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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안 가상사설망 아키텍쳐 및 프로토콜이 제공된다.

기업내부(intraenterprise) 데이터 통신은 보안 가상 전용망을 구현할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를 통해 보안

방식으로 유지된다. 가상 전용망 그룹의 멤버는 그룹의 멤버간에 교환이 있을 경우에 압축, 암호화 및 인증되는 데이

터를 교환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업의 기업내부 통신 아키텍쳐의 대표적인 선행기술의 구성도.

도 2는 가상 사설망의 멤버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를 이용한 본 발

명에 따른 기업 통신 시나리오의 예시도.

도 3은 가상 사설망 그룹의 한 멤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른 멤버로 전송되는 패킷을 핸들링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가상 사설망 그룹의 한 멤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른 멤버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의 핸들링의 설명도.

도 5는 가상 사설망 그룹의 한 멤버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른 멤버로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의 라이프 사이클의 그래

프도.

도 6은 그룹 멤버의 소스 및 목적지어드레스가 또한 감추어져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 사설망 그룹의 한 멤버로부터

다른 멤버로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의 다른 라이프 사이클의 설명도.

도 7은 본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사설망 유니트의 구현을 위한 구조적 블록 도.

도 8은 본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가상 사설망 유니트의 구현을 위한 상세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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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데이터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고, 특히, 중중 또는 다른 불안전한 데이터 통신 인프라 스트럭쳐를 통해 가상

사설망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조직체들이 조직의 멤버들간의 전자 데이터 전송 능력에 주로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데이터에

는 전형적으로 전자 메일 및 파일 공유 또는 파일 전송이 포함된다. 중앙화되고 단일 사이트에 있는 조직체에 있어서

는 이러한 전자 데이터의 전송은 주로 특정기업에 의해 설치되고 동작되는 지역 통신망(LAN)에 의해 조장되어 왔다.

기업의 LAN을 통과하는 데이터에 권한없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하다. 이는 기업의 멤버들에 의

해 권한없이 접속되는 것과, 더욱 중요하게는 외부의 제 3자에 의해 권한없이 접속되는 것에 모두 적용된다. 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통신망 관리가 유지되는 한, 기업의 내부 LAN을 통과하는 데이터에 권한없이 접속하는 것은 비교적 쉽

게 피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보안에 대한 위협이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은 기업이 다중 사이트에 걸쳐있는 경우이

다.

산재해 있는 기업들은 상술한 전자 데이터 전송의 편리함을 바라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각각이 불리한 점과 관련되어

있는 몇가지 선택사항이 존재한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전용의 또는 종종 임대선(leased line)이라고 불리는 사설 통

신 접속을 가진 다양한 사이트 또는 사무실을 내부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체들이 광역 통신망(WAN)을 실행하

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WAN을 소유하고 제어하는 기업에 있어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불리한 점은 명

백하다: WAN은 바싸고, 번거롭고, 기업의 최대 용량을 조종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에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접근의 분명한 이점은 라인이 기업에 의하여 전용되어, 중간 제 3자에 의한 도청이나 부정조작으로부터 안전하거나, 

상당히 안전하다는 점이다.

광역통신망에서 전용통신라인의 사용에 대한 대안은 기업이 출현하는 공중망 스페이스에 대한 내부 데이터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인터넷은, 주로 과학자들 및 학술용으로 사용되던 것으로부터 광범위한 사업 관련 전

세계 통신용 메카니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은 컴퓨터가 존재하는 다양한 통신망을 상호접속함으로써 수백

만의 컴퓨터간에 전자통신경로를 제공한다. 기업에 있어서는, 비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기업내 컴퓨터의 최

소한 일부에서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할 만큰 흔히 있는 일이다. 많은 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조

직체의 산재해 있는 멤버뿐만 아니라, 고객, 잠재적인 동업자와의 통신을 촉진시킨다.

산재해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이 기업 멤버간의 전자 통신을 제공하는데 있어 편리한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내의 두 곳의 이격된 사이트가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통해 인터넷에 각각 접속할 수 있다. 이

것은 기업의 다양한 멤버가 인터넷으로 자기 조직체내의 멤버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간 통신에 있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불리한 점은 공중망 스페이스라는 것이

다. 한지점으로부터 또다른 지점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경로는 패킷 베이시스(packet basis)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

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인터넷의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데이터 프로토콜은 널리 알려져 있

으며 전자통신을 중도에서 복제되는 패킷으로 차단 및 도청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통신이 사깃꾼에 의해

전송중에 변형되거나,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더 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위험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그들 소유의 비밀스러운 내부 통신이 공중망 스페이스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많은 조직

체의 경우에, 상술한 모든 수반되는 불리한 점을 가진상태로,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접속을 가질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통신용 현존하는 전용 통신 경로를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데이터 통신용으로, 다양한 암호화 및 다른 보호 메카니즘이 개발되어 왔으나, 어느것도 완전하고 적절하게 안전한 

기업 내부간 데이터 통신을 위해, 기업이 공중망 스페이스를 정말로 의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관심을 겨냥하

는 것은 없었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목적은, 산재해 있는 기업이 전적으로 기업 내부의 통신을 위해서 현존하는 안

정성에 대한 염려 없이 공중의 망 스페이스는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바로부터, 단일 조직체 또는 기업이 안전한 조직체내 전자 데이터 통신을 위해 공중망 스페이스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및 구조물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을 통해 안전한 가상 사설망을 실행하기 위한 가상 프로토콜 및 아키텍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아키텍쳐는 한정된 VPN 그룹의 멤버간의 데이터 통신을 조절하는 사이트 프로텍터 또는 가상 사설망(VPN) 

유니트를 도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이트 프로텍터는 기업의 사이트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이트의

루터 또는 루팅 장치의 WAN 측에 존재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사이트 프로텍터는 라우터의 LAN측에 존재할 것이

다. 모든 구체예에서 근본적인 점은 사이트 프로텍터는 경로 또는 모든 관련 데이터 트래픽에 있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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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VPN그룹의 멤버간에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트 프로텍터 또는 VPN 유니트는, 페킷이 그룹의 

멤버들간에 전송될 때 데이터 패킷의 핸들링을 위한 기술의 조합을 실행한다. 패킷 핸들링프로세스에는 압축, 암호화,

및 인증이 포함되며, 각각에 대한 규칙도 다른 그룹의 멤버들에게 다양할 수 있다. 가상 사설망으로 한정되는 각 그룹

에 대해서, 압축, 암호화 및 인증을 한정하는 다양한 파라미터가 관련 VPN유니트내 조사표에 기재되어 있다. 이 능력

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가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한 다른 가상 사설망 그룹내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원거리에 있는 고객의 경

우에는, 사이트 프로텍터는 일 실시예로서 원거리에 있는 고객에게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시뮬레이션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으로, VPN 유니트 또는 사이트 프로텍터는 가상 사설망로부터 멤버를 더하거나 빼도록 또는 

그들의 움직임을 인식하도록, 또는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파라미터를 변화하도록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다른 패킷 핸들링 양상에는 암호화 및 인증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너무나 크게 성장하는 어떤 데이터 

패킷의 문제를 어드레싱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패킷 핸들링 양상은 데이터 패킷의 소스와 목적지를 식별하는 인터

넷 통신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에 있어 VPN 유니트는, 종단국(endstation)의 소스와 목

적지 어드레스를 밀폐하면서(encapsulating) 인터넷 통신 데이터 패켓을 위한 소스 및 목적지로 취급된다.

또한 VPN 유니트를 위한 하드웨어 구조물 및 기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구체예는 주어진 사이트의 루터의 WAN측상

에 존재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지시하에 압축, 암호

화 및 인증을 위한 VPN 장치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목적, 특성 및 이점 하기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를 통해 기업 통신을 위한 안전한 가상 사설망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본 발명이 주로 통신매체로서 인터넷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념 및 방법은 다

른 공중의 또는 불안한 통신 매체를 통한 가상 사설망을 실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 상세한 설명을 통

해서, 다수의 특정 상세한 설명들이 특정의 암호화 또는 키 관리 프로토콜과 같은 것을 설명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에 의해 실행되는 구성요소는 구조적 기능적 수준으로 기재되었다. 구성요소의 많은 부

분이 공지된 구조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압축 또는 암호화 기술과 관련되어 설계된 구조로 구성된다. 부가

하여, 본 발명의 장치내에 포함되는 로직에 있어, 기능성 및 흐름도는 당업자가 과도한 실험없이 특정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예

를 들면, 명세서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는 가상 사설망 유니트 또는 사이트 프로텍터는 컴퓨터 장치에서 작동하는 소

프트웨어에서 실행되거나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특수하게 설계된 용도 특정 집적 회로의 조합,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장치 또는 이들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내에서 실행된다.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이 어떤 특정

한 실행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일단 그러한 구성요소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성이 기재되면 당업자는 당업자는 과

도한 실험 없이 다양한 기술로 본 발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1에 있어서, 산재된 조직체를 위한, 기업내부의 데이터 통신용의 전통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조직체 

구성의 이러한 예에 있어서, 기업은 부수적인 사이트 또는 지부(각각 110 및 112)를 가진 본부의 위치(105)로 구성된

다. 현대의 조직체에 있어서는, 도 1의 대표적인 예와 같이, 본부의 사이트(105)뿐만 아니라 지부의 사이트(110 및 1

12)도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중의 다수에게는 통신망 접속되는 컴퓨터 또는 워크 스테이션이 제공된다

. 지부를 위한, 본부에서의 내부 통신망 구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통신망(LANs)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본부와 지부사이의 사이트간 통신의 경우에, 전용 또는 임대 통신라인(115 및 120)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선택적인 전용 통신 경로(125)가 지부(110 및 112)사이에 제공될 수 있다. 지부간의 선택적인 전용 통신라인(1

25)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부(110) 와 지부(110)사이의 데이터 패킷이 본부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루팅될 수도 있

다.

본부와 다수의 지부사이의 전용통신라인에 부가하여, 오늘날에는 조직체내의 사용자가 World Wide Web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부로 전자 메일을 위해 인터넷

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도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부 사이트(105) 및 지부(110 및 112) 각각에 독립적으

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130, 133 및 136) 각각에 대한 직접 접속을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가

상술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구성에 있어서, 본부 사이트에서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130)에 접속하는 것이 제공되고, 지부 사이트(110 및 112)의 컴퓨터 사용자는 그들의 전용 통신 경로(115 및

120)을 경유하여 본부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 대안 구성에 대한 다운사이드(downside)는 전용선에서 대역폭 

이용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아마도, 포화점까지 증가시킨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에 있어 강제되는 안정성 제한을 단순

화하는, 인터넷이 필요로 하는 단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조직체에 제공한다는데에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조직체(100)의 경우에, 어떤 환경에 있어서, 고객과 다른 동업자가 조직체의 컴퓨터 망에 직접 전화하는 것

을 허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1에서, 고객(140)은 사실상 고객의 편리를 위해 조직체 및 고객간에 제공되는

전용라인인 경로(145)를 통해 그러한 통신을 실행할 수 있음이 예시되어 있다. 경로 (145)는 또한 단지 고객이 독자

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라인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출현과 그의 인기에 병행하여 고객(140)은 ISP를 통해 그 자신

의 인터넷 연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도1에는 도로상에 있거나 집 또는 다른 이격된 사이트에서 작업중인 기업의 멤버가 기업의 다른 멤버들과 데

이터를 교환하기에 종종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원거리 전화라인(157 및 158)을 통해 본부와 통신하는 원

거리의 고객(150 및 155)가 나타나 있다. 이 예는 원거리의 고객이 본부로부터 정말로 이격된 위치에 있음을 가정한

다. 원거리의 고객(150 및 155)은 또한 각각 지역 IPSs(160 및 165)를 통해 인터넷에 지역 접속하는 것이 나타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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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에 따른 기업 데이터 전송의 상기 기재는 앞서 기술한 불리한 점을 설명한다. 이 불리한 점은 도2를 참조로하여 일

반적으로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행 에 의해 제거된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통신망 구성 (200)에 있어서, 조

직체의 본부(105), 제1지부(110) 및 제2지부(112)는 도1에 나타난 것보다 더 상세한 논리적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부(105)는 지역통신망(LAN)을 통해 데이터 패킷을 통신하도록 각각 결합된 세 개의 종단국(201, 202 및 2

03)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유사하게, 지부 사이트(110)은 LAN(215)를 통해 지역국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각각 

결합된 복수개의 종단국(211, 212 및 213)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2 지부 사이트 (112)가 LAN(2

25)를 통해 통신하도록 접속된 컴퓨터 국(221, 222 및 223)의 예시적인 세트와 함께 나타나 있다. 고객의 LAN(235)

를 통해 통신하도록 결합된 복수개의 컴퓨터(331 및 332)로 구성된 고객 사이트(140)은 또한 도2에 예시되어 있다. 

본부, 고객 또는 지부 사이트내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이용되는 광범위한 지역망이 광범위한 망 프로토콜, 가장 통

상적으로는 Ethernet 및 Token Ring에 접속할 수 있다.

도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부 사이트(105) 및 고객 사이트(140)간의 전용 통신 라인 뿐만 아니라, 본부 사이트(10

5) 및 분기 사이트(110 및 112)간의 전용 통신 라인이 제거된다. 대신, 본 발명에 따라, 조직체 멤버간의 데이터 통신

은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를 통해 실행되도록 의도되어진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인터넷의 

출현이 조직체 멤버간의 데이터 패킷 전송을 위한 매체가 되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도2에 예시된 특정 사이트용 LANs 각각은 궁극적으로, 루터(240, 244 및 246)으로 각각 표시되는 관련된 루팅 또는

게이트웨이 장치를 통해 인터넷(250)에 상호결합한다. 다양한 사이트(200)간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많은 경우에

패킷의 소스 및 목적 사이트간의 진행중에 복수개의 추가 루팅 장치를 통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패킷 전송 메

카니즘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명세서내에서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다.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에 따라

조립되며 본 명세서내에서 현재 실효중인 인터넷 프로토콜의 버전에 무관하게 IP 패킷으로 칭하여진다. 도 2에 나타

난 이격된 고객(150 및 155)의 경우에는 인터넷(250)을 통한 통신에 필요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지역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통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선행된 노력은 종단국에서 안전성 고려의 인

식과 실행을 요구한다. 종단 사용자에 대한 투과성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불리하다. 본 발명은 또 다른 면에서, 전에 보

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발생하면서, 종단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할때에 투과성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가상 사설망의 구성원으로 식별되는 사용자의 경우에, 데이터 통신은 데이터 통신의 안전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절된다. 도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250)과 각각의 루터(240, 242, 244 및 246)

사이는 가설 사설망 유니트(VPN Units)(250, 252, 254 alc 256)이다.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 따라, VPN 유니트는

사이트의 루터와 인터넷 경로사이에 존재한다. 전체 시스템에서 VPNU유니트의 이러한 배치는 단하나의 배치 선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VPNU의 배치에 있어 핵심은 이들이 데이터 트래픽 경로에 존재한다는 사실로부

터 명백할 것이다. 많은 실시예에서, 사실, 사이트 루터의 LAN측에 VPNU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입증되

었다. 하기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VPN 유니트는 특정 가상 사설망 그룹의 멤버를 식별하기 위해 룩업표

를 보유한다.

동일한 VPN 그룹의 두 멤버인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간에 데이터 패킷이 전송될 때, VPN 유니트는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되고 인증되고 선택적으로 압축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송 사이드로부터 처리할 것이다. 유사하게, 목적 

어드레스가 존재하는 사이트를 제공하는 VPN 유니트는, 동일한 VPN 그룹 멤버간에 전달되어지는 패킷을 탐지할 것

이다. 수신 VPN 유니트는 목적 종단국으로 송신되기 전에 패킷을 해독하고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조절할 것이다. 이

러한 방식으로, 사용자간에 안전한 데이터 통신이 종단 사용자들에게 투과성이 있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원거리에 있

는 고객(150 및 155)의 경우에는 VPN 유니트는,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원거리의 고객과 접속하기 위

한 통신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된다.

VPN 유니트의 기능성은 도3의 플로우차트로 시작되는 첨부 도면을 참조로하여 설명될 것이다. 데이터 패킷이 사이

트(105)에 있는 LAN(205)의 종단(202)와 같은 종단국으로부터 기원되고 그의 목적지가 본부 사이트(105)외의 이격

된 사이트일 때, 데이터 패킷은 초기에 통상의 인터넷 데이터 패킷 전송으로서 처리될 것이다. 상기 패킷은 아웃바운

드(outbound) IP패킷을 형성하면서, LAN(205)를 통해 종단국(202)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을 

밀폐하는 루팅 장치(240)로 진행할 것이다. 사이트 외부의 그의 경로중에 IP패킷은 사이트용 관련 VPN 유니트를 통

해 통과할 것이다. 도3에 예시된 플로우차트는 수신되는 아웃바운드 패킷용 VPN 유니트의 기능성 작동을 나타낸다. 

전송 패킷 과정(300)은 스텝(310)에서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이 수신될 때 시작된다. 결정박스(decision box)(320)

에서, 데이터 패킷의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가 모두 동일한 VPN 그룹의 멤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VPN

유니트 또는 다른 메모리 메카니즘을 참고로 하여 보유되는 조사를 참조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스텝은 특정 사이

트와 이를 제공하는 VPN 유니트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위한 멤버 필터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

용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가 모두 동일한 VPN 그룹의 멤버가 아니라면 그때는 비록 VPN 유니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하더라도, 스텝(330)에서 패킷이 사이트로부터 통상의 인터넷 트래픽으로서 인터넷으로 보내진다. 이러한 경우에 

과정은 단계(335)에서 종료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안전하지 않은 트래픽으로 보내는 것보다 VPN 그룹의 멤버간

에 수신되지 않는 데이터 트래픽은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비-VPN-그룹 데이터 트래픽을 통과시키거나 버릴 선택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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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박스(320), 멤버 필터에서, 데이터 패킷에 대한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가 동일한 VPN 그룹의 멤버인 것으로 결

정될 경우, 데이터 패킷은 압축, 암호화 및 인증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단계(340)에서 처리된다. 특정 VPN 그룹의 멤

버를 식별하는 것 이외에 VPN 유니트(250) 및 모든 VPN 유니트에 의해 유지된 조사표는 특정 VPN 그룹의 멤버간

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이 압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식별하고, 그럴 경우, 어떤 알고리즘이 압축에 이용될 수 있는 지

를 식별한다. 많은 가능 압축 알고리즘은 공지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LZW 압축은 구현된다.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가 멤버인 VPN 그룹에 대한 조사표는 또한 이용될 인증 및 키 관리 프로토콜 정보 뿐만 아니라 상기 V

PN 그룹에 대한 인터넷을 통과하는 데이터 패킷에 이용될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식별한다. 조사표에 대한 대안으

로서, VPN 유니트는 모든 VPN 그룹에 대해 동일한 알고리즘을 항상 이용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전송 및 수신 VPN 유니트내의 조사표가 동일한 압축, 암호화 및 인증 규칙을 식별하고, 이들을 동일 그룹의 멤버에 

대해 구현하고 구현하지 않을 수 있는 한 VPN 트래픽에 이용될 특정 패킷 처리 알고리즘은 변할 수 있다. 단일 VPN 

유니트는 다수의 VPN 그룹을 지워하고, 특정 어드레스는 다수그룹의 멤버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단계(340)에서, 패킷이 VPN 그룹의 한 멤버에서 다른 멤버로 이동될 시에, 패킷은 상기 특정 VPN 그룹에 대한 VPN

유니트 표내에서 식별된 압축, 암호화 및 인증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때, 단계(350)에서, 처리된 패킷은 인터넷을 

통해 목적 어드레스로 순방향(forward)된다. 전송 VPN 유니트의 절차는 그때 단계(355)에서 종료한다.

수신 VPN 유니트는 도 4의 플로우챠트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VPN 트래픽을 위한 상기 프로세스를 역전시킨다. 수신

패킷 절차(400)는 단계(410)에서 개시하는데, 이때 인바운드(inbound) 데이터 패킷은 수신 VPN 유니트에서 인터넷

으로부터 수신된다. 결정 박스(420)에서,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패킷의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가 동일한 VP

N 그룹의 두 멤버인 지를 결정하도록 조사된다. 모든 VPN 유니트에 의해 유지된 조사표는 일관성 및 응집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이 VPN 트래픽이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패킷은 단계(430)에서 정규 인터

넷 데이터 트래픽일 지라도 수신 사이트를 통해 통과되고, 그로 순방향된다. 어느 경우에, 프로세스는 단계(435)에서 

종료한다. 하나의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VPNU에 의해 지지된 VPN 그룹의 식별된 멤버에서 행해지지 않은 도래(inc

oming)데이터 트래픽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 박스(420)에서 VPN 트래픽인 것으로 결정되는 데이터 패킷에 대해, VPN 유니트는 소스 종단국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원 데이터 패킷을 복원시키도록 인바운드 패킷을 처리한다. 수신 VPN 유니트에 의해 유지된 조사표는 VP

N 그룹에 이용된 압축, 암호화 및 인증규칙을 식별하고, 단계(440)에서 상기 규칙에 따라 원 IP 패킷을 재구성한다. 

그때, 재구성된 패킷은 단계(450)에서 목적 어드레스의 위치로 전달되고, 절차는 단계(455)에서 종료한다.

도 5는 동일한 VPN 그룹의 두 멤버간에 전송된 데이터 패킷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래프로 설명한 것이다. 데이터 패

킷은 소스(500)에서 발신하고, IP 데이터 패킷(510)을 생성시킬 관련된 루터를 통해 소스 사이트에서 전달한다. 데이

터 패킷(510)은 완료된 IP 데이터 패킷과 관련된 모든 필드를 설명하기 위해 의도되지 않지만, 설명을 위해 패킷의 목

적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및 적재 정보를 포함하는 관련부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패킷(510)은 그때 데이터 패킷

이 식별된 VPN 그굽의 멤버간의 트래픽인지를 결정하는 VPN 유니트에 의해 조사된다. VPN 유니트(520)는 도 3에 

관련하여 전술된 패킷 처리 절차에 따라 패킷을 처리하고, 결과적인 패킷은 패킷(530)으로 설명된다. 패킷(530)은 데

이터 패킷의 목적 및 소스 어드레스를 여전히 식별하지만, 잔여 패킷은 암호화 되고, 선택적으로 압축된다.

아웃바운드(out bound) VPN 유니트에 의한 처리에 뒤따라, 데이터 패킷은 인터넷을 통해(550)으로 전달되며, 목적 

및 소스 정보는 패킷이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취하는 경로를 인터넷의 관련루터로 식별한다. 패킷은 

데이터 패킷(530)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패킷(540)으로서 목적 사이드의 엣지(edge)에 인터넷에서 나타난다. 

패킷은 수신 VPN 유니트(550)에 의해 '디프로세스'되고, 상기 유니트(550)는 목적지(570)에서 수신 사이트의 관련된

루터를 통해 최종 목적지로 전송하기 위해 원 패킷을 형태(560)내로 재저장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가상 사설망에 대한 본 발명의 접근 방식은 데이터 패킷의 선택적인 압축 뿐만 아니라 암호화 및 

인증기술도 지원한다. 인증에 다른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전송에 관련한 키 관리를 위한 한 이머징(emergiug) 표준

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키 관리(SKIP)라 칭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의 선 마이크로어패러투스 인

코포레이티드사에 양도된 미국 특허 제 5,588,060 로에 기술되어 있다. SKIP를 이용한 인증 데이터 전송은 터널 모

드라 칭하는 데이터 전송 모드를 지원한다. 도 5에 관해 전술된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 및 소스 어드레스가 인터넷을 

통과하는 데이터 패킷으로 나타내는 동작의 전송 모드를 설명한 것이다. 터널 모드에서, 부가된 보안의 정도(added 

measure of security)는 단지 VPN 유니트에 대한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를 식별하는 다른 패킷내에 전체 데이터 패

킷을 밀폐시킴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전송시 최종 소스 및 목적 어드레스를 숨긴다.

도 6은 터널 모드를 활용하여 소스(600)에서 목적지(670)으로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의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한 것이

다. 이런 동작 모드에서, 데이터 패킷(610)은 결과패킷(630)을 생성시키는 아웃바운드 VPN 유니트(620)에 의해 처

리된다. 결과패킷(630)은 패킷의 데이터 적재 뿐만 아니라 종단국의 목적 및 소스 어드레스도(선택적으로) 암호화 하

고, 압축한다. 밀폐된 패킷에는 그때 부가적인 헤더가 제공되는데, 상기 헤더는 패킷의 소스가 아웃바운드 VPN 유니

트(620)이고, 목적지가 인바운드 VPN 유니트(650)임을 식별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패킷(640)은 소스와 어드레스 정보 및 밀폐된 적재 데이터에 대해 패킷(630)과 동일하

다.

패킷은 목적지(670)로 전달하기 위해 (660)에서 원 데이터 패킷을 재구성하도록 인바운드 VPN 유니트(650)에 의해 

분해된다.

본 발명의 전체 구조는 튼튼하다.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 스페이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진(proprietary) 

데이터 통신을 편리하게 한다. 본 발명의 구조는 또한 각 트랜잭션의 끝에서 VPN 유니트가 관련 프로토콜을 지원하

는 한 광범위한 압축,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이 구현되게 한다. 본 발명은 또한 기업 방화벽(firewall)과 같은 전통적 인

터넷 보안 메카니즘과 제휴하여 작업할 수 있다. 방화벽은 주어진 사이트에서 VPN 유니트와 직렬로 동작하거나, 병



등록특허  10-0431956

- 6 -

렬 방화벽 및 VPN 유니트 보안 기능을 제공할 VPN 유니트를 가진 단일 박스내에 지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상 사설망 유니트에 대한 아키텍쳐

전술한 것은 가상 사설망을 구현하는 기능성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상 사설망 유니트 

구현 및 하드웨어 아키텍쳐가 기술된다. 도 7에서, 가상 사설망 유니트(700)에 대한 일반적인 블록도가 설명된다. VP

N 유니트(700)의 일반적인 아캐택쳐는 본질적으로 특별히 맞춘 퍼스날 컴퓨터(pc) 장치의 아키텍쳐이다. VPN 유니

트(700)의 전체동작은 중앙처리 유니트(CPU)(705)에 의해 구동되고, 이는 장치 버스(710)를 통해 장치의 다른 부품

과 통신하도록 결합된다. VPN 유니트(700)에 대해 설명된 일반적인 구조에서, 메모리 장치(720)는 또한 장치버스(7

10)상에 상주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본 기술의 통상의 숙련자는 물론 각종 메모리 구성이 구현될 수 있고, 그중 얼마

는 메모로 장치(720)로 더욱 고속 처리율을 위한 전용 메모리 버스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알게된다.

VPN 유니트(700)는 사이트의 로컬 영역망과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간의 중간 소자인 것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VPN 유니트(700)는 VPN 유니트(700)를 인터넷 또는 다른 공중망 스페이스에 결합하기 위해 I/O 제어기(73

0)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I/O 제어기(740)는 VPN 유니트(700)를 위치의 엣지 루터에 결합하기 위해 

제공된다. 전술된 기능요건에 따르면, VPN 유니트(700)는 사이트의 루터 및 인터넷간에 상주한다. 이런 구현에서, I/

O 제어기(740)는 VPN 유니트(700) 및 사이트에 대한 루터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책임이 있다.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 따르면, VPN 유니트(700)는 사이트의 로컬 영역망 및 그의 루터간에 배치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I/O 제어

기(730)는 VPN 제어기(700) 및 루터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I/O 제어기(740)는 VPN 유니

트를 로컬 영역망에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이런 선택적 실시예에서, 데이터 패킷 전송은 아마 전술된 바

와 같이 공중망 스페이스 IP 전송보다는 오히려 로컬 영역망의 망 플토콜 표준에 따라 조절될 필요가 있다. 어느한 경

우에, VPN 유니트(700)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는 2개의 I/O 제어기(730 및 740)가 I/O 제어논리(750)를 통해 장치버

스(710)를 거쳐 통신하도록 결합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구조에 따르면, I/O 제어논리(750)는 도래 및 유출하

는 데이터 패킷을 위한 장치버스로 액세스를 중재하고, 데이터 접속을 위해 필요한 처리율을 확실하게 할 책임이 있

다.

전술된 바와 같이, 데이터 패킷이 VPN 유니트(700)에서 수신될 시에, 아웃바운드인지 인바운드인지, 원시 및 목적 

어드레스가 동일한 VPN 그굽의 멤버를 나타내는지의 여부에 관해 데이터 패킷의 헤더를 조사함으로써 결정이 행해

진다. 일 실시예에 관한 결정은 조사표의 질의(interrogation)를 필요로 하며, 이는 그룹 멤버간에 교환되는 데이터 패

킷에 대한 각종 처리 파라미터 및 그룹 멤버 뿐만 아니라 VPN 유니트(700)에 의해 서비스된 각종 VPN 그룹에 아이

덴티티(identity)를 유지시킨다. VPN 유니트(700)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르면, 이런 질의는 메모리 장치(720)에 유지

되는 조사표를 참조로 CPU(705)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지원된 VPN 그룹의 멤버간에 전송되는 패킷으로서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압축 및 압축해제기능과 

암호화 및 해독기능이 그런 데이터를 위해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VPN 유니트(700)의 규조

는 장치버스(710)를 통해 나머지 장치와 통신하도록 결합된 압축엔진(engine)(760)과, 장치버스(710)에 유사하게 결

합된 암호화 엔진(77)을 포함한다.

패킷밀페 헤더를 생성시키는 전술된 각종 키 관리 프로토콜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세싱은 CPU(705)

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패킷은 CPU(705)내에서나, 메모리 장치(720)의 지정된 메모리 장소에서 어셈블된다. 선

택적으로, 그런 키 관리 프로토콜 또는 다른 패킷 처리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VPN 유니트(700)내에 

논리가 포함될 수 있다.

최종으로, 선택적 I/O 소자(78)가 I/O 제어 논리(790)를 통해 VPN 유니트(700)에 인터페이스될 수 있는 VPN 유니

트(700)의 구조가 도시된다. 이는 프로세서를 제어하거나, VPN 유니트(700)와 통신할 필요가 있는 다른 통신소자에 

접속경로를 제공하도록 직접 키보드 액세스를 함으로써 유니트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VPN 유니트의 한 구현을 위한 더욱 상세 블록도가 설명된다. VPN 유니

트(800)의 구현된 실시예에서, 100MHz 인텔 486 D¡4인 마이크로 프로세서(805)에 의해 구동되는 구조가 기술된다.

이런 구성을 위한 장치 버스는 장치의 다른 부품이 결합되는 VSIA 버스(810)이다.

이런 경우의 메모리 장치는 고속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820)의 다수의 뱅크(bank)에 의해 공급된다.

이런 구현된 실시예에 따르면, 옵티 코포레이션사로부터의 PC 칩 세트 구현은 장치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82

5)에서 제공된다. 옵티 칩 세트는 486 D¡4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장치 제어기 기능성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다른 주변

부가 장치에 결합될 수 있는 선택적 ISA 버스(828)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활용될 수 있다.

구현된 VPN 유니트(800)에서, 공중망 스페이스(830)에 대한 I/O 접속은 DB-25 커넥터를 가진 일련의 다중 프로토

콜 송수신기에 의해 제공된다. 마찬가지로, 유니트의 사설망 사이드에 대한 접속은 부가적인 다중-프로토콜 송수신기

및 부가적인 DB-25 커넥터를 통해 제공된다.

공중 및 사설망에 대한 I/O 접속은 VPN 유니트(800)에 대한 데이터 패킷의 전송 및 수신을 위한 다수의 입력 및 출력

버퍼를 포함하는 이중-포트 SCC(845)를 통해 조절된다. 데이터 패킷 I/O 제어기는 FPGA 제어 및 글루 논리(850)를

통해 VSIA 버스(810)에 결합된다.

구현된 VPN 유니트(800)에 대한 압축 엔진은 STAC칩 9710 압축 엔진(860)을 이용하여 STAC 압축 알고리즘의 구

현으로 제공되며, 상기 엔진(860)은 SRAM(865)의 전용 뱅크에 결하되어, 그의 프로세싱을 지원한다. 최종으로, 구현

된 실시예에서, 암호화 엔진은 DES 엔진(870)에 의해 제공되는데, 상기 엔진(870)은 오프-더-셀프(OFF-THE-SHE

LF) 특정 집적회로 구성이나, VPN 유니트(800)의 동작에 따라 동작하도록 설계된 상기 구성 중 어느 하나에서 구현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압축 엔진 또는 암호화 엔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805)상에서 가동

하는 소프트웨어 루틴이나 다른 일반적-목적 처리 논리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다른 선택적 실시예는 고속으로 동작

하는 차세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머징 PCI 버스표준과 같은 서로 다른 장치 버스의 구현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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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할 수 있다. 본 분야의 통상의 숙련자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선택적인 각종 실시예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설망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공중망 스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 사설망을 구현하는 프로토콜 및 

아키텍쳐가 기술되었다. 본 발명이 일례의 구현된 실시예에 대해 기술되었지만, 본 기술의 숙련자는 본 발명에 대한 

각종 대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측정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상 사설망 그룹의 멤버간에 보안 데이터를 통신하는 장치로서,

상기 가상 사설망 그룹의 멤버간에 데이터 패킷을 수신 및 전송하는 입력/출력(I/O)회로,

상기 I/O 회로와 통신하여, 시스템의 부품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압축하고,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압축해제하는 압축엔진,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 하고,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는 암호화 엔

진,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상기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 패킷의 프로세싱을 제어하고, 데이터 패킷이 상기 가상 사

설망의 멤버간에 전송됨을 결정하며, 그리고 상기 가상 사설망에 대한 예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결정하는 중앙 처리 유니트(CPU) 및,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상기 가상 사설망의 멤버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상기 예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소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O 회로는,

상기 장치를 사이트 사설망에 결합하는 사설 I/O 포트,

상기 장치를 공중망 스페이스에 겨합하는 공중 I/P 포트 및,

상기 스스템 버스와 통신하고, 상기 사설 및 공중 I/O 포트에 결합되어, 상기 가상 사설망의 상기 멤버 및 상기 장치간

에 데이터 패킷 흐름을 제어하는 I/O 제어 논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키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에 대한 밀폐 헤더를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키 관리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키 관리(SKI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엔진은 DES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 특정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엔진은 상기 예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DES 암호화 또는 3배-DES 암호화를 수행하는 응용 특정 집적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엔진은 LZW 압축을 수행하기 위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그룹의 멤버 및 상기 장치에 의해 지원된 모든 가상 사설망 그룹을 식별하는 조사표를 포함하는 

데, 상기 멤버는 제각기 망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되고, 단일 망 어드레스는 다수의 그룹의 멤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데이터 통신 장치.

청구항 9.
가상 사설망 그룹의 멤버간에 데이터 패킷을 안전하게 교환하는 장치로서,

제 1 사이트에서 제 1 망 어드레스를 가진 제 1 컴퓨터,

상기 제 1 사이트와 관련되어, 공중망을 통해 상기 제 1 컴퓨터에서 발신하는 데이터 패킷을 루트하는 제 1 루터,

상기 루터 및 상기 공중망 간에 배치되어, 가상 사설망 그룹 데이터 트래픽을 식별하고, 상기 가상 사설망 유니트에 

의해 유지된 패킷 조작 규칙에 따라 상기 데이터 트래픽을 조작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트래픽을 안전하게 하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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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설망 유니트,

제 2 사이트와 관련되어, 상기 제 2 사이트를 공중망에 결합하는 제 2 루터,

상기 제 2 루터 및, 상기 제 2 사이트로 예정된 망 트래픽을 인터셉트하는 공중망간에 배치되어,

가상 사설망 그룹 트래픽을 검출하고, 원 패킷 데이터를 복원시키는 제 2 가상 사설망 유니트와,

상기 제 2 사이트에서, 제 2 망 어드레스를 가져,

상기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컴퓨터를 구비하는데,

상기 제 1 및 2 가상 사설망 유니트는,

상기 가상 사설망 그룹의 멤버간에 데이터 패킷을 수신 및 전송하는 입력/출력(I/O) 회로,

상기 I/O 회로와 통신하여, 상기 장치의 부품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 버스,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압축하고,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압축해제하는 압축 엔진,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하고, 인바운드 데이터 패킷을 해독하는 암호화 엔진,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상기 장치에 의해 데이터 패킷의 프로세싱을 제어하고, 데이터 패킷이 상기 가상 사설

망의 멤버간에 전송됨을 결정하며,

그리고, 상기 가상 사설망에 대한 예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상기 데이터 패킷에 대한 데이터 흐름을 결정하는 중앙처

리 유니트(CPU) 및,

상기 시스템 버스와 통신하여, 상기 가상 사설망의 멤버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상기 예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메

모리 소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I/O 회로는,

상기 장치를 사이트 전용망에 결합하는 전용 I/O 포트,

상기 장치를 공중망 스페이스에 결합하는 공중 I/P 포트 및,

상기 스스템 버스와 통신하고, 상기 사설 및 공중 I/O 포트에 결합되어, 상기 가상 사설망의 상기 멤버 및 상기 장치간

에 데이터 패킷 흐름을 제어하는 I/O 제어 논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CPU는 키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아웃바운드 데이터 패킷에 대한 밀폐 헤더를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키 관리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간단한 키 관리(SKIP)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엔진은 DES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 특정 집적 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엔진은 상기 예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DES 암호화 또는 3배-DES 암호화를 수행하는 응용 특정 집적회

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엔진은 LZW 압축을 수행하기 위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그룹의 멤버 및 상기 장치에 의해 지원된 모든 가상 사설망 그룹을 식별하는 조사표를 포함하는 

데, 상기 멤버는 제각기 망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되고, 단일 망 어드레스는 다수의 그룹의 멤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패킷 교환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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