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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 인식 및 분석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네트워크의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는 트래픽의 분류에 의하여, 그 분류의 기능으로서 각 트래픽 흐름에 대하여 적응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방화벽에서의 예에서, 보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특성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의
존하도록 설정된다.

다른 예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장비는 시나리오들을 서술하는 복잡한 법칙들의 기능으로서 데이터에 우선권들을
할당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들과 접속들 내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들 사이에 일치는 이러한 접속들을 분류하는 기술들
을 사용한다.

다른 예로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는 특정 포인트에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측정 및 제어하는 통계를 생산한다. 이는 이
러한 포인트를 통해서 이동하는 다양한 스트림들의 분류 및 인식을 요구한다.

다른 예로서, 다양한 스트림들을 분류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하여 과금하는 것에 유용한 바, 이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오디
오, 비디오, 전자 메세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조회 타입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금을 보증하기 위하
여, 이러한 서비스들의 사용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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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들을 제어 및 관리하는 동작들은 네트워크에 걸쳐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들을 발생하는 다양한 발신자들과 수신
자들 사이에 접속들의 분류를 요구한다. 이는 파워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류 방법들을 요구한다.

기술 분야의 공지된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 패킷 관측 임무는 이러한 데이터 패킷들을 발생하는 접속들을 통과하는 프록시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의 노드에 할당된다.

특허 출원 WO 0101272는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절차 및 장치가 개시된다. 분석된 데이터 패킷들의 소정
의 필드들에 적용되는 패턴 인식 기술들(또한 패턴 매칭이라고도 알려진)이, 이전에 인식된 프로토콜이 이어지는 프로토콜
또는 프로토콜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식될 필드들 및 패턴들 또는 값들을 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서, 접속
프로토콜 스택에서 이전에 식별된 프로토콜에 이어지는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명백한 프로토콜들 중에서는, 패킷 해더가 프로토콜 스택에서 후속하는 프로토콜이 예를 들어 LLC 프로토콜인지
또는 IP 프로토콜인지를 가능하게는 그의 버전과 함께 명시하는 이서넷 프로토콜이 발견된다. 유사하게, IP 프로토콜 하에
서 패킷 해더가 프로토콜 스택에서 후속하는 프로토콜이 예를 들어 TCP UDP 또는 ICMP 프로토콜인지를 명시한다.

암시적 프로토콜의 인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프로토콜이 프로토콜 스택에서 앞선 프로토콜 헤더에 의하여 정의되는 방
식으로 명시적으로 식별가능하지 않은 경우 암시적이라고 언급된다. 접속을 중심으로 하여 이동하는 패킷의 흐름과 함께
실시간 스캐닝으로 컴파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인트캐스트(PointCast) 또는 카자(Kazaa)와 같은 다양한 응용-레벨 프
로토콜들에 대한 경우로서, 접속의 프로토콜 스택에서 그들을 사용은 종전의 교섭(negotiation)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
되는 접속들의 콘텐트에 의존한다.

HTTP, 텔렛(Telnet), FTP 프로토콜과 같은 특정한 공지된 프로토콜들이 오늘날 명시적 그리고 암시적 프로토콜들의 경
계에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TCP 프로토콜 헤더를 고려하는 보전된 포트 넘버, 예를 들어 HTTP 프로토콜에 대응하
는 넘버 80, 텔렛(Telnet)에 대응하는 넘버 23, FTP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넘버 21이 제한된 방식으로 전송될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지 표시를 제공하는 경우, 명시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스테이
션은 TCP하에서, 서버 스테이션이 상기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에 응답하도록 허용하는 피어(peer) 접속에 동적 포트 수를
할당함으로써, 서버 스테이션과의 HTTP 조회(enquiry) 접속을 설정하기 위하여 포트 넘버 80을 사용한다. 본 장에서, 조
회 접속의 콘텍스트에 관련된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서버 스테이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한 피어 접속을 거쳐서, HTTP
프로토콜의 명시적인 본질이 포트 넘버의 동적 할당을 통해서 경감된다. 또한, 오늘날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하여금 서
버 스테이션에 앞서서 HTTP 조회 접속에 대한 넘버 80과 다른 포트 넘버와 교섭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HTTP 프로토콜은 명시적이라기 보다는 암시적이다. 이는 다른 프로토콜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FTP 프로토콜 하
의 조회 접속은 파일들의 실제적 전송에 대한 동적 접속들과 다른 공지된 방식으로 조회 접속 및 전송의 제어에 사용되는
피어 접속을 발생한다. 상기 동적 접속 또는 발생된 접속들 내에서, 포트 넘버들은 FTP 프로토콜을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TCP 하에서 포트 넘버 필드에 필터들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된 방식으로 전송되는 프로토콜
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프로토콜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또다른 문제점은 그 구현들이 사용의 아키텍쳐를 통해서 그리고 신규 프로토콜들의 잇따른
생성을 통해서 모두 변화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들 이서넷, IP, TCP, 텔렛의 순서화된 시퀀스(ordered sequence)를 스택함으로써 텔렛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기존의 아키텍처가 공지되어 있다. 로밍을 관리하는 다른 아키텍처들이 프로토콜들 이서넷, IP, TCP, HTTP, 텔
넷 또는 이서넷, IP, IP, TCP, HTTP 텔넷의 순서화된 시퀀스를 스택함으로써 가능하다.

종래 기술의 시스템은 기존의 또는 신규 프로토콜들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식별하는데 종속성 링크들에 의하여 결정된
필드들에서 패턴들의 인식에 근거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의 또는 신규 프로토콜들 사이의 종속성 링크들을 수정함으로써
아키텍처의 프로토콜 변경들에 순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단점은 특히 스케줄되지 않은 프로토콜 아키
텍처에 따라서 설정된 접속들을 가지는 임의의 대립이 효율성을 이유로 재구성을 요구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특히 명
백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으로 각각 명명된 프로토콜들을 사용하는 통신 네트
워크들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검출된 접속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방법은:

- 사용가능한 각각의 프로토콜 네임을, 검출된 접속에서 전달되는 정보들로부터 상기 네임에 의하여 명명되는 프로토콜의
결정적 정보를 인식하도록된 프로토콜 자기인식자 매카니즘과 관련되는 단계와,

- 각기 소위 파더(father) 프로토콜로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이 소위 선(son) 프로토콜로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
임들의 비공백 또는 공백 리스트에 관련되는 단계와,

- 컴퓨팅 커널이 소위 베이스 프로토콜 네임으로 개시되는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를 포함하도록 된
제 1 데이터 구조를 검출된 각 접속과 관련시키는 단계와,

- 검출된 각 접속에 대하여, 선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를 통하여,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전달된 정보로부터 결정적 정
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색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네임이 발
견된 경우에는 상기 선 프로토콜 네임을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끝에 부가하고, 선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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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전달된 정보로부터 결정적 정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순서화된 시
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다시 검색함으로써; 상기 컴퓨팅 커널이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
하는 단계와,

- 상기 순서화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선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전달된
결정적 정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
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컴퓨팅 커널이 검출된 분류된 접속을 선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 및 각기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에 관련된 상기 사용가
능한 프로토콜 리스트들은 상기 방법이 아키텍처의 임의의 변경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모듈 방식(modularity)을 제공한
다. 파더 프로토콜과 선 프로토콜 사이에 신규의 가능한 종속성 링크를 생성하는 아키텍처들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선 프
로토콜 네임을 상기 파더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 리스트에 부가한다. 신규의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신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의 네임에 관련된 신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을 시스템에 부가하기에 충분하다. 그 후 접속의 분
류는 상기 마지막 프로토콜이 파더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각 단계에서, 사용된 프로토콜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의 점진적인
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분류는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프로토콜들 중 마지막인 파더 프로토콜에 대하
여 사용된 선 프로토콜을 발견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 종료된다.

암시적 본질인 선 프로토콜 네임을 유리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전달된 정보를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
즘들 중 하나가 결정적 정보의 인식을 주장할 때까지, 또는 어떤 자기식별자 매카니즘도 결정적 정보의 인식을 주장할 수
없을 때까지, 선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로부터의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커니즘 각각에 부가한다.

관련된 선 프로토콜의 랭귀지의 법칙을 구비하기 때문에,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제출된 정보가 이러한 랭귀지에 속
하는지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유리하게 암시적 본질인 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파더
프로토콜의 결정적 정보 중에서 상기 선 프로토콜의 네임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전달된 정보를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
지막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출한다.

관련된 파더 프로토콜의 랭귀지의 법칙을 구비하기 때문에,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제출된 정보 중으로부터 상기 선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가 응용 레벨에까지 완료된 경우, 관련된 접속이 응용 레벨의 타입에 의하여 분류된다. 이에 의하여
방화벽이, 예를 들어, 파일 전송 타입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웹 기반 브라우저 타입(World Wide Web에 대한 WWW)
의 접속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해진다.

특정한 방식으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컴퓨팅 커널에 의하여 현재의 서명에 통합된 상기 결정
적 정보,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 중에서 찾는 방식으로, 전달된 정보 모두 또는 일부를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낮은
랭크의 네임들 중 하나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출함으로써, 검출된 각 접속에 대하여 현재의 서
명을 공식화한다.

프로토콜 스택 이미지를 구성하는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상기 낮은 랭크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네트워크 및 전송 레벨
계층들에 대응한다. 상기 서명은 각 접속을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그리고 같은 응용 타입의 접속들에서의
그러한 구별은 예를 들어 방화벽이 특정한 컴퓨팅 장비의 특정 부분으로부터/에 파일 전송 타입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예를 들어 네트워크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장비에 의하여 개시되거나 서버 장비의 특정 부분에
대해 목적된 웹 기반 브라우저 타입의 접속 량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컴퓨팅 커널이 제 1 데이터 구조 각각과 상기 관련된 접속에 대하여 공식화된 현재의 서명과의
사이에 제 1 연관 일치(associative correspondence)를 설정함으로써 제 1 테이블에서 제 1 데이터 구조 각각을 분류한
다.

상기 서명에 의하여 제공되는 다른 기술적 효과는 상기 컴퓨팅 커널이 전달된 정보가 부수적인 매카니즘에 의하여 함께 그
룹화되지 않고 분리되는 경우, 상기 데이터 구조의 구성 동안 하나의 그리고 같은 접속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별개의 접속들은 실제로 하나의 그리고 같은 시맨틱 흐름에 속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피어 접속 및/또는 동적 접속들
의 경우이다.

특히 유리한 방식으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제 1 테이블에 현재의 서명들 각각과 소스 표시자들이 현재 서명의 목적
지의 표시자들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 표시자들이 현재 서명의 소스의 표시자들인 피어 서명과의 사이에 제 2 연관 일치를
설정한다.

또한,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 상기 컴퓨팅 커널은 각기 동적 접속 프로토콜 네임을 검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데이터에서의 순서화된 시퀀스의 사용
된 프로토콜 네임들을 가로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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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검출된 동적 접속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후속적인 동적 접속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고, 만일 후속하는 접속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소위 베이스 프로토콜 네임에서 시작하는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 포함하도록 고안된 제 2 데이터 구조에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검출된 상기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전달된 정보를 제출한다.

상기 제 2 연관 일치 및/또는 상기 제 2 데이터 구조는 검출하기 전에도 하나의 그리고 같은 시맨틱 흐름의 접속들에 어드
바이스하고, 이러한 같은 시맨틱 흐름의 검출된 접속들 중 하나에서 전달된 정보에 근거하여 하나의 그리고 같은 시맨틱
흐름의 복수의 접속들의 분류를 완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인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제 2 데이터 각각과 검출된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
에 의하여 공식화된 잠재적인 서명과의 사이에 연관 일치를 설정함으로써 제 2 테이블에 각 제 2 테이블 구조를 분류한다.

또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또한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는 바, 이는

-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이 포함되는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들을 검색
함으로써,

- 잠재적인 서명이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 2 데
이터 구조에 의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산된 분류들을 이용하는 다른 시스템들의 보다 좋은 반응성을 허용하고 및/또는 방법을 실행하는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
리 리소스들의 필요한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실행되기 위하여, 접속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하기와 같이 개
선되는 바:

-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전달되는 유용한 정보가 충분할 때마다 현재의 서명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공식화하기 위
하여, 전달된 유용한 정보를 검출될 접속들 내에서 상기 컴퓨팅 시스템을 통하여 통과하는 데이터 패킷들에 모으고,

-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서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달된 유용한 정보를 모음으로써, 상
기 제 1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접속을 검출하도록, 그리고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
에 대하여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출된 접속에 신규한 제 1 데이터 구조를 관련
시키도록, 그리고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
또는 계속하도록 공식화된 현재의 서명을 사용한다.

큰 사이즈의 패킷들이 보다 작은 사이즈의 패킷들로 분해될 것이므로, 데이터 패킷에서 모아지는 유용한 정보가 서명을 공
식화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다.

상기 방법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컴퓨팅 커널은 유용한 정보가 현재의 서명을 공식화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하나
의 그리고 같은 접속에 맴버쉽의 링크들을 포함하는 유용한 정보 사이에 연관 일치를 설정함으로써 제 2 테이블에서 상기
유용한 정보를 분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하기의 바람직한 예시적인 실시예들의 설명을 읽음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프로토콜 그래프의 메모리에서의 가능한 표현을 도시한다.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1에서, 어레이(101)가 001 부터 021로 구별된 각 행에서 열(102)에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을 포함하고, 상기 행의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대응하는 행에서, 리스트는 각기 열(102)의 각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에 연관되고, 열의 프로토
콜 네임이 파더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 열(105 내지 110)에서는 열들의 수가 제한되지 않고, 각 리스트는 여기서 그의 프
로토콜 네임이 열(102)에 표시되는 어레이의 행에 대한 포인터에 의하여 설정되고, 이에 의하여 선 프로토콜들이 된다.

예를 들어, 행(001)은 소위 베이스 프로토콜로 식별되는 네임(Base)을 포함하는 바, 베이스 프로토콜은 예외적으로 실제
로 접속들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이 아니고 반면에 선 프로토콜들의 모든 리스트들의 점차적인 연속
(concatenation)으로 구성되는 프로토콜 그래프 탐색을 개시하는데 사용가능한 루트(root) 프로토콜이다. 선 프로토콜 네
임들 중 네임(Base)에 관련된 리스트는 물리적-계층 프로토콜들인 이서넷, ATM, PPP의 프로토콜 네임들을 포함하고, 처
음의 네임은 접속들에 실제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열(105)에서 포인터는 행(002)을, 열(106)에서 포인터는 행(003)을,
열(107)에서 포인터는 행(004)을 가르킨다.

행(002)에서, 네임(Ethernet)에 관련된 리스트는 선 프로토콜 네임들 중 행(005, 007, 008)에서 개별적으로 포인터에 의
하여 각기 지시되는 LLC, Ipv6, Ipv4인 프로토콜들의 네임들을 포함하고, 이는 개별적으로 열(105, 106, 107)에 위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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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005)에서, 네임(LLC)에 관련된 리스트는 선 프로토콜 네임들 중 행(006, 008)에서 개별적으로 포인터에 의하여 각기
지시되는 STP, Ipv4인 프로토콜들의 네임들을 포함하고, 이는 개별적으로 열(105, 106)에 위치된다.

행(006)에서, 네임(STP)에 관련된 리스트는 공백이다. STP의 프로토콜 네임은 프로토콜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바, 즉 이
러한 파더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선 프로토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행(007)에서, 네임(Ipv6)에 관련된 리스트는 선 프로토콜 네임들 중 행(007, 008, 009, 010, 011)에서 개별적으로 포인터
에 의하여 각기 지시되는 Ipv6, Ipv4, TCP, UDP 및 ICMP인 프로토콜들의 네임들을 포함하고, 이는 개별적으로 열(105,
106, 107, 108, 109)에 위치된다. 상기 네임(Ipv6)은 파더 프로토콜의 네임 및 선 프로토콜의 네임 모두라는 것이 주목된
다. 이는 네트워크 터널을 생성함으로써 공지된 방식으로 로밍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계층 위에
네트워크 계층을 위치시키는 가능성을 명시한다. 상이한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계층이, 예를 들어 호환가능한 Ipv4 네트워
크 위에 Ipv6 접속들이 통과되기 위하여 형성되는, 네트워크들 사이의 호환성에서의 곤란성을 관리하도록 네트워크 계층
위에 또한 위치될 수 있다.

열(103)은 각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상기 프로토콜이 명시적인지 또는 암시적인지 여부, 즉 선 프로토콜과 같은 상기 프
로토콜이 곧바로 파더 프로토콜에 의하여 명시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표시자를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행(103) 내의 표
시자는 네임(Base)의 프로토콜이 파더 프로토콜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루트 타입의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열(104)은 각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상기 프로토콜이 동적 접속들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다른 표시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행(012)에서 FTP 프로토콜에 대한 경우 또는 행(013)에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경우이다.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열(102)에 나타나는 각기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다. 각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연관
된 프로토콜 네임에 의하여 컴퓨팅 커널에 의하여 활성화되도록 고안된다. 각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자기식별자 매카니
즘이 관련된 네임을 가지는 프로토콜의 랭귀지에 따르는 법칙들의 형태로 고안된다. 추론 기구(inference engine)에 의하
여,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컴퓨팅 커널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터의 패킷으로부터 검색되도록 고안되고, 이는 컴퓨팅
커널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는 법칙들을 만족한다. 공지된 방식에서, 법칙은 전조 부분과 동작 부분으로 구성되고, 동작
부분은 상기 법칙이 활성화되고 상기 전제 부분이 만족되는 경우 응답을 발생한다.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의 추론 기구는 컴
퓨팅 커널에 의한 데이터 패킷들의 연속적인 입력과 함께 법칙의 전제부를 점차 만족하도록 고안되고, 이는 동작 부분이
상기 제출 각각에 따라서, 상기 전제 부분의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만족에 각기 따르는 부정, 불확실 또는 긍정 타입에
응답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도 2에서, 각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단계(1000)에서, 컴퓨팅 시스템이 물리적 레벨에서 네트워크로부터 변환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 상기 물리적 레벨에서, 검출되는 모든 접속들은, 예를 들어 이서넷 타입(IEEE 802 표준서), ATM 타입(비동
기전송 방식:Asynchronous Transfer Mode) , PPP 타입(점 대 점 통신 규약: point-to-point protocol) 또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물리적 레벨의 컴퓨팅 시스템의 커플러(coupler)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통과한다. 이러한 레벨에서, 컴퓨팅 시스템
은 물리적으로 상기 패킷들을 구성하는 비트들의 스트링을 구비한다.

단계(1001)에서, 컴퓨팅 커널은 패킷을 수신하는 물리적 연동장치에 의하여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
카니즘에 상기 패킷의 콘텐트를 제출함으로써 상기 패킷으로부터 서명(signature)을 추출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소스
표시자, 목적지 표시자 및 전송된 프로토콜 네임을 반환하기 위하여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을 요청한다. 상기 자기식별자 매
카니즘은 패킷에서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 예를 들어 이서넷 타입 물리적 커플러의 경우에서는 MAC 어드레스, ATM
타입 커플러의 경우에서는 가상채널식별자(VCI:virtual channel Identifier) 및 가상경로식별자(VPI: virtual path
identifier), PPP 타입 물리적 커플러의 경우에서는 호출 및 피호출 전화 번호를 인식하도록 고안된 필터들을 구비한다. 물
리적 레벨에서, 목적지 표시자는 컴퓨팅 시스템의 커플러의 물리적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것이란 점이 주목된다.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또한 전송된 프로토콜을 인식하도록 고안
된 필터들을 구비한다.

상기 자기식별 매카니즘으로부터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이 수신되면, 컴퓨팅 커널은 소스 식별자 및 목적지 식별자를 포
함하는 물리적 레벨 서명을 발생한다.

상기 네트워크 레벨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의하여 반환되는 전송된 프로토콜 네임에 의하여, 컴퓨팅 커널은 상기 패킷의
데이터를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출하고, 소스 표시자, 목적지 표시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송된 프로토콜 네임
을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패킷에서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 예를 들어 IP 프로토콜의 경우에서
는 IP 어드레스를 인식하도록 고안된 필터들을 구비한다.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본질이고,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또한 전송된 프로토콜을 인식하도록 고안된 필터들을 구비한다.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으로부터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을 수신하면, 상기 컴퓨팅 커널은 소스 식별자 및 목적지 식별
자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레벨 서명을 발생한다.

네트워크 레벨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의하여 반환되는 전송된 프로토콜 네임에 의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패킷의
데이터를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출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응하는 레벨의 서명을 발생하고, 자기식별 매카니
즘이 어떤 임의의 전송된 프로토콜 네임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그널링할 때까지 전술한 동작들을 반복한다.

컴퓨팅 커널은 각 레벨에 대하여 발생된 서명들을 연관시켜서 그 안에서 패킷이 전달되는 접속에 특유한 총괄적 서명을 획
득한다.

특정한 프로토콜들은 단편화(fragmentation)를 구현한다, 즉 패킷들을 하위 계층(lower-layer) 프로토콜들에 호환가능한
크기의 복수의 패킷들로 분할한다. 예를 들어, 고 계층(higher layer)의 프로토콜이 물리적 프레임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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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최대 사이즈(최대전송단위(MTU : maximum transmission unit) 보다 큰 사이즈의 패킷들을 조작하는 경우이다. 하
나의 그리고 같은 패킷의 프레그먼트에서, 본래 헤더는 모든 프레그먼트들을 상에서 전체적으로 재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따라서, 나타나는 패킷이 실제로 패킷의 프레그먼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접속에 특유한 서명을 발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IP 프로토콜 위의 UDP의 경우에서, UDP 프레그먼트는 UDP
헤더, 특히 서명 계산을 허용하는 소스 및 목적지 포트들을 포함하지 않은 채 나타날 수 있다.

단편화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 각각은 현재-패킷 사이즈보다 큰 완전한-패킷
(complete-packet) 사이즈의 표시를 인식하고 및/또는 완전한-패킷 복원 식별자를 인식하도록 고안된 적어도 하나의 필
터를 구비한다. 상기 복원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소스에 의하여 각 패킷 프레그먼트에 할당되는 시리얼 넘버이다. 상기 자
기식별자 매카니즘은 그 후 상기 단편화를 상기 컴퓨팅 커널 및 상기 복원 식별자에 시그널링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
기 완전한 패킷에 대한 총괄적 서명으로 단편화 레벨에까지 계산가능한 각 서명에 매치되는 연관 테이블을 사용한다. 따라
서, 상기 연관 테이블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패킷 또는 패킷 프레그먼트가 나타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대응하는 총
괄적 서명을 상기 패킷 또는 패킷 프레그먼트에 직접 관련시킨다.

이러한 방법이 구현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0)에서 패킷 엔트리에 의하여 검출된 접속에 대한 제 1 데이터
서명을 구성하기 위하여 단계(1001)에서 추출된 서명을 사용한다.

단계(1002)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1)에서 추출된 총괄 서명에 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접속들에 대한 연
관 테이블(1)을 통하여 검색한다. 이러한 검색을 돕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해시 함수(hash function)를 총괄적 서
명에 적용하여, 공지된 방법으로 해시 테이블에 의하여 일대일로 연관 테이블(1)의 행을 참조하여 해시 키를 계산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이 연관 테이블(1)에서 일치를 발견하면, 단계(1005)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계(1003)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단계(1002)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추출된 서명이 현재 접속들의 연관 테이블에 이미 카테고리화된
기존의 접속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단계(1003)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1)에서 추출된 총괄적 서명으로 검출된 접속의 일치를 설정함으로써 상기
연관 테이블(1)에 행을 생성한다. 검출된 접속에 대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생성된 행, 네임(Base)을 가지는 프로토콜에
서 시작하는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를 가지는 제 1 데이터 구조에서 개시한다.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
는 또한 어레이(101)의 열(105)의 전방인 열에 각기 할당된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트링을 또한 포함한다. 바이너리 변수들
의 이러한 스트링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프로토콜 네임을 열(102)에 포함하
는 어레이(101)의 행과 어레이(101)의 열(105)의 전방인 열의 교차부에서 있는 어레이(101)의 셀을 판독한다. 셀이 공백
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대응하는 랭크의 바이너리 변수 값을 1로 설정하여, 이러한 셀에 의하여 참조되는 프로토콜
네임의 사용에 대한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한다. 셀이 공백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대응하는 랭크의 바이너
리 변수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셀에 의하여 참조되는 프로토콜 네임의 사용에 대한 확률이 0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동시에, 상기 컴퓨팅 커널은 피어 접속의 소스 표시자 각각이 총괄적 서명에서 나타나는 대응하는 레벨의 목적지 표시자이
도록 그리고 상기 피어 접속 서명의 목적지 표시자 각각이 상기 총괄적 서명에 나타나는 대응하는 레벨의 소스 표시자이도
록, 피어 접속 서명을 계산한다. 그 후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피어 접속 서명에 일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기 위하여
상기 연관 테이블(1)을 검색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이 상기 연관 테이블(1)에서 상기 피어 접속 서명에 일치를 발견하면, 현재의 총괄적 서명과의 일치를 포
함하는 행과 상기 피어 접속 서명의 일치를 포함하는 행과의 사이에 상호 참조를 설정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이 상기 연관
테이블(1)에서 상기 피어 접속 서명의 일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피어 접속 서명과의 피어 접속 일치를 설정함으
로써 상기 연관 테이블(1)에 행을 생성하고, 그 후 상기 컴퓨팅 커널은 현재의 총괄적 서명과의 일치를 포함하는 행과 상기
피어 접속 서명과의 일치를 포함하는 행과의 사이에 상호 참조를 설정한다.

단계(1003)에 이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4)를 활성화한다.

단계(1005)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접속이 분류된 상태로 마크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상기 총괄적 서명과의 검출된
접속 일치를 포함하는 상기 연관 테이블(1)의 행을 조사한다.

상기 검출된 접속이 분류된 상태로 마크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6)를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4)를 활성화한다.

단계(1004)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단계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계속하고
구성한다.

단계(2000)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한편으로는 단계(1002)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단계(1003)에서 생성된 상기 연관 테
이블(1)의 행을, 다른 한편으로는 단계(1000)에서 수신된 패킷을 가리킨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지시된 행의 사용된 프로
토콜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의 끝에 위치되는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을 파더 프로토콜 네임으로서 판독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트링이 0이 아닌 값의 바이너리 변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검색한다. 모든 바이너리 변수들이 0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10)를 활성화한다. 적어도 하나
의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1)를 활성화한다.

단계(2001)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파더 프로토콜이 암시적 타입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상기 어레이(101)의 열(103)
을 검색한다. 상기 파더 프로토콜이 암시적 타입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4)를 활성화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상기 파더 프로토콜이 명시적 타입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2)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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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002)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패킷의 콘텐트를 파더 프로토콜 네임에 연관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전송하
고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 프로토콜 네임에 반환하도록 요청한다. 파더 프로토콜의 상기 자기식
별자 매카니즘은 제출된 패킷에 포함된 데이터, 상기 선 프로토콜의 인식의 법칙들에 적용되어, 상기 데이터가 전제들의
모두를 만족하기에 충분한 경우 상기 선 프로토콜 네임을 포함하는 응답을 상기 컴퓨팅 커널에 반환하고, 또는 상기 데이
터가 전제들의 모드를 만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부가적인 데이터를 기다리는 대기 응답을 반환한다.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의 응답의 수신시, 상기 응답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기다리는 대기 타입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
널은 단계(1004)를 종료한다. 상기 응답이 선 프로토콜 네임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3)를 활성화
한다.

단계(2003)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선 프로토콜 네임을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의 순서화된 시퀀스에 부가하고, 단계
(2003)에서 부가된 마지막 선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단계(2000)를 재활성화하고, 그 후 파더 프로토콜 네임을 구성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는 어레이(101)의 열(105)의 전방인 열에 각기 할당된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
트링을 포함한다. 단계(2000)를 재활성화하기 전에, 상기 컴퓨팅 커널은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프로토콜 네임을 열
(102)에 포함하는 어레이(101)의 행과 어레이(101)의 열(105)의 전방인 열의 교차부에서 위치된 어레이(101)의 셀 각각
을 판독한다. 셀이 공백인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대응하는 랭크의 바이너리 변수 값을 0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셀에 의
하여 참조되는 프로토콜 네임의 사용에 대한 확률이 0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파더 프로토콜이 명시적 타입인 경우, 즉 전송된 프로토콜을 명백한 방식으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
단계(2004)는 활성화된다. 단계(2004)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제 2 연관 테이블(2)을 검색하여, 현재의 서명과 상기 제
1 연관 테이블(1)에 카테고리화된 시퀀스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제 1 순서화된 시퀀스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네임들의 제 2
순서화된 시퀀스와의 사이에 일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는다. 상기 컴퓨팅 커널이 테이블(2)에서 제 2 순서화된 시퀀스
를 찾는 경우, 단계(2005)를 활성화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6)를 활성화한다.

단계(2005)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순서를 유지하면서, 상기 제 2 순서화된 시퀀스로부터 파더 프로토콜에 이어지는 네
임 또는 네임들을 검색한다. 그 후 컴퓨팅 커널은 연관 테이블(2)로부터 제 2 순서화된 시퀀스를 삭제하고 단계(2003)를
활성화한다.

단계(2003)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선 프로토콜 네임 또는 선 프로토콜 네임들을 그 순서를 유지하면서, 사용된 프로토
콜 네임들의 제 1 순서화된 시퀀스에 부가한다. 단계(2000)를 활성화하기 전에, 상기 컴퓨팅 커널은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
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 부가된 마지막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트링의 변수들을 설정한다.

단계(2006)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처음의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에서 시작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로부터 0이 아
닌 바이너리 변수의 스트링을 연속적으로 판독한다.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에 대응하는 랭크를 가지는 어레이(101)의 셀
로부터, 상기 컴퓨팅 커널은 소위 가능한 선 프로토콜 네임을 추론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데이터 패킷을 상기 가능한 선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출하고,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은 제출된 패킷이 상기 선 프로
토콜이 사용된 프로토콜인지를 명확한 방식으로 식별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한다.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으
로부터 응답 수신 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7)를 활성화한다.

단계(2007)에서,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선 프로토콜이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
(2003)를 활성화하고,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선 프로토콜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
은 단계(2008)를 활성화하고,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선 프로토콜이 아마도 사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상기 컴
퓨팅 커널은 단계(2012)를 활성화한다.

단계(2008)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현재의 바이너리 변수를 0으로 설정하여, 상기 선 프로토콜 네임이 사용된 프로토콜
의 네임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그 후 단계(2012)를 활성화한다.

단계(2012)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이전의 단계(2006)의 활성화를 야기했던 바이너리 변수 후에 0이 아닌 바이너리 변
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트링을 검색한다. 만일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가 존재하는 경
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12)에서 검출된 신규한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에 대하여 단계(2006)를 활성화한다. 만일
0이 아닌 바이너리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09)를 활성화한다.

단계(2009)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바이너리 변수의 스트링이 단지 0인 값만 포함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검색한다.
상기 바이너리 변수의 스트링이 단지 0 값만 포함한다면,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10)를 활성화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상기 바이너리 변수들의 스트링이 적어도 하나의 0이 아닌 값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2011)
를 활성화한다.

단계(2010)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에서 분류된 접속 상태를 마크하고, 그 후 단계(2011)를 활성
화한다.

단계(2011)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와, 현재 접속에 관련된 제 1 데이터 구조
에 포함된 바이너리 변수의 스트링을 가지는 피어 접속에 관련된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완료함으로써 피어 접속을 갱신
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그 후 단계(1004)를 종료한다.

단계(1004) 후에, 상기 컴퓨팅 커널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될 단계(1006)를 활성화한다.

단계(1006)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네임(Base)에 후속하는 프로토콜 네임으로 시작하는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
서화된 시퀀스의 프로토콜 네임을 연속적으로 고려한다. 상기 컴퓨팅 커널은 고려된 프로토콜 네임이 동적 접속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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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토콜에 대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열(104)을 검색한다. 상기 고려된 프로토콜 네임이 동적 접속을 발생하는
프로토콜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10)를 활성화한다. 상기 고려된 프로토콜 네임이 동적 접속을
발생하는 프로토콜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8)를 활성화한다.

단계(1008)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데이터 패킷을 상기 고려된 프로토콜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제
출하여, 제출된 데이터 패킷에서 동적 접속이 발생되는지를 검출했는지 여부를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질의하고, 만
일 그러하다면, 스케줄된 프로토콜 네임들과 발생된 동적 접속의 소스 및 목적지 식별자들을 반환한다.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스케줄된 프로토콜 네임들과 동적 접속에 대한 소스 및 목적지 식별자들을 반환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9)를 활성화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어떤 동적 접속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
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10)를 활성화한다.

단계(1009)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현재 접속에 관련된 제 1 데이터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단계(1008)에서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의하여 반환된 응답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접속에 관련된 제 2 연관 테이블(2)을 제 2 데이터 구
조에 부가한다.

단계(1010)에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후속하는 프로토콜 네임이 존재하
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후속하는 프로토콜 네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이러한 후속하는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단계(1006)를 재활성화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용된 프로토
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후속하는 프로토콜 네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단계(1000)에서 수
신된 패킷을 추출하여, 이러한 패킷은 그의 후속하는 목적지까지 그의 경로를 계속진행한다.

본 발명은 단계(1000)에서 패킷의 수신시마다 반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으로 각기 명명된 프로토콜들을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들에서 발신자
와 수신자 사이에 검출된 접속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 사용가능한 각각의 프로토콜 네임을, 검출된 접속에서 전달되는 정보들로부터 상기 네임에 의하여 명명되는 프로토콜의
결정적 정보를 인식하도록된 프로토콜 자기인식자 매카니즘과 관련되는 단계와,

- 각기 소위 파더(father) 프로토콜로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임이 소위 선(son) 프로토콜로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 네
임들의 비공백 또는 공백 리스트에 관련되는 단계와,

- 컴퓨팅 커널이, 소위 베이스 프로토콜 네임으로 개시되는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를 포함하도록 된
제 1 데이터 구조를 검출된 각 접속과 관련시키는 단계(1002, 1003)와,

- 검출된 각 접속에 대하여, 선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를 통하여,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전달된 정보로부터 결정적 정
보를 인식(2002, 2007)하기 위하여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색(2000)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네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선 프로토콜 네임을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끝에 부가(2003)하고, 선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네임을 발견(2009)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전달된 정보로부터 결정적 정
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다시 검색함으로써; 상기 컴퓨팅 커널
이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는 단계와,

- 상기 순서화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선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전달된
결정적 정보를 인식하기 위하여,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더 이상 발견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컴퓨팅 커널이 검출된 분류된 접속을 선언(2010)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들이 결정적 정보의 인식을 선언
(2007)할 때까지, 또는 어떤 자기식별자 매카니즘도 결정적 정보의 인식을 선언하지 못할 때(2012)까지 선 프로토콜 네임
들 리스트로부터의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 각각에 상기 전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
류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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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파더 프로토콜의 결정적 정보 중에서 상
기 선 프로토콜의 네임을 찾는 방식으로,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상기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전달
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4.

제 1항 내지 제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상기 컴퓨팅 커널에 의하여 현재의 서명에 통합된 상기 결정적 정보, 소스 및
목적지 표시자들 중에서 찾는 방식으로,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낮은 랭크의 네임들 중 하나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에 전달된 정보 모두 또는 일부를 제출함으로써, 검출된 각 접속에 대하여 현재의 서명을 공식화
(1001)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제 1 데이터 구조 각각과 상기 관련된 접속에 대하여 공식화(1001)된 현재의 서명과의 사이에 제 1 연
관 일치를 설정함으로써 제 1 테이블에서 제 1 데이터 구조 각각을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현재의 서명들 각각과 소스 표시자들이 현재 서명의 목적지의 표시자들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 표시자
들이 현재 서명의 소스의 표시자들인 피어 서명과의 사이에 제 2 연관 일치를 상기 제 1 테이블(1)에 설정(1003, 2011)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7.

제 5항 또는 제 6하에 있어서,

-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전달되는 유용한 정보가 충분할 때마다 현재의 서명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공식화(1001)
하기 위하여, 전달된 유용한 정보를 검출될 접속들 내에서 상기 컴퓨팅 시스템을 통하여 통과하는 데이터 패킷들에 모으고
(1000),

- 상기 컴퓨팅 커널은 상기 데이터 패킷들에서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달된 유용한 정보를 모음으로써
(1000), 상기 제 1 테이블에서 검색(1002)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접속을 검출하도록, 그리고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에 대하여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출된 접속에 신규한 제 1 데
이터 구조를 관련시키도록(1003), 그리고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제 1 데이터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 1 데이터 구
조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 또는 계속하도록(2000) 공식화된 현재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데이터 패킷에 모아진 상기 유용한 정보가 서명을 공식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기 컴퓨팅 커널은 유용한 정보가
현재의 서명을 공식화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하나의 그리고 같은 접속에 맴버쉽의 링크들을 포함하는 유용한 정보 사이에
연관 일치를 설정함으로써 제 2 테이블에서 상기 유용한 정보를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상기 컴퓨팅 커널은 각기 동적 접속 프로토콜 네임을 검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데이터에서의 순서화된 시퀀스의 사용
된 프로토콜 네임들을 가로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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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검출된 동적 접속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상기 컴퓨팅 커널은 후속적인 동적 접속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고, 만일 후속하는 접속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소위 베이스 프로토콜 네임에서 시작하는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에 포함하도록 된 제 2 데이터 구조에 관련시키는 방식으로 검출된 상기 네임에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
니즘에 전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10.

제 5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제 1 데이터 구조 각각과 상기 검출된 네임에 관련된 잠재적인 서명 사이에 제 2 연관 일치를 설정함으
로써, 제 2 테이블(2)에 제 2 데이터 각각을 분류하는(1009)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팅 커널은:

-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들이 포함되는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에서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들을 검색
(2004)함으로써,

- 잠재적인 서명이 현재의 서명에 대응하는 잠재적인 프로토콜 네임들의 순서화된 시퀀스가 존재하는(2005) 경우, 상기
제 2 데이터 구조에 의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완료함(2003)으로써,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더 구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접속 분류 방법.

요약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각 프로토콜에 대하여, 검출된 접속을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와, 소위 파더 프로토콜로 명명되는 각
기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에 관련된 소위 선 프로토콜들을 명명하는 사용가능한 프로토콜의 공백 또는 비공백 리스트들 사
이에서 그에 주어진 네이밍에 의하여 결정적인 데이터를 인식하는 자기 식별 매카니즘을 구비한 네크워크 정보를 사용한
다.

정보 시스템의 커널은 사용된 프로토콜 네임의 순서화된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데이터 구조에 각기 검출된
접속을 관련시킨다.

상기 순서화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를 통하여,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검
색하여 상기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선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전달된 결정적 정보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네임이 발견된 경우 상기 선 프로토콜 네임을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끝에 부가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컴퓨팅 커널이 상
기 순서화된 프로토콜 네임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관련된 자기식별자 매카니즘이 선 프로토콜 네임에 대하여 전달된 결정
적 정보를 인식하는, 상기 순서화된 시퀀스의 마지막 네임에 관련된 선 프로토콜 네임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 한 다시 검
색을 시작함으로써; 상기 컴퓨팅 커널이 상기 제 1 데이터 구조를 구성한다.

대표도

도 3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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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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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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