. 이러한 매핑, 또는 TCP 글루잉 프로세스는 TCP 및 IP 헤더 필드
의 서브셋트, 즉 소스 및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포트 번호, 순서 번호 및 체크섬을 갱신하는 것을 수반
한다. TCP/IP 패킷 헤더의 변경은, 패킷이 원래의 분리된 TCP 접속들 사이의 글루잉된 접속을 통해 릴레
이 될 때 진행된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레이블된 상태 카운터를 갖는 전형적인 TCP 접속을 도시하는 데이터 흐름도.

제2도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의한 클라이언트 서지 동기화의 이용을 보여주는, 텔넷 클라이언트, 프
록시 화이어월 및 텔넷 서버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예시하는 상태도.

제3도는 서버 서지 동기화의 사용을 보여주는, 웹 브라우저, 캐싱 프록시 및 웹 서버 사이의 메시지 교환
을 예시하는 상태도.

제4도는 프록시에 의해서 함께 결합된 두 개의 접속을 도시하는 데이터 흐름도.

제5도는 TCP 글루 설정의 과정을 도시하는 상태도.

제6도는 TCP 글루 처리 로직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7도는 TCP 글루 해제 과정을 도시하는 상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 : 텔넷 클라이언트           12 : 화이어월 프록시

13 : 텔넷 서버                 14 : TCP 글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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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패킷 교환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네트워크 화이어월(firewalls)과 
같은 세션 계층 프록시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용 캐싱 프록시의 성능 효율을 개선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통한 공통 네트워크로서, 정부 대행기관, 교육 기관 및 사기업을 포함하여 가입 조직
들  사이에서  자원의  공유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 수트(suite)를 사용하며 공통 어드레스 공간을 공유한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컴퓨터
는 호환성있는 통신 표준을 사용하며, 서로 접속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능을 공유한다. 인터넷 사용자
는 주로 전자 메일(e-mail), 월드 와이드 웹을 억세스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http, 사용자가 원격 호스트
로 로그 인(log in)하도록 하는 프로세스인 텔넷(Telnet). 원격 호스트상의 정보를 로컬 사이트로 전송하
도록 허용하는 프로토콜인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을 통해서 주로 통신한다.

근거리 통신망(LAN)과 같은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접속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다. 더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로컬 호스트에 대한 억세스를 시도하는 침입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통 방
법은  소위  “화이어월”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인터넷에  접속을  위한  안전한  단일  포인트(secure 
single point)이다. 이러한 접속을 위한 안전한 단일 포인트는 어떠한 정보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지만 인입(incoming) 및 송출(outgoing) 접속은 허용하는 화이어월 호스트 형태를 취한다. 전형적인 화이
어월 호스트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LAN의 호스트상에서 하나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호
스트로 전송하고자 할 때 먼저 상기 파일을 화이어월 호스트로 전송하고 이어서 화이어월로 로그인한 뒤 
파일을 외부 호스트로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이 단일 사용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지만, 다수
의 사용자가 이러한 호스트에 억세스하고자 할 때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화이어월에 관한 
일반 정보를 얻고자 하면 William  R.  Cheswick  DHK  Steven  M.  Belloven  저, 화이어월 및 인터넷 보안
(Firewall and Internet Security), Addison-Wesley (1994)를 참조해 볼 수 있다.

SOCKS 라고 하는 전송 계층 프록시 설계는,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억세스를 허용할 때 보안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들어, David Koblas 와 Michelle R. koblas 저 
“SOCKS”, UNIX 보안 심포지움, USENIX Association (199_), 77-83 페이지, Ying-Da Lee 저 “SOCKS : 
protocal  for  TPC  proxy  across  firewalls”,  http://www.socks.nec.com/socks  4.protocal,  M.  Leech. 
M.Genis, Y.Lee, R.Kuris, D. koblas 및 L.Jones 저 “SOCKS Protocol Version 5”, 
ftp://es.internic.net/rfc/rfc 1928.txt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전송계층 프록시 아키텍춰에서, 클라이언
트라고 하는 하나의 엔드 시스템이 상기 프록시에 접속시키므로 세션을 기동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및 프
록시는 인증 또는 프록시 요구와 같은 세션 셋업 정보를 교섭(negotiate)하는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접
속을 사용한다 (예를들면, HTTP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프록시를 페치(fetch)하기 위해 화이어월 
프록시 또는 URL (균일 자원 로케이터)로 접속하기 위한 외국 호스트). 상기 프록시는 상기 요구를 수행
하여, 보통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지시될 때 서버라고 불리는, 상기 화이어월 회부의 또 다른 엔드-시스
템으로 접속을 개방한다. 상기 프록시는 상기 접속상에서 상기 서버와 세션 셋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세션 셋업이 양 접속상에서 완료된 후에, 상기 프록시는 상기 두 접속사이에서 전후 방향으로 데이터 카
피를 시작하지만 호스트들 사이에서 흐르는 정보를 소거,  추가 또는 변경하지 않게 된다(비록 그것이 
HTTP 캐싱 프록시의 경우에, 정보의 카피를 조용히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TCP 프록시(예를들면, SOCKS 서버)를 구성하는 현재 사용되는 기술에는 TCP 접속을 두 개의 반부(half)
(클라이언트-프록시 및 프록시-서버)로 분할하고 이어서 상기 엔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애
플리케이션 계층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공지된 현재의 전송 계층 프록시는 사용자 공간에
서 데이터카피 기능을 수행하는데, 말하자면, 사용자 프로세서는 하나의 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며 
또 다른 것으로 기록하는 타이트 루프(tight loop)를 대기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와 비교해 볼 
때, 상기 프록시는 프로토콜 처리, 데이터카피 및 콘텍스트 스위칭시에 두 배의 CPU 사이클을 소모한다. 
이때 필요로하는 것은 릴레이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데이터 이동 동작을 커넬(kernel) 공간으로 
효과적으로 어넣는 방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러서 본 발명의 방법은 네트워크 화이어월과 같은 세션 계층 프록시 및 캐싱 프록시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소위  TCP  글루잉(gluing)으로  불리는  기술은  전송  계층  프록시(transport  layer 
proxy)의 세션 셋업 기능을 갖지만 상기 데이터 카피를 커넬 공간으로 어넣는 방법을 제공한다. 분할된 
접속의 한쪽 엔드상에 도달하는 바이트 스트림은 다른 분할된 접속의 연속되는 번호 공간으로 직접 매핑
된다. 상기 매핑 기능, 그리고 관련된 일련의 글루잉 동작은, 상기 클라이어트 및 서버가 이러한 동작을 
전혀 모르게 설계된다. 엔드-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데이터도 손실되거나 카피되지 않는다.

상기 글루잉 프로세스는 단지 TCP 및 IP 헤더 필드의 서브셋트를 변경하는 것을 수반한다. 패킷이 결합된 
접속상에서 릴레이됨에 따라 동작중인 TCP/IP 패킷 헤더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동작
인데, 왜냐하면 상기 프록시가 상기 표준 IP 헤더 처리에 더해서 몇 개의 특별한 사이클만을 소모하기 때
문이다. 상태 유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처리는 필요치 않다.

본 발명에 따른 기술은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종래기술의 현재 상태를 개선한다.

1) 효율: 프록시는 계층 3.5 루터와 같이 동작한다. 그것은 전송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 처리 
오버헤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2) 간략한 부기: TCP 글루 프록시는 상기 분할 접속의 각 엔드에 대해 완전한 TCP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확인응답(ACKs)이 엔드-투-엔드(end-to-end) 이므로, 상기 프록시는 어떤 패킷을 버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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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치 않다.

3) 더욱 양호한 엔드-투-엔드 (E2E) 의미론(semantics): TCP 글루는 상기 접속의 두 엔드가 피어(peer)로
서 통신하게 하여, 확인응답, 라운드 트립타임(RTT) 평가, 윈도우 크기, 수신 버퍼 크기 등과 같은 제어 
정보가 엔드-투-엔드로 흐르도록 한다. 다른 장점외에도, 이것은 또한 더 양호한 신뢰성 및 정체 제어를 
제공한다. 

4) 더욱 양호한 대역외 의미론: 현재의 프록시 해결방법은 대역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
한다. 예를들면, SOCKS 만이 대역외(OOB) 데이터를 인-라인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텔넷 및 FTP
와 같은 공통 애플리케이션이 야기될 수 있으며, 상기 프록시 전체를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한다. 엔드 
호스트사이에 TCP 결합된 접속이 실제의 TCP 엔드-투-엔드 의미론을 제공하므로, 상기 엔드 시스템은 그
것들이 선택한 것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OOB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넌-프로시드 접속이 수행한 것과 
동일 의미론을 볼 수 있다.

프록시를 통해 데이터를 차단하고 루팅하기 위해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다른 전송 계층 프록시
와 같이, TCP 글루로 이루어지는 프록시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고, 클라이언트 또
는 프로토콜 스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프록시만이 수정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TCP/IP 프로토콜에 의해서 기술되지만,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당업자라면 
두 개의 이미 설정된 전송 계층 세션을 취하고 패킷 헤더를 적당히 수정하므로 그것들은 단일 엔드-투-엔
드 접속으로 변환하는 개념이, TCP/IP에 외에도 OSI, XNS, Novell, Netbils, IPX 등을 포함하는 모든 패
킷에 기초한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러한 기술의 
특정 예가 TCP/IP 프로토콜 수트에 적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서, TCP 데이터의 각 세그먼트가 엔드 시스템으로부터 결합된 접속의 
한쪽 소켓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즉시 처리되어 상기 결합된 접속의 다른 소켓을 다른 엔드 시스템으
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완전한 해결책은 다음의 네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즉,

1. 상기 엔드 시스템과 상기 프록시 사이에 동기화를 설정한다.

2. 매핑 기능을 선택한다.

3. 패킷 헤더에서 필요한 변화를 실시한다.

4. 완료된 접속을 해제한다.

각각의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TCP에 대한 어느정도의 배경이 필요하다. TCP 글루는 두 개의 보통 TCP 접
속상에서 수행되는 동작이다. 상기 글루 동작이 수행되기 전에, 상기 접속은 별개로 일어난다. 상기 글루 
동작이  완료된  후에,  상기  접속은  함께  이어지고,  상기  프록시는  어떤  접속도  판독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도면, 특히 제1도로 돌아가면, 보통의 TCP 접속이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보통 TCP 접속은 포인트-포인트
(point-to-point) 접속이며 어드레스 및 포트 번호로 명명되는 TCP 소켓에서 종료된다. TCP 접속은 그 엔
드  포인트에서  두  개의  소켓의  이름으로  유일하게  식별된다.  제1도에  도시된  상기  두  개의  소켓은, 

<addr1.port1> 명명되는 와,  <addr2.port2> 로 명명되는 로 표시된다. 각각의 TCP 소켓에서, 보통 
TCP 상태 머신은 다음의 세 개의 카운터를 유지하는데, 이는 TCP가 상기 접속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데이
터를 레이블하도록 사용하여 데이터 손실 또는 카피를 복구할 수 있다. 즉,

[snd_nxt 전송되는 다음 데이터 바이트의 연속되는 번호]

snd_una 제1의 확인 응답되지 않은 데이터 바이트의 연속되는 번호(수신된 최대 ACK의 연속되는 번호와 
동일함)

rcv_nxt 상기 소켓이 수신하기를 예상하는 데이터의 다음 바이트의 연속되는 번호(이제까지 수신된 최대
의 연속되는 번호보다 일이 큰 번호와 동일함)

이러한 카운터는 상기 소켓과 결합된 순서 공간을 정의한다. 경사된 폰트로 상기 순서 공간상에 레이블된 

카운터는 소켓 로 유지된다. 상기 순서 공간의 하부에서 세리프 볼드(serif bold)로 레이블된 카운터

는 일반론을 벗어나지 않은채 소켓 로 유지되며, 이러한 설명에서 각각의 순서 공간이 제로에서 계수되
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TCP 접속은 접속 셋업 타임에서 교섭된 TCP 옵션의 형태의 상태를 갖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서, 상기 TCP 글루는 동일 옵션이 상기 프록시-클라이언트 및 프록시-서버 접속에서 교섭되는 것을 보장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접속이 여러 TCP 옵션으로 교섭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단 상기 두 개
의 접속이 함께 결합될 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엔드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TCP 옵션을 수
용할 수 있거나 다른 엔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옵션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옵션 부정합이 문제를 일으키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새로운 소켓을 접속할 때 현재의 
소켓에서 교섭된 것과 같은 동일 옵션 셋트를 교섭하기 위해 프록시 네트워킹 스택으로 새로운 커넬 호출
을 추가하여 수정될 수 있다.

상기 TCP 글루 메카니즘은 상기 글루의 발생을 각각의 엔드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에 동기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세션 셋업이 상기 애플리케이션 공간에서 발생하며 상기 글루 셋업이 상기 커넬에서 발
생하므로, 동기 메카니즘은 소켓상에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통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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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하다.

상기 프록시가 상기 TCP 글루를 셋업하기 전에 하나의 엔드 시스템이 다른 엔드 시스템에 대해 의도된 데
이터를 전송하면, 그 데이터는 프록시가 판독하는 것이 가능한 프록시 소켓 버퍼에서 종료되지만, 그것들
은 다른 엔드 시스템으로 전달되지 않게된다. 이것은 상기 엔드 시스템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상기 프록
시를 “서징 어헤드(surging ahead)”므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서지(server surge)라고 불리운다. TCP 
글루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화 메카니즘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지를 카피하기 위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서버 서지로 카피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프록시 설계자는 프록싱할 때 관심있는 형태의 
세션을 동기화하기 위해 정확한 동기화 프리미티브(primitives)  조합을 불러들이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수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명시(explicit) OK 메세지를 전송하므로 클라이언트가 동기화된
다고 가정한다. 한편, 서버는 수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 서지에 대한 기술에는 상기 서버를 트릭하
여 상기 글루가 완벽하게 셋업될 때까지 상기 서버에 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클라이언트 서지]

TCP 글루는 상기 프록시 설계자가 고정된 크기의 “OK”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게 하여 상기 OK 
메시지가 수신될 때, 상기 TCP 글루가 셋업된다. 어떤 데이터는 상기 OK 메시지가 프록시가 아니라, 상기 
서버로부터 도출된 후에, 클라이언트의 소켓으로부터 판독된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기 클라이언
트의 설계자는, 접속을 상기 서버에 개방하고, 세션 셋업 데이터를 상기 프록시와 교환하고, 이어서 상기 
OK 메시지가 도달할 때 까지 블로킹하므로써 동기화를 위한 OK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텔넷 클라이언트(11), 프록시 화이어월(12) 및 텔넷서버(13) 사이에서 메시지를 
교환할 때, 상기 텔넷 클라이언트(11)는 상기 접속을 개방하고 상기 서버 어드레스를 화이어월 프록시
(12)로 전송하므로써 상기 접속을 설정한다. 상기 화이어월 프록시(12)로부터의 인증 챌린지
(authentication challenge)에 응답하여, 상기 텔넷 클라이언트(11)는 인증 응답을 제공한다. 상기 TCP 
글루(14)는 상기 화이어월 프록시(12)에 의해 셋업되며, 이것이 발생할 때, 상기 텔넷 클라이언트(11)가 
또다른 통신을 차단한다. 상기 TCP 글루가 셋업될 때, 텔넷 서버(13)로 접속이 개방되고 OK 메시지가 상
기 텔넷 클라이언트(11)로 전달된다. 상기 OK 메시지를 수신할 때, 통신이 차단되지 않으며, 텔넷 클라이
언트(11)로 부터의 데이터 1은 상기 화이어월 프록시(12)를 통해서 텔넷 서버(13)로 전송되며 상기 텔넷 
서버(13)로 부터의 데이터 2는 화이어월 프록시(12)를 통해서 텔넷 클라이언트로 전송된다.

[서버 서지]

TCP 글루는 상기 프록시 설계자가 소켓을 TCP 확인응답(ACKs)으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상기 서버에 의해서 전달된 서지 데이터가 도달하였고 상기 프록시에 의해서 판독된다 할지라도, 상기 서
버는 그것이 도달하였음을 믿지 않고 ACKs가 리-인에이블되거나 상기 TCP 글루가 완성되고 클라이언트가 
상기 데이터를 수신 및 ACK 할 때까지 그것을 재 전송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3도는 HTTP 캐싱프록시에 사
용되는 그러한 동기화 스킴을 도시한다.

제3도에 도시된 메시지 호환은 웹 브라우저(클라이언트)(23), 캐싱 프록시(22), 및 웹 서버(23) 사이에서 
일어난다. 상기 웹 브라우저(21)는 접속을 개방하고 “http:X”로 어드레스된 U끼을 HTTP  캐싱 프록시
(22)로 전달한다. 상기 캐싱 프록시(22)는 상기 ACKS(23)를 턴 오프하며, 웹 브라우저(23)와 접속을 개방
하고, 상기 URL “http:X”를 페치한다. 데이터 1은 상기 캐싱 프록시(22)에 의해서 웹 서버(23)으로부터 
검색되는데 상기 캐싱 프록시는 TCP  글루(24)를  셋업한다.  일단 상기 TCP  글루가 셋업되었으며,  상기 
ACKs는 다시 턴온되며 데이터는 캐싱 프록시(22)로 부터 웹 브라우저(21)로 흐른다.

[TCP 글루를 사용한 웹-프록시 설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OCKS 화이어월 서버는 TCP 글루잉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사용된
다. 상기 SOCKS 예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본 발명의 한가지 응용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TCP 글루잉 
기술은, HTTP 캐싱 프록시를 포함하여, 어떤 전송 계층 프록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될 
수 있다.

HTTP 캐싱 프록시는 그와 유사한 기술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언급할 만한 세가지 주된 차이가 있다. 
즉,

(1) 지적할 만한 중요한 점은 제2도에 도시된 인증 교환이 상기 SOCKS 프로토콜에서 유일하게 요구된 단
계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상기 TCP 글루를 셋업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사실상, HTTP 캐싱 프록시는 상
기 인증 단계를 누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2) TCP 글루는 임의의 량의 데이터가 각각의 접속상에서 교환된 후에도 설정될 수 있다. 상기 SOCKS 예
에서, 상기 TCP 글루는 상기 인증 단계후에 즉시 설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한은 없다.

(3) SOCKS 프록시와는 달리, HTTP 프록시는 결합된 접속상에서 릴레이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카피를 유지
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상기 저장된 데이터 스트림은, 동일한 정보에 대한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또
다른 요구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캐시를 채우기 위해 상기 프록시상에서 수행되는 또다른 애플리
케이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스트림의 카피를 유지하는 것은 요구조건은 아니다. 일
반적으로, HTTP 프록시는 다음의 요소중 하나에 기초해서 (그러나 그것에 제한되지는 않음) 데이터 스트
림의 카피를 유지하거나 버리도록 선택한다.

패킷 인터-어라이벌 타임 - HTTP 캐싱의 목적은 처리량을 개선하고 웹 억세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패킷 인터-어라이벌 타임이 짧으면, 패킷은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서버로부터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록시는 상기 도달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캐싱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정보 요구에 대한 이력 - 접속을 이루기 위한 판단은 그러한 정보 요구에 대한 이력에 의존할 수 있는데 
; 예를들면, HTTP 프록시는, 과거에 그러한 아이템에 대해 어떤 임계치 이상의 억세스가 있음을 발견할 
때 마다 데이터 스트림을 캐시하도록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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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상의 가용 자원 - 중앙 처리 장치(CPU), 디스크 공간 및 메모리는 데이터 스트림을 캐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세가지 주요 자원이다. 그것중 어느것이 공급이 줄어들면, 캐싱 판단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상기 프록시 캐시의 현재 내용 - 캐싱 폴리시는 캐싱 판단을 내리는데 프록시 캐시의 현재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내용의 특성 - HTTP 프록시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캐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HTTP 프록시는 헤더가 어떤 키워드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만을 캐시할 수 있다.

[순서 번호(sequence number) 매핑]

두 접속 (클라이언트-프록시 및 프록시-서버)이 모두 그 자체의 순서 공간(sequence space)을 가지므로, 
세그먼트가  하나의  접속  (말하자면,  상기  프록시-서버  접속)  상에  도달할  때  모든  순서  공간  관련 
정보는, 전송전에 다른 접속 (클라이언트-프록시 접속)의 순서 공간으로 매핑될 수 있거나 그 세그먼트가 
다른 엔드-시스템(클라이언트)에 감지되지 않게된다.

상기 동기화 프리미티브(primitives)를 적당히 사용하게 되면, 손실되는 데이터가 없게되며, 예외적인 OK 
메시지가 클라이언트로 전달될 때, 모든 데이터 흐름은 정지되게 된다. 제4도는 두 개의 접속이 결합될 

때 그 접속들을 도시한다. 상기 두 개의 접속, 소켓 대 소켓 ±A와 소켓 ±B대 소켓 는 프록시에 의
해서 함께 결합된다. 경사진 폰트로 상기 순서 공간상에서 레이블된 카운터는 상기 프록시의 소켓 ±A 및 
±B에 의해서 유지된다. 상기 순서 공간 아래에서 세리프 볼드로 레이블된 카운터는 엔드 시스템의 소켓

들, 즉, 소켓 및 에 의해서 유지된다. 굵은 화살표는, 하나의 접속상에서 수신된 데이터의 다음 바
이트가 어떻게 다른 접속상에서 전달된 데이터의 다음 바이트로 매핑되는지를 도시한다.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순서 공간으로의 매핑은, 소켓 로부터 소켓 ±B에 도달하는 다음 데이터 바이

트가 지정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프록시상의 소켓 ±A로 부터 수신하기를 예상하는 소켓 상의 다음 순서 
번호와 같은 순서 번호로 지정되도록 선택된다.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순서 공간으로의 매핑은 대응하는 
방식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매핑은 두 개의 결합된 소켓 각각에 대해서 두 개의 번호로 기술된다. 상기 
번호는 새로운 기상 순서 공간에 대한 베이스 포인트로 작용하며 글루 초기 수신 순서 번호 (glue_ire) 
및 글루 초기 전달 순서 번호 (glue_iss)로 부른다. 소켓 ±A에 대한 TCP 글루 베이스 포인트는 glue_irs
가 rcv_nxt와 같으며 glue_iss가 snd_nxt와 같을 때 설정된다 (OK 메시지를 위해 순서 공간에 방을 남긴
다). 소켓 ±B에서, glue_ire는 rcv_nxt와 같으며 glue_iss는 snd_nxt와 같다.

상기 접속 설정 및 해제 단계중에, 상기 프록시에서 종단되는 두 개의 TCP 접속의 엔드 포인트는 여러 상
태 전이에 놓인다. 제5도는 전술된 바와같이 상기 글루 설정 과정을 도시하는 상태도이다. 상기 과정에 
관련된 두 개의 TCP 접속이 있으므로, 상기 상태도의 각 박스는 수직 바에 의해서 분리된 각각의 접속 상
태를 도시하는데, 말하자면, 소켓 A의 상태는 상기 바의 좌측으로 도시되며, 소켓 B의 상태는 상기 바의 
우측으로 도시된다.

상기 프록시에서, 소켓 A는 LISTEN 상태(51)로 머무는데, 그것이 클라이언트 또는 로컬 호스트로부터 “
OPEN CONNECTION(접속 개방)”메시지(TCP 용어로 SYN 패킷으로 부름)를 수신할 때까지 머물게 된다. 상기 
프록시는 SYN ＆ ACK 메시지에 응답하고 SYN_TCVD 상태(52)로 이동한다. 상기 SYN ＆ ACK 에 대한 확인응
답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달할 때, 클라이언트와 프록시 사이의 접속은 상태(53)에서 설정된다. 새롭게 
설정된 접속에서, SOCKS 버전 4 또는 5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 및 프록시는 인증 정보를 
교환한다. 클라이언트가 상기 인증 검사에 실패하면, 소켓 A는 LISTEN 상태(51)로 돌아가서, 클라이언트
와  프록시  사이의  접속을  리셋트한다.  상기  인증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상기  접속은 
ESTABLISHED AND AUTII 상태(54)로 이동한다.

상기 프록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SOCKS 접속 또는 SOCKS 바인드 메시지를 수신한다. SOCKS 접속 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는, TCP 접속을 개방하기 위해 상태(55)에서 접속 메시지에서 규정된 어드레스
로 상기 프록시를 유도한다. 유사하게, SOCKS 바인드 메시지를 이용하며,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태(55)에
서 원격 서버로부터 접속의 수용을 시작하기 위한 프록시를 요구한다. 이 두 경우에, 상기 프록시는 새로
운 소켓, B를 개방하고, TCP의 표준 스리-웨이 헨드쉐이크(three-way handshak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프록시오 kdnjsrur 서버 사이의 새로운 접속을 설정한다. 따라서, SOCKS 접속 메시지의 경우에, 상태(5
5)에서 표시된 바와같이, 상기 소켓 A의 상태는 ESTABLISHED 상태로 유지되며, 상기 프록시는 소켓 B에서 
원격 호스트로 SYN 패킷을 전송한다. SOCKS 바인드 메시지의 경우에, 상태(56)에 표시된 바와같이, 소켓 
A는 ESTABLISHED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프록시에서 소켓 B는 LISTEN 상태에 있다. 상기 SYN 패킷이 소켓 
B에서 수신될 때, 상태(57)에 도시된 바와같이, 소켓 B의 상태는 SYN_RCVD로 진행된다.

이 시점까지. 소켓 A 및 B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함께 결합되지 않는다. 양 접속상
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상기 프록시의 소켓 버퍼에서 수신되어 계속해서 상기 프록시상에서 동작중인 애플
리케이션 서버에 의해서 처리된다. 상기 두 개의 소켓은, 상태(56)에서 둘다 ESTABLISHED 상태라고 해도, 
프리글루(preglue) 상태에 있다. 동기 메시지, “OK”의 전송은 상기 프리글루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로 
전이를 표시한다. 상기 결합된 상태(59)에서, 상기 결합된 접속상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상기 프록시의 소
켓 버퍼에서 더 이상 버퍼되지 않는다. 대신에, 상기 데이터는 적당히 헤더를 수정한 후에 다른 엔드로 
직접 릴레이된다.

[패킷 헤더 수정]

각각의 세그먼트가 결합된 소켓에서 수신될 때, 상기 세그먼트의 헤더는 상기 결합된 접속의 다른 엔드의 
소켓으로 세그먼트를 어드레스하기 위해 변경된다. 상기 세그먼트의 TCP 헤더는 변경되어 상기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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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달할 때 상기 엔드 시스템이 그 세그먼트를 감지하게 된다. 즉, 상기 세그먼트는 보통의 TCP 접속의 
연속같이 보이며, 상기 엔드 시스템은 먼저 상기 프록시에서 시작한다. 하나의 세그먼트를 처리하는 것은 
세 개의 단계를 요구하는데, 상기 IP 및 TCP 헤더를 변화시키며 특별히 세니티 체크(sanity check)를 수
행하는 것이다.

[IP 헤더 변경]

소스(source) 및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 어드레스를 송출 접속의 어드레스로 변화시킴.

인입 패킷으로부터 IP 옵션을 제거함.

IP 헤더 체크섬(checksum)을 갱신함.

[TCp 헤더 변경]

송출 접속을 매치시키기 위해 소스 및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를 변화시킴.

인입  순서  공간으로부터  송출  공간으로  순서  번호를  매핑함.  seq_num=(seq-num  -  in6glue_irs)  + 
out6glue_iss

인입  순서  공간으로부터  송출  공간으로  ACK  번호를  매핑함.  ack_num=(ack-num  -  in6glue_iss)  + 
out6glue_irs

TCP 헤더 체크섬을 갱신함.

[세니티 체크 수행]

상기 OK 메시지는 프록시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와 상기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사이의 경계를 표시
한다. 상기 매핑 포인트 전에 클라이언트가 순서 번호에 eogo 수행하는 어떤 레퍼런스도 프록시의 보통
(normal) TCP 상태 머신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OK 메시지의 재
전송 또는 다른 복잡한 기능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간단한 TCP 글루에 대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지라도, 상기 서버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클라이
언트-프록시 순서 공간으로 매핑될 때 상기 OK 메시지에 의해서 소모된 순서 번호에 중첩되는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발생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OK 메시지를 잘못전달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기 프록시는, 상기 매핑 포인트에서 상기 매핑포인트 ±
A6glue_iss와 중첩하는 어떤 세그먼트의 개시를 쵸핑(chop)해야 한다.

OK 메시지에 대한 재전송 요구으로서 국부적으로 포인트를 매핑하기 전에 순서 번호의 클라이언트 ACKS를 
번역함.

매핑 포인트에서 서버 세그먼트를 쵸핑하므로써 서버로부터의 의사(spurious) 재전송으로부터 OK 메시지
를 보호함.

TCP 옵션은 제자리에 남게되며, 따라서 엔드 시스템이 상기 TCP 전송 계층의 완전한 기능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제6도의 흐름도에 의해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패킷은 기능 블록(61)에서 수신되며 IP 
계층에서  처리된다.  결합된  TCP  상태  정보는  기능  블록(62)에  배치된다.  상기  OK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양 소켓 A 및 B는 제5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PRE_GLUE 상태로 표시된다. 따라서, 판단 블록(63)에
서,  상기  수신된  패킷이  결합된  접속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매핑  포인트(제4도의 
A6glue_iss) 전에 클라이언트가 순서 번호에 대해 수행하는 레퍼런스는 기능 블록(64)에서 프록시의 보통 
TCP 상태 머시인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OK 메시지의 재전송 또는 다른 
복잡한 기능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패킷이 결합된 접속에 속하도록 판단 블록(63)에서 판단되었으면, 판단 블록(65)에서 상기 소켓이 
PRE_GLUE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가 수행된다. 그것이 간단한 TCP 글루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기 서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클라이언트-프록시 순서 공간으로 매핑
될 때, OK 메시지에 의해서 소모된 순서 번호에 중첩하는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
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OK 메시지를 잘못전달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
서, 상기 프록시는, 기능 블록(66)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기 매핑 포인트의 매핑 포인트 A6glue_iss에 
중첩하는 어떤 세그먼트의 개시를 쵸핑해야 한다. 세그먼트 #1은 기능 블록(67)으로 인가되는데 여기서 
상기 표준 TCP 처리가 수행되며 상기 패킷은 상기 프록시의 소켓 계층으로 전달된다.

다음의 체크가 수행된다. 즉, 상기 OK 메시지에 대한 재전송 요구으로서 국부적으로 포인트를 매핑하기 
전에 순서 번호의 클라이언트 ACKs를 번역함.

매핑 포인트에서 서버 세그먼트를 쵸핑하므로써 서버로부터의 의사 재전송으로부터 Ok 메시지를 보호함.

그러나, 이러한 체크는, 판단 블록(68)에서 판단되는 바와 같이, 프록시의 소켓 버퍼에 확인 응답되지 않
은 데이터가 있는 동안은 계속 필요하다. A 및 B 소켓 버퍼의 데이터가 확인 응답된 후에, 상기 프록시는 
이러한 체크를 안전하게 생략할 수 있다. 제6도는 소켓이 PRE_GLUE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체크가 수행됨
을 도시한다. 기능 블록(69)에서는, 상기 프록시가 세니티 체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
면, 결합된 소켓의 상태를 PRE_GLUE로부터 GLUE로 변환시킨다. 이 포인트에서, 다음 패킷이 처리되도록 
수신되는 기능 블록(61)으로 돌아간다.

판단 블록(63)에서 판단된 바와같이, 수신된 패킷이 결합된 접속에 속하고, 판단 블록(65)에서 판단된 바
와같이, 소켓이 PRE_GLUE 상태에 놓이지 않게 되면 (즉, 소켓이 GLUE 상태에 있음), 프로세스는 기능 블
록(70)으로 간다. 여기서, 소스 어드레스 및 소스 포트 번호는 변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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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및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변화되며,

순서 번호 필드가 수정되며,

확인 응답 번호 필드가 수정되며,

패킷 체크섬이 재연산된다.

TCP 선택 확인 응답 옵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TCP 옵션이 제자리에 남아서, 엔드 시스템이 상기 TCP 전
송 계층의 완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TCP 선택 확인 승인 옵션이 순서 번호를 이용하므로, 인
입 순서 공간으로부터 송출 순서 공간으로 순서 번호를 매핑하는 것이 필요하다. TCP 긴급 포인터는 상기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로부터 오프셋(offset)으로서 표시된다. 그것들은 상기 매핑 순서 동안에 변화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는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TCP 및 IP 체크섬 모두를 스크래치로부터 재연산하지만, 일반
적인 실시에서는의 기술은 체크섬이 고장에 안전한 방식(fail-safe manner)으로 갱신되도록 허용한다. 고
장에 안전한 체크섬을 수행하므로써 프록시가 체크섬을 검증할 필요가 없게 되며 상기 패킷에 가해지는 
변화를 반영하는 체크섬을 갱신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기능 블록(70)의 처리가 완료되면, 상기 수정된 패킷은 기능 블록(71)에서 새로운 데스티네이션으로 릴레
이된다. 처리되어야 할 다음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 기능 블록(61)으로 복귀된다.

[접속 해제]

TCP 세그먼트가 글루를 통해서 통과할 때, 상기 세그먼트는 엔드 시스템이 그 접속을 폐쇄하고 이음을 표
시하기 위해 검사된다. 상기 엔드 시스템이 그 접속을 종료할 때, 상기 TCp 글루 코드는 두 개의 소켓 사
이의 글루를 해제하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한다.

상기 TCP 글루를 해제하기 위한 두가지 기본 법칙은,

보통 폐쇄: 각각의 사이드가 종료 메시지(FIN)를 전달하고 ACK 메시지를 다른 사이드의 FIN 메시지로 전
달하면, 상기 글루를 해제한다. 왜냐하면 상기 엔드 시스템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지 폐쇄(abortive close): did 사이드가 리셋 메시지(RST)를 전달하면, 상기 글루를 해제한다.

두 경우에, 상기 폐쇄 동작에 있어서, 상기 결합된 접속과 연관된 접속 상태 정보가 타임아웃 기간동안 
지속된다. 이것은 상기 결합된 접속상에서 수신된 어떤 지연된 세그먼트가 정확히 다른 엔드로 릴레이되
도록 한다. 상기 타임아웃 기간 후에, 더 이상 글루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치 
않은 세그먼트가 상기 타임아웃 기간의 끝에 의해서 네트워크로부터 소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TCP 글루 코드는, 사용자 공간에서 프록시 처리로부터의 명령으로 글루 접속을 해제하거나, 또는 상
기 결합된 접속시 전달된 다수의 바이트와 같이 로깅을 목적으로 프록시 처리 통계로 다시 보고하기 위해 
수정될 수도 있다.

보통 폐쇄를 위한 TCP 글루 해제 처리는 제7도의 상태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5도의 상태도에서 볼 때, 상
기 프록시는 데이터 전달 상태(72)에 있는데, 말하자면, 상기 글루가 설정된다. 제1 접속(FIN 1)의 로컬 
호스트로부터의 FIN 메시지가 프록시에 의해서 수신될 때, 그 메시지는 제2 접속의 원격 호스트에 연관되
며, 상기 프록시는 대기 상태(FIN_WAIT_1)(73)로 들어간다. 확인응답 메시지(ACK 1)가 원격 호스트로부터 
수신될 때, 상기 프록시는 이 메시지를 로컬 호스트로 릴레이하여 제2 대기 상태(FIN_WAIT_2)(74)로 들어
간다. 상기 원격 호스트는 상기 프록시에 종료 메시지(FIN 2)를 전송하는데, 상기 프록시는 이를 로컬 호
스트에 릴레이한다. 상기 프록시는 대기 상태(75)에서 연속된다. 상기 결합된 접속과 연관된 접속 상태 
정보는, 무엇이 먼저 오든지간에, 상기 로컬 호스트가 확인 응답 메시지(ACK 2)를 전송할 때 까지 또는 
타임아웃 기간(76) 동안 지속된다. 상기 ACK 2 메시지가 타임 아웃 기간 전에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는 
프록시에 의해서 원격 호스트로 릴레이되며, 상기 접속이 해제된다. 타임아웃 기간은 상기 결합된 접속상
에서  수신된  어떤  지연된  세그먼트가  다른  엔드로  정확히  릴레이됨을  보장한다.  상기  타임아웃  기간 
후에, 상기 글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없다. 왜냐하면 어떤 일정치 않은 세그먼트가 상기 
타임아웃 기간의 끝에 의해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소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 폐쇄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 종료 메시지는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 모두에 의해서 전송된다. 
상기 프록시는 종료 메시지(FIN 1 및 FIN 2)를 각각의 원격 및 로컬 호스트로 릴레이하며 대기 상태(77)
로 들어간다. 그후 확인 응답(ACK1 또는 ACK 2)을 수신하여, 상기 프록시는 타임아웃 기간을 시작하기 위
한 상태(75)로 들어간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두 개의 TCP 접속을 결합하여, 어떤 전송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처리 오버헤드
를 초래하지 않고, 하나의 접속에서 수신된 세그먼트가 다른 접속으로 전달되게 하며, 그 역으로도 가능
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SOCKSs 화이어월 게이트웨이 및 HTTP 캐싱 프록시와 같은 프록시 서버의 성능
을  개선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글루잉  기술은  애플리케이션계층  게이트웨이의 
방법보다,  더  효율적이며,  상태  유지가  수월하며,  더  양호한  엔드-투-엔드  의미론,  신뢰성  등을 
제공하며, 더 양호한 대역외 데이터 전달 의미론을 제공하는 면에서 우수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해서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본 발명이 첨부된 
청구범위의 사상 및 그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함을 알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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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1 및 제2 접속 - 상기 제1 및 제2 접속은 모두 공통 호스트에서 종단되고, 또
한 상기 제1 및 제2 접속은 각각 제1 엔드 포인트 및 제2 앤드 포인트에서 종단됨 - 을 단일 엔드-투-엔
드 접속으로 결합(gluing)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공통 호스트에서, 상기 제2 접속의 패킷 헤더에 대
응하도록 상기 제1 접속의 제1 엔드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제1 패킷의 헤더를 수정하고, 제1 패킷을 상기 
제2 접속의 제2 엔드 포인트로 전송하는 단계 ; 및 상기 공통 호스트에서, 상기 제1 접속의 패킷 헤더에 
대응하도록 상기 제2 접속의 제2 엔드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제2 패킷의 헤더 - 상기 헤더는 패킷이 공통 
호스트에서 수신될 때 동작중(on-the-fly)에 수정됨 - 를 수정하고, 제2 패킷을 상기 제1 접속의 제1 엔
드 포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엔드 포인트는 화이어월에 의해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부착되는 로컬 호스트
이고, 상기 제2 엔드 포인트는 상기 화이어월의 외부에 있지만 상기 화이어월에 의해서 접속이 가능한 네
트워크에 접속된 원격 호스트이며, 상기 화이어월을 거쳐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 수신하기 위한 억세스 
권리를  갖는  프록시가  상기  공통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  사이의 중재자
(mediator)로서 작용하며, 상기 접속은 전송제어 프로토콜(TCP) 접속이며 상기 패킷은 TCP/인터넷 프로토
콜(IP) 헤더를 갖고 있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접속을 통해 프록시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한 헤더 수정 단계는, (a) 데스티네
이션 IP 어드레스를 원격 호스트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b) 소스 IP 어드레스를, 
패킷을 원격 호스트로 송신하는데 사용되는 프록시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c) TCP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단계 ; (d) 송신 순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e) 확인응답
(ACK) 순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및 (f) 체크섬을 재연산 및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
2 접속을 통해 프록시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한 헤더 수정 단계는, (g)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로컬 
호스트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h) 소스 IP 어드레스를, 패킷을 로컬 호스트로 송
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록시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i) TCP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단계 ; (j) 송신 순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k) ACK 순서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및 (l)체크섬을 재연산 또는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두개의 독립적인 TCP 접속, 즉, 로컬 호스트와 프록시 사이의 제1 접속과, 프록시와 원
격 호스트 사이의 제2  접속이 있으며,  상기 프록시는 상기 두  개의 TCP  접속사이에서 패킷을 릴레이 
하며, (a) 수정 이후에, 패킷이 제2 접속에 속하게 되고, 헤더 정보는 패킷이 프록시에서 수신될 때 동작
중에 수정되도록, 상기 제1 접속의 패킷의 TCP/IP 헤더를 수정하는 단계 ; (b) 상기 수정된 헤더정보를 
갖는 패킷을 상기 원격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 및 (c) 상기 원격 호스트로부터 수신되며 프록시에 의
해 상기 로컬 호스트로 릴레이 되는 모든 패킷에 대해 상기 단계(a) 및 (b)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접속이 함께 결합된 후, 상기 제2 접속을 통해 상기 공통 호스트로부터 전송
된 차기 데이터 바이트에 로컬 호스트가 상기 제1 접속을 통해 수신할 것으로 예상하는 차기 순서 번호와 
동일한 순서 번호가 할당되고, 상기 제1 접속을 통해 원격 호스트로 전송된 차기 데이터 바이트에 상기 
원격 호스트가 상기 제2 접속을 통해 수신할 것으로 예상하는 차기 순서 번호와 동일한 순서 번호가 할당
되도록, 상기 프록시에서 매핑하는 순서 번호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
속 결합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소정의 포인트에서 프록시가 두 개의 TCP 접속을 함께 결합시킬 때 까지, 상기 프록시 
및 원격 호스트는 각각 프록시 및 원격 호스트 TCP 접속을 통해 임의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상기 프록시 
및 로컬 호스트는 각각 프록시 및 로컬 호스트 TCP 접속을 통해 임의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후, 로컬 호스트에 의해 프록시로 전송된 패킷은 변경되어 원격 호스트로 전송되고, 원격 호스트에 의해 
프록시로 전송된 패킷은 변경되어 로컬 호스트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엔드 포인트는, 화이어월에 의해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부착된 로컬 호스트이
고, 상기 제2 엔드 포인트는 상기 화이어월 외부에서 상기 화이어월에 의해 접속가능한 네트워크에 접속
된 원격 호스트임, 상기 화이어월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억세스 권리를 가진 프록시가 공통 
호스트 상에서 실행되고,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작용하며, 상기 방법은, (a) 
승인된 로컬 호스트 이외의 호스트로부터의 모든 시도되는 접속을 상기 프록시에 의해 거부하고, 인증 및
/또는 인증 체크에 장애를 가져오는 모든 접속을 상기 프록시에 의해 종료하는 단계; (b) 그 로컬 호스트
가 통신하고자 하는 원격 호스트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로컬 호스트에 의한 데이터 접속을 상기 프록시
에 설정하는 단계 ; (c) 패킷이 상기 프록시로붙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상기 로컬 호스트로부터 수
신되는 모든 패킷의 헤더를 상기 프록시에 의해 수정하고, 상기 프록시에 의해 상기 패킷을 상기 원격 호
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 (d) 패킷이 상기 프록시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상기 로컬 호스트에 
의해 개시된 접속의 일부로서 상기 원격 호스트에 의해 송신되는 모든 패킷의 헤더를 상기 프록시에 의해 
수정하고, 상기 패킷을 상기 로컬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 (e) 상기 접속의 일부로서 상기 프록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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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기 로컬 및 원격 호스트로 부터 수신되는 패킷에 대해 상기 단계(c) 및 (d)를 반복하는 단계 ; 및 
(f) 프록시에 의해, 인증 및/또는 인증 체크를 통과한 접속의 일부가 아닌 프록시에 도달하는 어떤 패킷
을 시도된 보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공통 호스트 상에서 실행되는 프록시에 의해 결합 동작과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를 
동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호스트, 상기 프록시 및 상기 원격 호스트를 동기화 시키는 단계는 어떤 수정
이 이루어진 인증 및 권한부여 프로토콜의 기존의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함으로써 수행되는 패킷 통신 네
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가 결합 동작을 수행할 때, 상기 프록시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 또는 상기 
로컬 호스트와 상기 프록시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중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가 그 데스티
네이션으로 정확히 전달되고, 필요에 따라 재전송되도록 보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
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에 의해 릴레이되는 각 패킷으로부터 데이터 카피를 상기 프록시에서 선택적
으로 저장하는 단계 ; 및 상기 저장된 데이터 카피를, 프록시가 실행되는 머신상의 다른 프로세스에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데이터 카피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다른 로컬 호스트로부터의 요구에 서
비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캐시에 저장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는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HTTP) 캐싱 프록신인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된 데이터는 다른 프로세스가 상기 저장된 데이터를 판독할수 있는 프록시의 
버퍼로 카피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패킷 인터어라이벌 타임, 그 정보에 대한 요구의 과거 이력, 상기 프록시상의 이용가능
한 자원, 프록시 캐시의 현재 내용, 상기 프록시가 캐시 데이터를 저장 또는 검색할 수 있는 속도, 및 상
기 데이터 내용의 특성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상기 데이터 카피를 저장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6 

제7항에 있어서, 완료된 접속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 두 접속의 각 엔드 포인트가 종료
(FIN)  메시지를 송신하고 다른 엔드 포인트가 상기 FIN  메시지에 대한 확인응답(ACK)  메시지를 송신할 
때, 또는 상기 엔드 포인트에 의해 리셋(RST)이 전송될 때, 제3 접목된(spliced) 접속이 해제 되고, 상기 
프록시에서 제3 접속에 의해 소모된 자원은 필리스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17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을 사용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1 및 제2 엔드 시스템과 세션 계층 프록
시 사이의 접속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엔드 시스템과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 
사이의 동기화를 부여하는 단계 ;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에서, 상기 제1 또는 제2 엔드 시스템의 TCP 순
서 공간을 상기 제2 또는 제1 엔드 시스템으로 각각 매핑하는 단계 ; 각각의 TCP 세그먼트가 상기 제1 또
는 제2 엔드 시스템으로부터 세션 계층 프록시에서 수신될 때, 상기 세그먼트를 상기 제2 또는 제1 엔드 
시스템으로 각각 어드레스 하기 위해 상기 세그먼트의 헤더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 ; 및 상기 제1 및 제2 
엔드 시스템 사이의 접속이 폐쇄될 때, 상기 제1 및 제2 엔드 시스템 사이의 완료된 접속을 해제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해제 단계는, 상기 제1 또는 제2 엔드 시스템이 종료(FIN)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
기 제2 또는 제1 엔드 시스템이 상기 FIN 메시지에 응답하여 확인응답(ACK) 메시지를 전송할 때 마다 수
행되는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해제 단계는, 상기 제1 또는 제2 엔드 시스템중 한 시스템이 리셋(RST) 메시지를 
전송할 때 마다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접속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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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엔드 시스템은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된 로컬 호스트이고, 상기 제2 엔드 시스
템은 원격 네트워크에 접속된 원격 호스트이며,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는 로컬 네트워크가 접속되는 네트
워크 화이어월 상에서 실행되며,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은 단지, 한 세트의 인증된 호스트로부터 기원하
고 그 호스트로 향하는 트래픽이,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 및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억세스 권리를 갖는 세션 계층 프록시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하는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네트워크는 인터넷이고, 상기 패킷은 TCP/IP(인터넷 프로토콜) 헤더를 가지
며, 상기 방법은, 상기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의 TCP/IP 헤더에 각각 대응하도록 상기 원격 호스트 
및 로컬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TCP/IP 헤더를 수정 - 여기서, 상기 헤더는 패킷이 세션 계층 프록
시에 의해 수신될 때 동작중에 수정됨 -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엔드 시스템은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된 로컬 호스트이고, 상기 제2 엔드 시스
템은 원격 네트워크에 접속된 원격 호스트이며,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는 상기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
트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림이 저장되는 데이터 캐시를 포함하는 캐싱 프록시인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네트워크는 인터넷이고, 상기 패킷은 TCP/IP(인터넷 프로토콜) 헤더를 가지
며, 상기 방법은, 상기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의 TCP/IP 헤더에 각각 대응하도록 상기 원격 호스트 
및 로컬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패킷의 TCP/IP 헤더를 수정 - 여기서, 상기 헤더는 패킷이 세션 계층 프록
시에 의해 수신될 때 동작중에 수정됨 -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속 관리 방법.

청구항 24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 제1 및 제2 호스트에서 각각 종료되는 제1 및 제2 접속을 세션 계층 프록시의 
단일 엔드-투-엔드 접속으로 접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제1 및 제2 호스트와 세션 계층 프록시 사이의 
동기화를 부여하는 단계 ; 및 상기 제1 접속 및 제2 접속의 패킷 헤더를 상기 제2 및 제1 접속의 패킷 헤
더에 각각 대응하도록 수정 - 여기서, 상기 헤더 정보는 패킷이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에서 수신될 때 동
작중에 수정됨 -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접속 접목 방법.

청구항 25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로컬 네트워크에 부착된 로컬 호스트; 상기 로컬 호스트에 접속되며 상기 
로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화이어월 ;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 외부에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
에 의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에 접속된 원격 호스트 ; 및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 상에서 실행되며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억세스 권리를 갖는 세션 계층 프록시를 포함하고,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는, 상기 로컬 호스트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의 중제자로서 작용하며, 또한, 상
기 세션계층 프록시는, 로컬 호스트 및 원격 호스트와 세션 계층 프록시 사이의 동기화를 부여하고, 상기 
로컬 호스트와 네트워크 화이어월 사이의 제1 접속의 패킷 헤더를 상기 원격 호스트와 네트워크 화이어월 
사이의 제2 접속의 패킷 헤더에 대응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동작하며, 상기 헤더 정보는 상기 패킷이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에서 수신될 때 동작중에 수정되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6 

패킷 통신 시스템내의 네트워크 화이어월 상에서 구현되며 로컬 호스트와 네트워크  화이어월 사이의 제1 
접속과, 원격 호스트와 네트워크 화이어월 사이의 제2 접속 - 여기서, 프록시는 상기 네트워크 화이어월
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억세스 권리를 가지며, 상기 로컬 호스트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의 중재자로서 작용함 - 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프록시는, 승인된 로컬 호스트 이외의 
호스트로부터의 모든 시도되는 접속을 거부하고, 인증 및/또는 권한부여 체크에 실패한 모든 접속을 종료
하는 단계 ; (b) 승인된 로컬 호스트는, 상기 프록시로 데이터 접속을 설정하고, 통신 하고자 하는 원격 
호스트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단계 ; (c) 상기 프록시는, 상기 로컬 호스트로부터 수신된 모든 패킷의 
헤더를 상기 패킷이 상기 프록시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수정하고, 그것을 원격 호스트로 전
송하는 단계 ; (d) 상기 프록시는, 상기 로컬 호스트에 의해 개시된 데이터 접속의 일부로서 상기 원격 
호스트로 전송된 모든 패킷의 헤더를 상기 패킷이 상기 프록시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수정하
고, 그것을 상기 로컬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 (e) 상기 로컬 호스트로부터, 상기 로컬 호스트에 의해 
개시된 데이터 접속의 일부인 원격 호스트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 상기 단계(c) 및 (d)를 반복하는 단계 
; 및 (f) 인증 및/또는 권한부여 체크를 통과한 데이터 접속의 일부가 아닌 프록시에 도달하는 패킷을 시
도된 보안 위반로 취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접속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접속이며, 상기 패킷 헤더는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헤더인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에 의해 헤더를 수정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접속을 통해 상기 프록시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a)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원격 호스트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
하는 단계 ; (b) 소스 IP 어드레스를, 상기 원격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록시 인터페
이스의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c) TCP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단계 ; (d) 송신 순
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e) 확인응답(ACK) 순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및 (f) 체크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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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산 또는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접속을 통해 상기 프록시에서 수신된 패킷에 대하여, 
(g)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로컬 호스트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h) 소스 IP 
어드레스를, 로컬 호스트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록시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의 그 어드
레스로 변경하는 단계 ; (i) TCP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단계 ; (j) 송신전달 순서 번호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k) ACK 순서 필드를 변경하는 단계 ; 및 (l) 체크섬을 재연산 또는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세션 계층 프록시에서, 상기 제1 또는 제2 엔드 시스템의 TCP 순서 공간을 상기 
제2 또는 제 1엔드 시스템으로 각각 매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두 개의 독립적인 TCP 접속, 즉 상기 로컬 호스트와 상기 프록시 사이의 제1 접속과, 
상기 프록시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의 제2 접속이 있으며, 상기 프록시는 상기 두 개의 TCP 접속사이에
서 패킷을 릴레이하며, 상기 방법은, (a) 수정 이후에, 상기 패킷이 상기 제2 접속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게 되도록, 상기 제1 접속의 패킷의 TCP/IP 헤더를 수정 - 여기서, 헤더 정보는 상기 패킷이 상기 프록시
에서 수신될 때 동작중에 수정됨 - 하는 단계 ; (b) 상기 수정된 헤더 정보를 갖는 상기 패킷을 상기 원
격 호스트로 전송하는 단계 ; (c) 상기 원격 호스트로부터 수신되어 상기 로컬 호스트로 릴레이 되는 모
든 패킷에 대해 상기 단계(a) 및 (b)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1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를 이용하는 패킷 통신 네트워크에서, 원격 호스트롸 프록시 사이의 TCp 접속과 
로컬 호스트와 프록시 사이의 TCP 접속을 함께 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록시/원격 호스트 TCP 접속을 
통해 상기 프록시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단계 ; 프록시/로컬 호스트 
TCP 접속을 통해 상기 프록시와 상기 로컬 호스트 사이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단계 ; 및 상기 로
컬 호스트에 의해 상기 프록시로 전송된 패킷은 상기 프록시에 의해 변경되어 패킷은 상기 프록시에 의해 
변경되어 상기 로컬 호스트로 전송되도록, 상기 프록시에 의해 두 개의 TCP 접속을 함께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프록시에 의해 상기 로컬 호스트 및 상기 원격 호스트를 동기화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프록시에 수신된 패킷의 변경은 프록시/원격 호스트 TCP 접속의 패킷 TCP 헤더를, 
동작중에 프록시/로컬 호스트 TCP 접속의 패킷 헤더에 대응하도록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TCP 접속 결
합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가 상기 결합 단계를 수행할 때, 상기 로컬 호스트와 상기 프록시 사이 또
는 상기 프록시와 상기 원격 호스트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중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가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정확히 전달되고, 필요에 따라 재전송되도록 보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단계는 인증 및 권한부여 프로토콜의 기존의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함으로 
수행되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가 각각의 패킷으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림의 카피를 보유하거나, 상기 프록
시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카피를 릴레이하여 다른 프로세스에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적 단계를 더 
포함하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카피된 데이터 스트림은, 동일 정보에 대한 다른 로컬 호스트로부터의 미래의 요구에 
서비스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캐시를 채우기 위해 상기 프록시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카피된 데이터 스트림은 프록시의 버퍼로 카피되며, 상기 버퍼로부터 다른 호스트가 상
기 카피된 데이터 스트림을 판독할 수 있는 TCP 접속 결합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데이터 스트림 카피를 보유하는 선택적 단계는, 패킷 인터어라이벌 타임, 그 정보에 대
한 요구의 과거 이력, 상기 프록시상의 이용가능한 자원, 프록시 캐시의 현재 내용, 상기 프록시가 캐시 
데이터를 저장 또는 검색할수 있는 속도, 및 데이터 내용의 특성중 어느 것에 의존하는 TCP 접속 결합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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