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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신뢰성있고 지속적인 통신 세션에 걸쳐 사용자에게 인증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를 재연결하기 위한 방법 및 시

스템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2차 프로토콜을 캡슐화하는 제 1 프로토콜이 사용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한다. 제 1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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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 서비스는 제 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 간에 세션 영속성과 신뢰할 만한 연결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연결에서 단절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인증서를 재기입하거나, 호스트 서비

스와의 사용자 세션을 재-설정하는 것 없이 호스트 서비스로 연결이 재-설정되고 사용자가 재인증된다.

대표도

도 9B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클라이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에 제 1 연결을 제공하고,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호스트 서비스 간에 제 2 연

결을 제공하는 단계와,

(b) 상기 제 1 연결에서 단절(disruption)을 검출하는 단계와,

(c)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상기 호스트 서비스 간에 제 2 연결을 보유하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의 제 1 연결을 재설정하는 단계와,

(d)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티켓을 수신하는 단계와,

(e) 상기 티켓을 확인하는(validate) 단계와,

(f)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에 상기 재-설정된 제 1 연결을 상기 보유된 제 2 연결에 링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a)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1 통신 세션 동안 상기 호스트 서비스로 상기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단계는, 티켓으로부터 키와 세션 id를 획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e)단계는 티켓으로부터의 세션id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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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e)단계는, 티켓으로부터의 키를 사용하여 상기 복구된 인증서를 복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단계는, 상기 복호화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호스트 서비스로 클라이언트를 재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f)단계는, 티켓이 확인된 후에 티켓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

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2항에 있어서, (f)단계는, 티켓이 삭제된 후에 대체 티켓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a)단계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서 티켓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a)단계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서 티켓의 사본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

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a)단계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로부터 클라이언트로 티켓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

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a)단계는, 소정의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티켓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

언트에 재연결하는 방법.

청구항 13.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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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제 1 연결을 보유하도록 구성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와 제 1 연결을 보유하고 호스트 서비스와 제 2 연결을 보유하도록 구성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포함하고,

상기 제 1 연결에서 단절이 검출되며,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상기 호스트 서비스 간의 상기 제 2 연결을 보유하면서, 상기 제 1 연결은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에 재-설정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로 상기 클라이언트와 연관된 티켓이 송신되며,

상기 티켓은 확인되고,

티켓이 확인된 후에 상기 재-설정된 제 1 연결은 상기 보유된 제 2 연결에 링크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

결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상기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1 통신 세션 동안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호스트 서비

스로 인증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은 키와 세션 id를 포함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은 세션 id를 사용하여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의해서 확인되어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

구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티켓으로부터의 키로 상기 복구된 인증서를 복호화함으로써 상기 티켓을 더 확인하는, 호스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화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상기 호스트 서비스로 상기 클라이언트가 재-인증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에,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가 상기 티켓을 삭제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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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티켓이 삭제된 후에,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가 대체 티켓을 생성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1.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티켓을 생성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2.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티켓의 사본을 저장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3.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로 티켓을 송신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소정시간 후에 상기 티켓을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더 구성되는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와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세션(session)에 지속성과 신뢰

도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프로토콜들을 캡슐화(encapsulate)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통신을 재설정

(re-establishing)하는 시스템 및 방법과, 캡슐화하는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서버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컴퓨

터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인증을 간편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대의 컴퓨터, 일 예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네트워크 통신은 이미 알려진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상기 네트워크 연결은 쉽게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의 무선 연결은 간혹 신뢰할 수 없으며, 이외의 경우에도 상기 네트워크 연결은 때때로 중단된다. 이와 같이 상기 연결은

사용자가 엘리베이터 또는 터널에 들어갈 때 차단되고, 이는 단지 다시 사용자가 엘리베이터 또는 터널에서 나올 때 복원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컴퓨터 간의 확립된 통신 세션이 비정상적으로 종결되면, 상기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통신

세션을 작동시킴으로써 연결을 재설정(re-establishing)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통신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가 로그인/패스워드와 같은 인증서(authentication credentials)를 서버 컴퓨터로 재전송 해야하며, 이에 상기 서버

컴퓨터는 사용자에게 상기 새로운 통신 세션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중 통신 세션을 통한(across) 사용자

인증서의 재전송은 상기 인증서의 보안 레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포텐셜 공격자들(potential attackers)에 그

사용자의 인증서를 노출시킨다. 게다가,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자의 좌절감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느린 프로세스이다.

또한, 새로운 통신 세션을 확립함에 있어, 네트워크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식

별자(identifier)를 획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클라이언트 상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또는 프로그램들은 상기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식별자에 변화 때문에 재시작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

간의 통신 세션이 클라이언트의 인증서의 반복된 전송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의 재시작하는 것 없이 재설정(re-

establishing)될 때,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재인증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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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시스템과 방법은 반복적인 인증서 전송 없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 간에 통신 세션이 재설정(re-

establishing)되는 것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호스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과, 지속적이고 신

뢰성 높은 연결로서 상기 클라이언트를 재연결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클라이언트를 재연결하는 것은 호

스트 서비스로 클라이언트의 통신 세션을 재설정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를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재인증하는 것

을 포함한다. 호스트 서비스로의 지속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결은 클라이언트를 대표하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의해 유

지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 간에서 통신된 데이터가 버퍼링되고, 상기 클라이언트

와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의 네트워크 연결이 두절(disruption)된 기간에도 유지될 것을 보증한다. 일 예로 모바일 클

라이언트와 같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로밍할 때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네트워

크 간에 전환(예를 들어, 유선 네트워크에서부터 무선 네트워크로)할 때 네트워크 연결에 일시적인 두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액세스 포인트 간에 로밍할 때, 상기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gy) 의해 요구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

레스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식별 번호를 할당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네트워크 두절 기간 동안 버퍼링된 데이터

를 유지함에 있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재설정할 때 상기 클라

이언트를 호스트 서비스에 재인증한다. 상기 재 인증 후,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 연결

을 다시 재 링크(re-link)한다. 이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사용자가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의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 인증서

를 재 엔터링(re-entering)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네트워크 두절 뒤에 발생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식별자를 자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다룰 것이다. 이는 습관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지정

된 네트워크 식별자가 변할 때 재시작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재시작하

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사용자의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간 로밍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지정된 네트워크 식별자에 의한

네트워크 변경을 해야하는 방해 없이 사용자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발명은 사용자의

재 엔터링(reentering) 인증서 없이 재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재 시작(restarting) 또는 세션의 재설정

없이 호스트 서비스에 대한 붕괴된 클라이언트 연결의 자동적인 재연결을 제공한다.

제 1 측면에서, 본 발명은 네트워크 연결 두절 뒤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연결 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 간에 연결을 재설정하기 위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 방법은 클라이

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의 제 1 연결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2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포

함한다. 상기 제 1 연결에서 두절이 검출될 때,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2 연결이 유지된다. 그

리고나서, 상기 클라이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의 제 1연결은 재설정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클라이언

트를 관련된 티켓(ticket)을 수신하고 티켓을 확인한다(validate).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 재설정된 제 1 연결은 상기 유지

된 제 1 연결과 링크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방법은 유지된 제 2 연결과 재설정된 제 1 연결을 링크하기 전에 상기 티켓을 더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확인 방법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의해 수신된 티켓으로부터 세션 식별자와 키를 획득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상기 티켓으로부터의 세션 식별자는 클라이언트의 저장되고 암호화된 인증서를 회수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

리고나서, 상기 티켓으로부터의 키는 상기 회수된 인증서를 해독하기 위해 이용된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재설정될 때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의 재인

증을 제공한다. 그 방법은 클라이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의 제 1 연결 및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호스트 서

비스 간의 제 2 연결이 제공될 때,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연결의 두절이 검출된

후 상기 제 1 연결을 재설정 할 때, 상기 방법은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인증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상기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관련된 티켓을 발생시키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더 포함한

다. 이에 덧붙여, 상기 방법은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 이를 삭제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상기 티켓은 기

설정된 기간 뒤에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티켓이 삭제된 후, 교체(replacement) 티켓이 발생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티켓의 사본은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저장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티켓은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네트워크 연결이 두절된 뒤에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연결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시스템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기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연결을 재설정한다. 상기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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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트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의 제 1 연결을 유지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클라이언트

와의 제 1 연결 및 상기 호스트 시스템과의 제 2 연결을 유지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시스템에 의해, 두절(disrution)은 상기

제 1 연결에서 검출되고, 상기 제 1 연결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2 연결이 유지되는 동안 상기

클라이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에서 재설정된다.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관련된 티켓을 전송한다. 상기 티켓이 확인되고,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재설정된 제 1 연결

을 유지되고 있는 제 2 연결에 링크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재설정된 제 1 연결을 유지되고 있는 제 2 연결에 링크하기 전에 상기 티켓

을 확인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상기 티켓의 확인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의해 수신된 티켓으로부터 세션 식별자

와 키를 획득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상기 티켓으로부터의 세션 식별자는 클라이언트의 저장되고 암호화된 인증서를 회수

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리고나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티켓으로부터의 키를 이용하여 상기 회수된 인증서를 해독한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 연결을 재설정할 때,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인

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간의 제 1 연결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

스와 호스트 서비스 간의 제 2 연결을 제공할 때,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인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결에서

두절을 검출한 후, 상기 연결을 재설정할 때, 상기 시스템은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인증하기 위해 상기 회

수된 인증서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티켓을 생성하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더 포함한다. 또

한, 상기 시스템은 상기 티켓이 확인된 후 이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

기 티켓을 기 설정된 기간 뒤에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티켓이 삭제된 후, 상기 시스템은 교체 티켓을 생

성한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상기 티켓의 사본을 저장한다. 게다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는 상기 티켓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할 수 있다.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이 이하에 기술된다. 단, 상기 실시 예들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 내라

면 이하에서 표현된 내용의 부가 및 변경도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이하에 기술된 다양한 실시 예들의 형태는 상호배타적

이지 않으며, 다양한 조합 및 치환이 가능하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하에 표현된

바에 의해 만들어 지지 않은 상기 조합 및 치환도 가능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명확하다.

도 1A를 참조하면,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네트워크 통신에 속하고, 특히 호스트 서비스에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

에 제공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개괄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시스템(100)은 네트워크(104) 상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예를 들어, 제 2 컴퓨팅 장치)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108)(예를 들어, 제 1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

다. 또한, 상기 시스템(100)은 네트워크(104') 상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통신되고, 이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104) 상에서 클라이언트(108)와 통신되는 다수의 호스트 서비스(116a-116n)(예를 들어, 제 3 컴퓨팅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의 경우, 도 1B를 참조하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

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 컴퓨팅 장치로 구현되지 않으며, 일 예로 호스트 노드(118a)와 같은 동일한 컴퓨팅

장치에 병합되어 구현된다. 상기 시스템(100)은 하나, 둘 또는 임의의 수의 호스트 노드들(118a-118n)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네트워크들(104, 104')은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된 네트워크이다. 또는, 상기 네트워크들

(104, 104')은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네트워크(104)일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네트워크(104) 및/또는

네트워크(104')는 일 예로 사내 인트라넷과 같은 랜(Local-Area Network, LAN) 또는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같은 광역 네트워크(Wide-Area Network, WAN)일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108),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 호스트 서비스(116a-116n) 및/또는 호스트 노드(118a-118n)들은 규격 전화선, 랜 또는 광역 네트워크 링크(예 :

802.11, T1, T3, 56kb, X.25), 광대역 연결(예 : ISDN, Frame Relay, ATM), 무선 연결 또는 상기 언급한 것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연결 수단을 통하여 연결된다.

게다가, 상기 클라이언트(108)는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핸드헬드 컴퓨터, 모바일 전화기 또는 통신 가능하

고 충분한 프로세서 파워와 상기 언급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용량을 가지는 다른 형태의 컴퓨팅 또는 정보통신

기기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상기 클라이언트(108)는 로컬 네트워크(104)에 로컬 데스크탑 클라이언트이거나 개별 네트워

크(104)의 원격 디스플레이 클라이언트일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108)는 예를 들어, 비주얼 디스플레이 장치(예: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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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니터), 데이터 입력 장치(예: 키보드), 비휘발성 및/또는 휘발성 스토리지(예: 컴퓨터 메모리), 프로세서, 그리고 마우

스를 포함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Client Agent)(128)의 일 예는 웹 브라우저이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및/또는 네스케이프 브라우저 ).

이와 마찬가지로, 도 1A에 도시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는 각각 통신 가능하고,

명세서 상에 기재된 작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프로세서 파워와 메모리 용량을 가지는 어떠한 계산 장치로도 제공될 수 있

다. 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는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컴퓨팅 장치 즉,

일 예로 호스트 노트(118a-118n) 중 하나에 병합되는 것으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또는 호스트 서비스

(116a-116n)은 일반적인 컴퓨터 및/또는 예를 들어 ASIC 또는 FPGA와 같은 특수 목적 하드웨어 장치를 동작시키는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108)와 유사하게, 각각의 호스트 노드들(118a-118n)은 각각 통신 가능하고, 명세서 상에 기재된 작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프로세서 파워와 메모리 용량을 가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예 : 퍼스널 컴퓨터) 어떠한 계산 장치도

제공될 수 있다. 각각의 호스트 노드들(118a-118n)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들(예: ICA, HTTP, TCP/IP 그리고 IPX),

SPX, 넷 바이오스, 이더넷, RS232, 직접적인 비동기 연결)을 사용하여 통신 채널들(124a-124n) 상에서 통신을 설정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각각의 호스트 서비스(116a-116n)는 원격 조작으로 클라이언트(108)에 이용 가능한 하나 이상의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을 호스팅한다. 동일한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하나 또는 임의 수의 호스트 서비스(116a-116n)에 의해

호스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 Microsoft Corporation of Redmond, Washington.으로부터 이용가능한 프로세싱

프로그램들 및 스프레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림들의 다른 실시 예로서 어떠한 또는 모든 호스트

서비스(116a-116n)에 의해 호스팅받을 수 있는 재정 처리 프로그램, 고객 등록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기술 자원 정보, 고

객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세트 매니저를 포함한다. 더욱이 일 실시 예로서,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

비스(116a-116n)는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스트리밍 오디오 및/또는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공하는 오디오/비디오 스트

리밍 서버이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116n)는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어떠한/모든 파일 유

형을 제공하는 파일 서버를 포함한다.

도 1A 및 도 1B를 참조하면, 상기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104) 상에서 클라이언트(108)

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연결을 설정하도록 형성된다. 이에 대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연결(120)

을 받아드리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이하 도 2A, 2B 및 도 3에 기

술되는 바와 같은 제 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된다.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몇몇의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포함된

다.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은 일 예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또는 ASIC 또는 FPGA와 같은 하드웨어 기기로 구

현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은 어떤 종류의 프로토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일 예로 HTTP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FTP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Oscar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Telnet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Citrix 시스템로부터의

ICA(Independent Computing Architecture)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Microsoft Corporation of Redmond, Washington.

으로부터의 RDP(Remote Desktop Procedure)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몇몇 실시 예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은 제 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현된다. 몇몇 실시 예에서는(미도시), 상기 클

라이언트(108)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a-128n)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호스트 서비스(116a-116n)과 통신

한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단독 수행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제 1 프로토콜을 이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108)가 통신할 수 있

도록 구현된다. 상기 단독 수행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상기 클라이언트(108) 내에 통합될 수 있거나, 또는, 단독 수행 클

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상기 클라이언트(108)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상기 단독 수행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로

컬 호스트 프록시(local host proxy)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단독 수행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128)과 비교하여 본 명세서 상에 기술된 어떠한 기능도 구현시킬 수 있다.

이하 기술되는 바와 같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일 실시 예로서 제 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현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각각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

간의 연결(124a-124n)을 설정하도록 형성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와 하나의 호스트 서비스(116a) 간의 연결(124a)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또 다른 호스트 서비스(116b)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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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124b)를 설정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이와 같은 연결(124a-124n)을 개별

적으로 설정한다.(즉,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한번에 하나의 연결을 설정한다.) 다른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

콜 서비스(112)가 동시에 이와 같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연결(124a-124n)을 설정한다.

또 다른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다중의 연결(124a-124n)을 동시에 설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

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상기 클라이언트(108)로의 연결에 대한 중단(interrupt)없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연

결(124a-124n)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상기 클라이언트(108)의 사

용자가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 상에 속한 제 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 처리를 요구할 때,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 간의 연결(124a)을 설정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가 상기 제 1 애플리케이션 프

로그램의 실행을 종료하고, 예를 들어 호스트 서비스(116b)에 속한 제 2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할 때, 일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클라이언트(108) 간의 연결(120)을 두

절하지 아니하고,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연결(124a)을 중단하고,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b)의 연결(124b)을 설정하도록 구현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는 HTTP, FTP, Oscar, Telnet, Citrix 시스템로부터의

ICA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및/또는 Microsoft Corporation of Redmond, Washington.으로부터의 RDP 원격 디스플

레이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다양한 2차 프로토콜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이용하는 상기 연결(124a-124n)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는 ICA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결

(124a)을 통해 통신할 수 있고, 반면에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b)는 RDP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결(124b)을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ICA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

토콜과 같은 2차 프로토콜은 다수의 가상(virtual) 채널을 포함한다. 가상 채널은 데이터 교환의 커맨드(command)를 발행

(issue)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층(layer) 코드에 의해 사용되는 세션-오리엔티드(session-oriented) 전송 연결이다. 예

를 들어, 다수의 가상 채널 각각은 원격의 클라이언트(108)에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프로토콜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다수의 가상 채널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 (108)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

플레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하여,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그래픽 스크린 커맨드를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패킷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가상 채널 중 하

나는 클라이언트(108)가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기 위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하여,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로

부터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프린터 커맨드를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패킷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은 터널링(tunneling) 프로토콜이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내에, 호스트 서비스(116a-116n) 중 하나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통신을 위해 각각 사용되는 다수

의 2차 프로토콜을 캡슐화한다. 이와 같이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116n)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다수의 2차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클라이언트 (108)와 통신한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 TCP/IP 연결 상에

서 다중 2차 프로토콜에 터널링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레벨 이동 프로토콜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연결(120)을 경유하는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통신은 제 1 프로토콜

(204) 내에서 캡슐화된 다수의 2차 프로토콜(200a-200n)의 형태를 갖는다.(예 : HTTP, FTP, Oscar, Telnet, ICA 및/또

는 RDP) 이는 상기 제 1 프로토콜(204) 내에서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의 위치에 의해 표시된다. 보안 통신이 요

청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1 프로토콜(204)은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보안 TCP/IP 연결(208) 상에서 통신된다.

도 2B를 참조하면, 보안 통신이 사용되면, 상기 제 1 프로토콜(204)은 예를 들어 보안 소켓 층(Secure Socket Layer,

SSL)과 같은 보안 프로토콜(216) 사용에 의해 보안되는 TCP/IP 연결(212)과 같은 암호화된 연결 상에서 통신된다. 상기

SSL은 Netscape Communication Corporation of Mauntain View, Califonia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보안 프로토콜이고,

현재는 전송계층 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프로토콜로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의해

선포되고 IETF RFC-2246에 기술된 표준이다.

그러므로, 상기 다수의 2차 프로토콜들(200a-200n)은 연결(120) 상의 보안 프로토콜(216)이 있거나(도 2B) 또는 없는

(도 2A) 제 1 프로토콜 내에서 통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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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차 프로토콜들은 HTTP, FTP, Oscar, Telnet, ICA를 포함하는 연결들(124a-124n) 상에서 통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일 실시 예로서, 앞서 언급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2차 프로토콜들은 다수의 가상 채널들을 포함하고, 그들

각각은 원격의 클라이언트(108)의 기능을 구현하는 다수의 프로토콜 패킷을 포함한다. 일 실시 예로서, 예를 들면 하나의

호스트 서비스(106a)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연결(124a) 상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통신하는 웹 서버

이고, 다른 하나의 호스트 서비스(116b)는 ICA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연결(124b) 상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통

신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이다.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b)는 상기 클라이언트(108)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

플레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그래픽 스크린 커맨드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패킷과, 상기 클라이언트

(108)가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프린터 커맨드을 전송하는 프로토콜 패킷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네트워크 연결들이 열리고 닫히는 횟수를 감축시키는 방법 및 시스

템이다. 일 실시 예로서, 제 1 프로토콜(204)은 상기 2차 프로토콜 연결들(200a-200n)이 터널링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일 예로 HTTP 연결(200n)은 열리거나 또는 닫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상기 제 1 프로토콜(204) 상의 전송 연결의 요구 없

이 통신되며(예 : TCP 연결(208) 및/또는 212), 보안 프로토콜 연결(216) 또는 제 1 프로토콜 연결(204)은 이와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열림 및/또는 닫힘이 반복된다.

제 1 프로토콜(204)의 캡슐화가 없으면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은 TCP 연결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네트워크 연결

들을 개폐하게 된다. 이는 시스템에 심각한 지연과 부하를 추가할 것이다. 이러한 지연과 부하는 네트워크 연결의 설정에

있어 심각한 부하를 가진 SSL과 같은 보안 캡슐화 프로토콜 214를 이용하여 더 증가된다. 제 1 프로토콜(204) 내에서 2차

프로토콜(200a-200n)을 캡슐화하고, 전송 연결(208, 212)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제 1 프로토콜(204)의 페이로드

(paylaod)이 일환으로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들은 네트워크 연결(120)의 빈번하고 손실이 큰 개폐 동작을 수행

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2차 프로토콜(200a-200n)이 보안 프로토콜(216)로 제 1 프로토콜(204) 내에서 통신될 수 있

기 때문에,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은 또한 SSL과 같은 보안 연결을 개폐할 필요가 없다. 전송 연결(208, 212)은

보안 또는 비보안 네트워크 연결(120)의 반복적인 개폐없이 캡슐화된 제 2 프로토콜들(200a-200n)이 통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120)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이는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을 통신시킴에 있어 현저하게 작동의 속

도를 증가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2차 프로토콜(200a-200n)은 HTTP, FTP, Oscar, Telnet, RDA 또는 ICA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함

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프로토콜 패킷을 운반한다. 상기 2차 프로토콜 패킷(304a-304n)은 상기 클라이언트

(108)와 호스트 서비스(116a-116n) 간에 처리(transacted)된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관련된 데이터를 운반한다. 일 예로,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는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116n)에 의해 제공된 웹 페이지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상기

클라이언트(108)과 호스트 서비스(116a-116n) 간의 처리에 있어, 제 1 프로토콜(204) 내에서 캡슐화된 2차 프로토콜

(200a-200n)은 웹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116n)에 통신하기 위한 어떠한 사용자의 상호작

용을 접수하는 http 프로토콜 패킷들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전송 연결(208, 212)이 2차 프로토콜(200a-200n)에 의해 유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은 어떠한 네트워크-레벨 연결 방해를 다룰 필요가 없다. 즉,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은 그들의 페이로드(payload)에 어떠한 네트워크-레벨 연결 방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상

기 실시 예에서,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전송된 2차 프로토콜(200a-200n)의 http 관련된 2차 프로토콜 패킷(304a-

304n)은 네트워크 방해에 대한 통지(예 : 웹 페이지 상의 에러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클라이언

트(108) 상의 사용자는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을 통한 어떠한 네트워크 레벨 연결 방해를 통보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기 2차 프로토콜(200a-200n)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동안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 연결 방해를 효과적으

로 숨길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사용된 일 예의 프

로세스(300)는 연결(120)을 경유하는 통신을 위한 제 1 프로토콜(204) 내에서 다수의 2차 프로토콜(200)(예 : HTTP,

FTP, Oscar, Telnet, ICA 및/또는 RDP)을 캡슐화한다. 선택적으로, 이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와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사용된 일 예의 프로세스(300)는 또한 연결(120)을 경유하는 통

신에 앞서 제 1 프로토콜의 레벨에 있어서 통신을 압축 및/또는 암호화한다.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관점에서

보면, 상기 2차 프로토콜 패킷(304a-304n)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서 연결(124a-124n)을 경유하여 수신된다. 예

를 들어, 2개의 2차 프로토콜 패킷(304a, 304b)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에 의해 수신된다. 하나, 2 또는 임의 수의 2

차 프로토콜 패킷들(304a-304n)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수신된다. 하나, 둘 또는 2차 프로토콜 패킷들

(304a-304n) 중 몇개도 수신될 수 있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2차 프로토콜 패킷들(304a-304n)은 연결(124) 상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로 호스트 서비스(116)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 2차 프로토콜 패킷들(304a-304n)은 또한 데이터

페이로드로도 불리는 데이터 패킷(312) 및 헤더(308)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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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차 프로토콜 패킷들(304a-304n)의 수신에 따라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제 1 프로토콜 패킷(316) 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2차 프로토콜 패킷 (304)을 캡슐화한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

토콜 패킷 헤더(320)를 생성하고, 일 예로 2개의 2차 프로토콜 패킷(304a, 304b)과 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2차 프로토

콜 패킷(304a-304n)을 갖는 제 1 프로토콜 패킷(316)의 데이터 페이로드(316)을 캡슐화한다. 다른 실시 예로서, 단지 하

나의 2차 프로토콜 패킷(304a)이 각각의 제 1 프로토콜 패킷(316) 내에 캡슐화된다.

일 실시 예로서, 제 1 프로토콜 패킷들(316)은 이후 일 예로 도 2A를 통해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208) 과 같은 연결(120)

상에서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로 전송된다. 또는, 다른 실시 예로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어떠한 제 1 프로토콜 패킷들(316)의 전송에 앞서 상기 제 1 프로토콜(204) 레벨에 있어서의 통신을 암호화하도

록 구현된다. 이와 같은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패킷들(316)은 일 예로 도 2B에 나타난 바와 같은 SSL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암호화된다. 그 결과, 데이터 페이로드(336)로서의 암호화된 제 1 프로토콜 패킷(316')와 헤더(332)를

포함하는 보안 패킷(328)이 생성된다. 상기 보안 패킷(328)은 그 후 일 예로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와 같이 보안

TCP/IP 연결(212)과 같은 연결(120) 상에서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로 전송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있어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어떠한 제 1 프로토콜 패킷들(316)의 전송에 앞서 상기 제 1 프

로토콜(204) 레벨에 있어서의 통신을 압축하도록 구현된다. 일 실시 예로, 상기 제 1 프로토콜 패킷(316)의 암호화에 앞

서,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기본 압축 기술을 사용하여 상기 제 1 프로토콜 패킷(316)을 압축한다. 즉, 상기 시

스템(100)의 효율이 향상된다.

상기 도 1A 및 도 1B를 다시 참조하면, 일 실시 예로서, 본 발명에 의한 상기 시스템(100)은, 일 예로 호스트 서비스(116a)

와 같은 호스트 서비스(116)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원격의 클라이언트(108)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기 클라이언트

(108)가 상기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연결(120)을 설정하고,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 간의 연결(124a)을 설정하면,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

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중 하나 또는 이들 모두가 상기 연결(120)을 경유하여 가장 최근에 전송된 제 1 프

로토콜 데이터 패킷들의 큐(queue)를 유지하도록 구현된다. 일 예로 상기 큐(queue) 된 데이터 패킷들은 연결(120)의 장

애 발생 전 및 발생 시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연결(120)의 발생 시에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또한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는 상기 연결(124a)을 유지

하도록 형성된다.

상기 연결(120)의 장애를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108)는 어떠한 데이터의 손실없이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로 새

로운 연결(120)을 설정한다. 보다 명확하게, 상기 연결(120)의 장에 발생 시에 상기 연결(124a)이 유지되기 때문에 새롭게

설정된 연결(120)은 상기 유지된 연결(124a)과 링크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가장 최근에 전송된 제 1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

들이 큐(queue)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기 클라이언트(108)에 의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로 및/또는 상기 제 1 프

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상기 새롭게 설정된 연결(120) 상에서 클라이언트(108)로 다시 전송될 수 있다. 즉,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한 상기 호스트 서비스(116a)와 클라이언트(108) 간의 통신 세션은 지속적이고, 어떠한 데이

터의 손실 없이 처리한다.

일 실시 예로서, 상기 클라이언트(108) 상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상기 연결

(120) 상에서 그들이 전송한 데이터 패킷들을 넘버링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다른 것이 그것의 데이터 패킷들이 어떻게 넘버링되는 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전송 데이터 패킷들을 넘버링

한다. 더욱이,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넘버링은 상기 데이터 패킷들의 어떠한 재 넘버링도 없이 절대적이다. 일 예로,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전송된 제 1 데이터 패킷은 No.1으로 넘버링 될 수

있으며,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상기 연결(120)에서 전송되는 각각의

데이터 패킷은 그 후 개별적으로 연속적인 번호가 넘버링된다.

이와 같은 실시 예에서, 연결(120)의 두절 및 재설정 이후,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상대측에게 필요한 다음 데이터 패킷을 공지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연결(120)의 두절 전

에 Nos.1-10의 데이터 패킷을 수신받으면,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은 상기 연결(120)의 재설정 시에 현재 데이터

패킷 No.11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공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 1 프로토콜 서비

스(112)도 상기와 같이 동작한다. 또는, 다른 그와 같은 실시 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

콜 서비스(112)는 상대측에게 수신받은 마지막 데이터 패킷을 공지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연결

(120)의 두절 전에 Nos.1-10의 데이터 패킷을 수신받으면,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상기 연결(120)의 재설정

시에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No.1 이라는 것을 상기 제 1 데이터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공지한다. 이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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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도 상기와 같이 동작한다. 또 다른 실시 예로서,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

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상대측에게 연결(120)의 재설정 시에 상기 마지막으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 및 필요한 다

음 데이터 패킷을 공지한다.

이와 같은 실시 예에서, 상기 연결(120)의 재설정 시,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는 상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하여, 호스트 서비스(116)와 상기 클라이언트(108) 간의 통신 세션이 데이터의

어떠한 손실량 없이 처리하도록 허용되는 상대측으로부터 수신받지 못한 버퍼 데이터 패킷을 재 송신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연결(120)의 재설정 시에, 상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그들 각자의 버퍼 각각

으로부터 지금 상대측에 의해 수신될 것으로 알려진 버퍼 데이터 패킷을 플러쉬(flush)시킬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결을 갖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 서비스(116a ~ 116n)에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은 네트워

크 연결 차단을 통해 사용자 세션을 보유함으로써 호스트 서비스(116a~116n)로 새로운 사용자 세션을 개시하는 프로세

스를 피한다.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를 갖는 각 사용자 세션에 대해, 클라이언트(108) 및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는 특정한 세션 컨텍스트 및 캐시 및 사용자 세션의 인스턴스와 연관된 다른 특정 애플리케이션 메커니즘을 보유할

수 있다. 각 새로운 사용자 세션이 설정되는 경우, 이 특정한 세션 컨텍스트 및 캐시는 새로운 사용자 세션을 반영하기 위

해 재-상주(populate) 또는 재-설정 요구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108) 상의 사용자는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와 http 세션을 가질 수 있다.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는 특정한 컨텍스트를 유지하여 클라이언트(108)로 http 세션

의 상기 인스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컨텍스트는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연관된 데이터 베

이스 또는 다른 구성요소를 서버의 메모리, 서버의 파일 내에 저장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108)는 호스트 서비스

(116a ~ 116n)에 두드러진 요청에 대한 트랙을 보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http 세션의 인스턴스에 특정한 로컬 컨텍스

트를 가질 수 있다. 본 컨텍스트는 클라이언트(108)의 메모리, 클라이언트(108)의 파일 또는 클라이언트(108)와 인터페이

스되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저장될 수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에 연결이

영구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사용자 세션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와 클라이언트(108) 상에 새로운 특정한 세션 컨

텍스트로 설정될 것을 요구한다. 본 발명이 세션을 보유하므로, 새로운 세션과 새로운 특정 세션 컨텍스트가 재설정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본 발명은 세션이 중단되는(interrupt) 것을 클라이언트의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네트워크 레벨 연결 중단을 통해 사용

자 세션을 보유한다. 본 발명의 본 측면에 대한 동작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와의 제 1 연결과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와의 제 2 연결을 설정하여 보유한다. 제 1 연결 및 제 2 연결을 경유하여, 클라이언트(108)

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의 세션이 설정된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임의의 인증서와 같은 임의의 세션

관련 정보 및 설정된 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108) 및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컨텍스트를 저장하여 보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 상에서 사용자는 설정된 세션을 통해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에 의해 제공된 기능을 실행할 수 있

다(exercise). 이처럼, 연관된 이차 프로토콜 패킷(340a ~ 340n)은 이러한 기능의 거래(transaction)에 관한 데이터를 포

함할 수 있다. 이차 프로토콜(200a~ 200n)의 일부로 이 이차 프로토콜 패킷(340a ~ 340n)은 제 1 프로토콜(204)에서 캡

슐화되어 통신된다. 제 1 연결 또는 제 2 연결 중 하나에서의 단절을 삭제함에 따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단절된

연결을 재-설정할 수 있는 한편 단절되지 않는 다른 연결을 보유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연결의 단절은 클라이언트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의 세션에 대한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 메커니즘은 이차 프로토콜(200a~ 200n)에

의해 보유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연결이 세션을 차단하지 않는다를 통지를 갖는 클라이언트(108) 상에서 사용자 없이

재-설정된 후에, 세션이 재-설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 1 프로토콜(204)의 캡슐화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단절에 의해

야기된 세션의 중단은 사용자로부터 효과적으로 숨겨진다.

세션 관련 정보를 보유하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에 세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제 1 연결이 단절되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에 클라이언트(108)의 세션 활동 또는 개시

를 유지할 수 있다. 제 1 연결이 재-설정된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

스(116) 간에 보유된 세션에 클라이언트(108)의 세션을 링크할 수 있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제 1 연결 내의 단절 전

에 큐된 임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108)에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108)가 단절 전에 동일한 세션을 이용

할 수 있으며,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와 클라이언트(108)는 메모리 또는 그외에 저장 영역에 저장될 수 있는 임의의

특정 세션 컨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의 중개 때문에,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클라이언트(108) 간에 네트워크 단절을 인식할 수 없다.

다른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및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에 제 2 연결이 단절되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108)와 제 1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한편,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와 제 2 연결을 재-설정한다. 제 2 연

결을 재설정한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와 클라이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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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임의의 세션 관련 정보를 보유함으로, 클라이언트(108)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간의 세션에 대한 제 2 네트워크 연결 및 단절 결과를 인식하지 않

으므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는 동일한 세션 또는 유사한 세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제 2 네트워크 연결 및 세션이 재설

정되는 동안,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단절하는 동안 클라이언트(108)에 의해 전송된 임의의 세션 트랜잭션을 큐할

수 있다. 다음,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를 가지고 세션을 재-설정한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큐된 트랜잭

션을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에 송신할 수 있으며, 세션은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108)는 세션에 대한 단절이 없는 것처럼 동작을 계속한다.

추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은 또한 클라이언트(108)와 서버(415) 간 또는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에서 실행된 기능의 일부로 트랜잭션, 커맨드 또는 동작에 대한 차단을 피한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 파일 복사 동작은 네트워크 연결 내에 단절이 있은 후에 동작(working)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지 않

는다. 클라이언트(108) 상에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108)에서 서버(415)로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 윈도우즈 익스플로러의

파일 복사 특징을 이용할 수 있다. 파일(또는 파일들)의 크기 때문에, 본 동작은 완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장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만약 서버(415)에 파일 복사 동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108)와 서버(415) 간에 네트워크 연

결에 단절이 있다면, 파일 복사는 실패할 것이다. 네트워크 연결이 재-설정될 때, 사용자는 클라이언트(108)에서 서버

(415)로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로부터 다른 파일 복사 동작을 시작해야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른 파일 복사 동작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네트워크 연결이 제 1 프로토콜(204) 연결의 일부로 재-설정될 수

있다. 파일 복사 동작은 이차 프로토콜(200a~ 200n)의 페이로드에서 캡슐화될 것이다. 이처럼, 윈도우즈 익스플로러의 파

일 복사 동작이 네트워크 연결 내에 단절에 대해 표시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임의의 연결을 재설정하고 임의의 큐잉된 데이터를 송신하므로 동작이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네트워크 연결에서의 단절 때문에 서버(415)에 전달되지 않는 파일 복사 동작에 관련한 큐 데이터를 보유할 것이

다. 네트워크 연결이 재설정될 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규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으며, 다음, 때가 되면 파일 복

사 동작과 관련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은 파일 복사 동작을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당업자들은 클라이언트(108)와 서버(415) 또는 호스트 서

비스(116a ~ 116n) 간에 처리된 임의의 동작, 트랜잭션(transaction), 커맨드, 함수 호출, 등이 네트워크 연결 단절로부터

의 실패 없이,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108)가 단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단절을 알리지 않고 보유되어 지

속될 수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본 발명 역시 클라이언트(108)가 클라이언트(108)에서 세션 또는 애

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하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108)는 무선 네

트워크 연결을 갖는 컴퓨터 노트북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가 제 1 무선 네트워크에서 제 2 무선 네트워크로 이동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연결(120)은 네트워크 연결이 제 2 무선 네트워크로 재설정되는 것과 같이, 제 1 무선 네트

워크에서 임시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 제 2 무선 네트워크는 호스트 네임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같은 새로운 네트

워크 식별자를 클라이언트(108)에 할당할 수 있다. 상기 새로운 네트워크 식별자는 제 1 무선 네트워크에 의해 클라이언트

(108)에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자와 상이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는 네트워크상에서 이더넷 케이블

을 통해 포트에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리적 연결이 언플러그될(unplug)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108)는 네트워크에

서 다른 포트에 플러그하기 위해 다른 위치로 이동된다.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102)로의 단절 및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자

에서의 가능한 변경을 야기할 수 있이다. 본 발명에는 없지만, 클라이언트(108)에서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로의 임

의의 세션 또는 네트워크를 액세싱하는 클라이언트(108) 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내의 변경, 네트워

크 연결(120)에 대한 단절, 및/또는 할당된 네트워크 식별자 내의 변경에 의해 재시작될 필요가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해,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네트워크 식별자 내의 핸들

링 변경을 포함하는 자동 재설정된 클라이언트(108) 네트워크 연결을 보유한다. 네트워크 연결 단절 또는 네트워크 식별

자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클라이언트(108) 및 클라이언트(108) 상에서의 임의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션이 동작을 계속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108) 상에서의 사용자는 임의 차단 또는 변경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

(108)는 이러한 차단에 대한 임의 공지를 수신할 수 없다.

전술한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통신 세션을 가지더라도, 네트워크 접속은 아직도 교란받는다. 호스트 서비스로의 클라이언

트 접속을 재확립할 때, 클라이언트(108)는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인증받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

는 호스트 서비스(116)로 클라이언트를 인증받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인증서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호스

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인증받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 4는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 또는 ACR 서비스로 불려지는 자동으로 클라이언트에 재연결하는 서비스를 이용하

여,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일 실시 예를 도시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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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클라이언트(108)는 통신채널(418)을 경유하여 서버 컴퓨터(415)(서버라 칭하겠다)와 통신한다. 상기 통신 채널(418)

은 네트워크(104)를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채널은 사내 인터넷 같은 지역 네트워크(LAN), 인터넷 또는 월드와이드

웹 같은 광대역 네트워크(WAN)를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 서버(415)는 ACR 서비스(405)를 통한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

결 서비스를 제공한다.클라이언트(108)는 통신 채널(418)을 통해 서버(415)에 액세스한다. 서버(415)의 ACR 서비스

(405)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연결상 교란이 있으면,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를 서버(415)로

재인증하기 위해 재인증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 단일 클라이언트(108) 및 하나의 통신 채널(418)로 표현되었지만,

복수개의 클라이언트(예: 108, 108)가 시스템(100)에 포함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서버(415)는 시스템 버스(432)를 통해 통신하는 프로세서(425) 및 메모리(430)를 포함한다. 메모리

(430)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및/또는 리드 온리 메모리(ROM)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서버(415)

는 원격 사이트에서 메모리(430)를 액세스한다(예 : 다른 컴퓨터, 외부 저장 장치).

서버(415)에서 실행되는 ACR 서비스(405)는 키 생성기(435), 세션 식별자(SID) 생성기(438), 암호화기(440), 키 파괴기

(445) 및 복호화기(448)를 포함한다. 키 생성기(435)는 서버(415) 또는 ACR 서비스(405)가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인증

서를 받을 때, 키를 생성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키 생성기(435)는 서버(415)의 특성으로부터 키를 추출한다. 특정한

예를 들면, 키 생성기(435)가 키를 프로세서(425)의 온도로부터 추출하거나, 서버(415)가 인증서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추출하거나, 메모리(430)에 저장된 키의 개수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개선된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키 및 인증서는 동일

한 크기(예: 8비트)를 가진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키 생성기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키 생

성기(435)는 난수 생성기이다.

SID 생성기(438)는 서버(415)가 특정 통신 세션을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유일한 SID를 생성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SID 생성기(438)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SID 생성기(438)는 난수 생성기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

르면, SID 생성기(438)는 SID를 호스트 서비스(116)로 전달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SID 생성기(438)는 서버상에서 실

행 중인 호스트 서비스(116)로부터 SID를 획득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SID 생성기는 사용자 세션을 확립하는 호스

트 서비스(116)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접수함에 의해 SID를 생성한다.

암호화기(440)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와 인증서를 암호화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키

와 인증서에 대하여 배타적 논리합 연산(즉, XOR)을 수행하여, 키와 인증서를 암호화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

기(440)는 인증서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키에 합산한다. 이것은 암호화기(440)가 시프트값으로 상기 키를 사용하

여 인증서에 대하여 "caesar Cipher"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인증서에 대하여,

MD4, MD5 또는 SHA-1같은 해쉬 함수를 수행한다. ACR 서비스(405)가 암호화된 인증서를 상기 키를 가지고 복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기(440)가 인증서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조작을 수행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키와 인증서에 대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을 실행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배타적 논리합(XOR) 게이트 같은 서버 컴퓨터(415)

의 로직 게이트이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메모리(430)내 테이블(455)에 SID와 함께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테이블(455)에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하고, SID 생성기(438)는 테이블(455)에 SID를 저

장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테이블(455)은 암호화기(440)에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세서(455)에 의해 할당된 메모리

(430)내 영역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암호화된 인증서와 SID를 메모리(430)와 구분되는 데이터베

이스(도 4에는 미도시) 내에 저장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ACR 서비스(405)는 테이블(455)내 암호화된 인증서의 위치 벡터로서 SID를 이용한다. 다른 실시 예

에 따르면, ACR 서비스(405)는 데이터베이스(도 4에서는 미도시) 내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하기 위한 데이

터 베이스 키로서 SID를 이용한다. 암호화기(440)에 의해 작성되는 각 암호화된 인증서는 하나의 유일한 SID와 연관된다.

따라서, ACR 서비스(405)는 특정 SID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할 수 있다.

키 파괴기(445)는 ACR 서비스(405)가 키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키를 삭제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키 파괴기

(445)는 서버(415)의 운영체제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삭제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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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기(448)는 ACR 서비스(405)가 키와 SID를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수령하면,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복호화기(448)는 암호화기(440)가 암호화된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한 역함수나 역알

고리즘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복호화기(448)는 암호화기(440)에 대한 역기능을 수행

하는 하드웨어 소자(예 : 논리게이트)이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키 생성기(435), SID 생성기(438), 암호화기(440), 키 파괴기(445) 및 복호화기

(448)들이 ACR 서비스(405)로 표현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통합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이 구성요소

들(436, 438, 440, 445 및 448)은 로직 게이트 같은 하드웨어 소자일 수 있다. 개선된 실시 예에 따르면, 이 구성요소들

(436, 438, 440, 445 및 448)은 단일 집적회로내에 통합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구성요소들 중 일부, 예

컨대 키 생성기(435)와 SID 생성기(438)는 하드웨어 소자이고, 다른 구성요소들, 예컨대 암호화기(440), 키 파괴기(445)

및 복호화기(448)는 소프트웨어 소자일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또한 네트워크로의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교란되면 클라이언트(108)가 호스트 서비스

(116)에 재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호스트 서비스로 클라이언트를 재인증받을 수 있도록 ACR 서비스

(405)를 사용하는 것 및 호스트 서비스(116)로의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재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 5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8)는 통신 채널(418)을 통해 서버(415)와의 제 1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클라이

언트(108)는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한다(단계 500). 클라이언트(108)과 서버(415)간의 통신을

위해 오픈 시스템 상호연결(OSI)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100) 내에서는, 인증서는 제 1 통신 세션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로그인 패스워드일 수 있다. 본 실시 예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하는 것은 통신 세션의 확

립을 진행시킨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인증서는 제 1 통신 세션이 확립된 후 클라이언트(180)가 획득하는 사용자의 개

인 정보이다. 인증서의 일례로서 로그인 패스워드, 사회 보안 번호, 전화번호, 주소, 생체학적 정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

스 코드 및 디지털 인증서가 될 수 있다. 서버(415)가 클라이언트(108)나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다음 클라이언트(108)는 인증서를 통신 채널(418)을 통해 서버(415)로 전달한다(단계 505)

서버(415)가 인증서를 수령한 후, ACR 서비스(405)는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 생성기(435)는 인

증서와 함께 사용되는 제 1 암호화 키를 생성한다(단계 510).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 키는 난수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 키는 어떤 표준 암호키이다. 다음, 암호화기(440)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 1 키로 인증서를

암호화한다(단계 515). 이는 키 없이 인증서를 액세스하여 서버(415)로의 접속을 획득하려는 공격자를 방지한다. 다음,

SID 생성기(438)는 클라이언트(108)와 서버(415)간의 제 1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한 제 1 SID를 생성한다(단계 520).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통신 세션은 서버(415)에 의해 호스트 서비스(116)와 함께 호스트된다. 다음, 암호화기(440)는

상기 테이블(455) 내에 제 1 SID와 함께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한다.(단계 525)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추후에 보다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특정 위치내에 제 1 SID와 함께 인증서를 저장

한다. 예컨대, 암호화기(440)는 램(30) 내의 예정된 시간량 내에 생성되는 SID들과 모든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한다.

ACR 서비스(405)는 모든 암호화된 인증서 및 생성된 SID들을 예정된 시간전에 제 2, 외부 메모리(미도시)로 전달한다. 다

른 실시 예에 따르면, 암호화기(440)는 SID와 함께 암호화된 인증서를 데이터베이스(미도시)에 저장한다.

메모리(430) 내 저장된 SID 및 암호화된 인증서는 어떤 특정 순서 및/또는 포맷에 따라 배열될 수 있다. 예컨대, SID 및 암

호화된 인증서는 인증서의 생성 시간에 대한 연대순으로 저장될 수 있다.

다음, 서버(415)는 제 1 키 및 관련 제 1 SID를 네트워크(104)를 통해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한다(단계 535). 클라이언

트(108)는 제 1 키 및 제 1 SID를 클라이언트(108)의 메모리(미도시)내에 저장한다(단계 540). 다음, ACR 서비스(405)의

키 파괴기(445)는 메모리(430)내 저장된 키를 삭제한다(단계 545).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ACR 서비스(405)가 클라이언트(108)가 키를 수령하였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ACR 서비스

(405)는 메모리(430)에서 제 1 키를 삭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클라이언트(108)는 키를 성공적으로 받은 후, 확인

(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전달한다. ACR 서비스(405)가 통지를 받으면, 키 파괴기(445)는 메모리(430)에서 키를 삭

제한다(단계545). 이는 클라이언트(108)가 성공적으로 키를 수령하기 전에 ACR 서비스(405)가 키를 삭제하는 것을 방지

한다. 확인 메시지를 받을 때 까지 키를 삭제하지 않는 것에 의해, ACR 서비스(405)는 전송 오류의 경우에 키 및 SID를 클

라이언트(108)로 재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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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45에서 키를 삭제함에 의해, ACR 서비스(405)는 테이블내 저장된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할 것이 필요한 매커니

즘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만약 공격자가 서버(415)의 메모리(430)로 액세스해도, 공격자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얻게

되나,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격자는 인증서를 읽을 수 없게 된다. 요약하면, 서버(415)

에 저장된 암호화된 인증서는 공격자가 번역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버(415)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한 어떤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게다가, 클라이언트(108)는 암호화된 인증서에 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네트워크(104)의 부분으로서 많은

클라이언트들(108)의 가능성과 함께, 공격자는 각 클라이언트의 액세스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하고, 올바른 키

를 보유한 클라이언트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지루한 일이 되며, 결국 공격자가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게 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서버(415)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액세스하는데 대하여 타임아웃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서버(415)

는 제 1 통신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타이머를 개시한다. 만약 타이머가 클라이언트(108)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확립하

고 복호를 위한 키를 서버(415)로 전송하기 전에 예정된 값의 시간에 도달하면, ACR 서비스(405)는 테이블(455)에서 암

호화된 인증서를 삭제한다. 만약 타이머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키는 다음 번 세션을 위한 사실상의 패스워드로서 작용한

다.

상기 도 5A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일단 클라이언트(108)가 제 1 키 및 제 1 SID를 서버(415)로부터 받으면, 도 5B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자신의 인증서를 재제출하는 것을 요구함없이 세션이 재확립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와 서버

(415)간에 제 1 통신 세션에 교란이나 단절이 있어면(단계 500), 제 1 통신 세션(418)이 재확립되고, 클라이언트(108)가

서버(415)로 재인증 받을 것이 요구된다.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를 서버(415)로 재인증받고 재확립하기 위

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클라이언트(108) 및 서버(415)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확립할 때,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키 및 제 1 SID를 서버(415)로

전달한다(단계 555). ACR 서비스(405)는 서버의 메모리(430)에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하기 위해 SID를 이

용하고,(단계558) 회수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 키를 사용한다(단계 560). 다음, 서버(415)는 클라이언트(108)로부

터의 인증서를 확인함에 의해 클라이언트(108)를 서버(415)로 재인증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인증 및 재인증은 서버

(415)의 컴퓨팅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들을 통해 구현된다. 예컨대, 인증서는 서버로의 로그인

및 패스워드이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인증 및 재인증은 서버(415)상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애

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서비스들을 통해 구현된다. 예컨대, 인증서는 특정 호스트 서비스(116)로의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및 패스워드이다.

설명하자면, 사용자의 로그인 패스워드가 인증서인 제 1 통신 세션의 비정상적인 종료에 대하여(단계 550), 클라이언트

(108)는 서버(415)와 제 2 통신 세션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서버(415)와 제 2 통신 세션을 확립하기 위한 서버

(415)로의 요청의 일부분으로서,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통신 세션의 키와 SID를 서버(415)로 전달한다(단계 555). 사용

자의 로그인 패스워드를 다시 제출하도록 프롬프트하는 대신에, ACR 서비스(415)를 통해, 사용자와 연관된 암호화된 인

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하기 위한 SID를 이용하고(단계 558), 회수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 키를 사용하고(단계 560)

, 복호화된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재인증한다(단계 565).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 2 통신 세션 동안, ACR 서비스(405)는 인증서를 위한 제 2 키를 작성하고(단계 570), 이 제 2 키

를 사용하여 인증서를 암호화한다(단계 575). 제 2 SID가 제 2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해 작성되며(단계 580), 상기 세션

을 클라이언트(108)에 연관시킨다. 제 2 암호화 인증서는 테이블(455) 내 제 2 SID와 함께 저장된다(단계 525).

본 실시 예에 따르면, 다음, 서버는 클라이언트(108)로 제 2 키 및 제 2 SID를 전달한다(단계 585). 다음, 클라이언트(108)

는 추후의 회수를 위해 메모리(미도시) 내에 제 2 키와 제 2 SID를 저장한다(단계 590). 다음, ACR 서비스(405)는 메모리

(430)에서 제 2 키를 삭제한다(단계 595). 따라서, ACR 서비스는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제 2 키와 제 2 SID를 획득해야

만, 제 2 암호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할 수 있다. ACR 서비스(405)는 제 1 통신 세션 동안 사용자가 전달하였던 동일한 인증

서를 사용하는 제 2 통신 세션을 위한 새로운 키 및 새로운 SID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인증서는 제 1 통신 세

션의 비정상적인 종료후의 제 2 통신 채널에 대하여 재전송되지 않는다.

비록 본 발명이 인증서를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통신 오류가 있을 때, 세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보안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고, 신용카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였다면, 그 직후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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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버간의 단절이 있어도, 본 발명이 발급했다면,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세션 식별

자 또는 SID는 저장된 인증서들에 대한 포인터 또는 숫자나 값 등 포인터처럼 사용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도 6은 중간 노드(650)상에서 실행되는 ACR 서비스(405)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8)를 서버(415)에 재연결시킬 수 있

는 시스템(600)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도시한다. 중간 노드(650)는 서버(415)와는 다른 컴퓨팅 장치로서, 통신이 가능하고

여기에 기술하는 동작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용량 및 프로세서 능력을 가진다. 간략히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108)는 통신 채널(108)에 대하여 중간 노드(650)와 통신을 형성한다. 통신 채널(418)은 네트워크(104)를 포함할 수 있

다. 중간 노드(650)는 클라이언트(108)의 서버(415)로의 연결을 위해 클라이언트(108)에, ACR 서비스를 통한 자동 클라

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중간 노드(650)는 통신 채널(418)을 통해 서버(415)와 통신한다. 통신 채널(418)는

네트워크(104)를 포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는 중간 노드(650)를 통해 서버(415)의 서비스에 액세스한다. 중간 노

드(650) 상의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의 서버(415)로의 연결을 위해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

공한다. 비록 한 통신 채널(418)에 대하여 단일 클라이언트(108)가 있는 것을 도시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의 개수 및 통신

채널들의 개수가 어떤 것이라도 본 시스템(600)에 포함될 수 있다.

개선된 실시 예(미도시)에 따르면 시스템(600)은, 추가적인 통신 채널들(418, 418)에 대하여 네트워크(104)를 통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들(108)과 통신을 수행하는, 다중 중간노드들(650)을 포함할 수 있다. 비록 도 6에 하나의 통신

채널(418)에 대하여 단일 중간 노드(650)를 도시하였지만, 중간 노드들의 개수 및 통신 채널들의 개수가 어떤 것이라도 본

시스템(600)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본 발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간 노드들(650)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108)의 서버(415)로의

연결을 확립하고 인증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간 노드(650)는 서버

(415)와 세션을 확립한다(단계 520A).

클라이언트(108)는 통신 채널(418)을 통해 중간 노드(650)와 제 1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클라이언트(108)는 클라이언트

(108)의 사용자로부터 인증서를 획득한다(단계 500). 다음, 중간 노드(650)가 서버(415)와 함께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

록, 클라이언트(108)는 인증서를 통신 채널(418)을 통해 중간 노드(650)로 전달한다(단계 505)

중간 노드(650)가 인증서를 받은 후, ACR 서비스(405)는 그것의 자동 재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ACR 서비스(405)는 인

증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제 1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단계 510), 암호화된 인증서를 생성하기 위해 제 1 키를 인증서와

암호화한다(단계 515). 이는 서버(415)로의 액세스를 획득한 공격자가 키 없이 인증서를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

세션이 서버(415)와 확립되고(단계 520A), 클라이언트(108)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버(415)로부터 인증받는다. 이에 의

하여, ACR 서비스(405)는 제 1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해 제 1 SID를 생성한다. 암호화된 인증서는 제 1 SID와 함께 상

술한 테이블(455) 내에 저장된다(단계 525). 다음, 중간 노드(650)는 네트워크(104)를 통해 클라이언트(108)로 제 1 키와

제 1 SID를 전달한다(단계 535). 클라이언트(108)는 클라이언트(108)의 메모리(미도시) 내에 제 1 키와 제 1 SID를 저장

한다(단계 540). 다음, ACR 서비스(405)는 메모리(430) 내 저장된 키를 삭제한다(단계 545).

도 7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8)가 중간 노드(650)로부터 제 1 키와 제 1 SID를 수령하면, 도 7B에 도시한 바

와 같이 사용자에게 그의 인증서를 요구함이 없이, 통신 세션이 재확립되고 재인증된다. 예컨대, 비정상적인 종료로부터

클라이언트(108)와 중간 노드(650)간의 제 1 통신 세션 내 교란이 있을 수 있다(단계 705).

클라이언트(108)와 중간 노드(650)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확립할 때, 클라이언트(108)는 중간 노드(650)로 제 1 키와 제

1 SID를 전달한다. 중간 노드(650)의 ACR 서비스(405)가 서버의 메모리(430) 내에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

하기 위해 SID를 이용하고(단계 558), 회수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 키를 이용한다(단계 560). 키 생성기는 인증서를

위해 제 2 키를 생성한(단계 570) 후, 제 2 키를 사용하여 인증서를 암호화한다(단계 575). SID 생성기(438)는 제 2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한 제 2 SID를 또한 생성하고(단계 580), 중간 노드(650) 및 서버(415)간의 유지되는 세션에 연관시킨

다. 암호화기(440)는 제 2 암호화된 인증서를 SID와 함께 테이블(455)내에 저장한다.

본 구현에 따르면, 다음, 서버(415)는 클라이언트(108)로 제 2 키와 제 2 SID를 전달한다(단계 585). 다음, 클라이언트

(108)는 추후의 복구를 위해 제 2 키와 제 2 SID를 저장한다(단계 590). 다음, 키 파괴기(445)는 메모리(430)로부터 제 2

키를 삭제한다(단계 595). 따라서,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제 2 키와 제 2 SID를 획득해야 제 2 암호

화된 인증서를 복호화할 수 있다. ACR 서비스(405)는 제 1 통신 세션 동안 사용자가 전달하였던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

는 제 2 통신 세션을 위한 새로운 키 및 새로운 SID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인증서는 제 1 통신 세션의 비정상

적인 종료후의 제 2 통신 채널에 대하여 재전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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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서버(415)와 중간 노드(650)간에 제 2 통신 세션에 교란이나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할 수 있다

(단계 710). 도 7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그의 인증서를 재제출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제 2 통신 세션이 재확

립되고 재인증될 수 있다.

중간 노드(650)와 서버(415)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확립할 때, 중간 노드(650)는 클라이언트의 행위상 서버(415)와 함께

세션을 재확립하기 위해,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제 1 키와 제 1 SID를 요청한다(단계 550). 이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

(108)는 중간 노드(650)로 제 1 키와 제 1 SID를 전달한다(단계 555). 중간 노드(650)의 ACR 서비스(405)는 서버의 메모

리(430) 내에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하기 위해 SID를 이용하고(단계 558), 회수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

키를 이용한다(단계 560). 다음, ACR 서비스(500)는 클라이언트(108)를 서버(415)로 재인증하기 위해 복호화된 인증서

를 이용하여 서버로의 클라이언트의 세션을 재확립한다(단계 565).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2 통신 세션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의 재확립 및 재인증 후에, 중간 노드(650)의 ACR 서비스

(405)는 도 7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2 키 및 대체용의 제 2 SID를 생성한다. 도 4에 도시한 ACR 서비스의 구현과 비교

할 때, 키 생성기(440)가 인증서를 위한 제 2 키를 생성한 후(단계 570), 키 암호화기(440)가 제 2 키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암호화한다(단계 575). SID 생성기(438)는 또한 제 2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한 제 2 SID를 생성하고(단계 580), 중간 노

드(650)와 서버(415)간에 재확립된 세션을 이것과 연관시킨다. 암호화기(440)는 테이블(455) 내에 제 2 SID와 함께 제 2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한다. 본 실시 예에 있어서, 그 후 제 2 키와 제 2 SID를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한다(단계 585).

다음, 클라이언트(108)는 추후의 복구를 위해 제 2 키와 제 2 SID를 저장한다(단계 590). 다음, 키 파괴기(445)는 메모리

(430)에서 제 2 키를 삭제한다(단계 595).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ACR 서비스(405)가 호스트 서비스 노드들의

어떤 것을 통하여 배포될 수 있다. 이처럼, 호스트 서비스(116)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108)에 대한 재확립과 재인증, 또

는 자동적으로 재연결하는 것의 기능성은, 호스트 서비스들(116) 및/또는 호스트 노드들(118)을 넘어 다른 시스템 및 배치

아키텍쳐들 내에 유연하게 배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관점에 대한 일 실시 예에 따르면, 각각 ACR 서비스(405)는 각 호스트 서비스(116)에 전용의 자동 클라이

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각 시스템(116a-116n)에 연관될 수 있다. 단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호

스트 서비스들(116a-116n) 모두를 다루도록 구현될 수 있다. 도 8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다중 ACR 서비스들(405a-

405n)이 각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에 각각 연관된다. 일례로서, 클라이언트(108)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이용하여 호스트 서비스(116a)와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클라이언트(108)의 호스트 서비스(116a)로의 연결을 위해 호스

트 서비스(116a)와 연관된 ACR 서비스(405a)는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연결 내에 교란

이 있으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와 연결이 재확립되며, ACR 서비스(405a)는 클라이언트(108)

를 호스트 서비스(116a)로 재인증할 것이다. 제 2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이용하여 호스트 서비

스(116b)와 통신 세션을, 제 1 클라이언트(108)와 동시에 확립한다. ACR 서비스(405b)는 호스트 서비스(116b)로의 클라

이언트의 연결을 위해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교란이 발생하면, ACR 서비스(405a)와 관

련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b)로 재연결할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관점에 대한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ACR 서비스는 시스템(100)의 각 호스트 노드들(118a-118n) 상에서

실행되는 각 다중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에 연관될 수 있다. 호스트 노드(118) 상에서 실행되는 각 다중 호스트 서

비스들(116a-116n)을 서비스 하기 위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각 호스트 노드(118) 상에 구현될 수 있다. 도 8B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ACR 서비스(405a-405n)는 각 호스트 서비스(116a-116n)에 각각 연관된다. 각 호스트 노드

(118)는 그것의 각 호스트 서비스들(116)과 각 ACR 서비스(405)를 서비스하는 전용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가

진다. 예컨대,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를 이용함에 의해 호스트 노드(118a) 상에 호스트 서비스

(116a)에 대한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호스트 노드(118a) 상의 ACR 서비스(405a)는 호스트 노드(118a) 상에 호스트 서비

스(116a)에 대한 클라이언트(108)의 연결을 위한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교란이 감지되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는 호스트 노드(118a)상에 호스트 서비스(116a)로의 클라이언트

의 연결을 재확립하고, 호스트 노드(118a) 상의 ACR 서비스(405a)는 호스트 노드(118a) 상의 호스트 서비스(116a)로 클

라이언트(108)를 재인증한다. 제 1 클라이언트(108)와 동시에 제 2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 및

ACR 서비스(405a)를 이용하여, 호스트 노드(118a) 상에 호스트 서비스(116b)와 통신 세션을 재확립한다. 네트워크 교란

이 있다면, ACR 서비스(405a)와 관련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노드(118a) 상의 호스

트 서비스(116b)와 재연결한다. 제 1 클라이언트(108) 및 제 2 클라이언트(108)와 동시에 제 3 클라이언트(108)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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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서비스(112b) 및 호스트 노드(118b)상의 ACR 서비스(405n)를 이용하여, 호스트 노드(118b) 상의 호스트 서비

스(116n)와 통신 세션을 재확립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b) 및 ACR 서비스(405n)는 호스트 노드

(118b)의 호스트 서비스(116n)로 클라이언트(108)를 재연결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ACR 서비스들(405)은 중간 노드 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노드들 중 어느

것을 통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들(112)로 배포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처럼,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가

연결되는 기능성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연관된 구현 아키텍쳐들 및 다른 시스템에 유연하게 배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관점에 대한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전용인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

을 제공하기 위해, ACR 서비스(405)는 각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연관될 수 있다. 단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ACR 서비스(405)는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 모두를 다루도록 구현될 수 있다. 도 9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호스

트 서비스들(116a-116n)로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ACR 서비스(405)는 동일한 컴퓨팅 디바

이스 상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함께 존재한다. 예컨대,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ACR

서비스(405)를 이용하여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의 어느 것과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에서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 중 어느 것과 재연결 기능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관점에 대한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각 ACR 서비스들(405a-405n)은 각 다중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들

(116a-116n)과 연관될 수 있다. 도 9B에 도시한 경우를 예로 들면, 호스트 노드(118a) 상에 실행되는 각 다중 호스트 서

비스들(116a-116n)을 서비스 하기 위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 및 ACR 서비스(405a)는 호스트 노드(118a) 상에

구현될 수 있다. 도 9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호스트 노드(118a-118n)의 다중 호스트 서비스들(112a-112n)에 전용의

자동 클라이언트 재연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각 ACR 서비스(405a-405n)는 각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112n)

와 연관된다. 일례로서, 클라이언트(108)는 호스트 노드(118a) 상의 호스트 서비스(116a)와, 동일한 호스트 노드(118a)

상의 ACR 서비스(405a)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a)를 이용함에 의해, 통신 세션을 확립한다. 네트워크 교란이 발생하

면, ACR 서비스(405a)와 관련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노드(118a) 상의 호스트 서비

스(116a)로 재연결할 것이다.

비록 본 발명이 도 8A-8B 및 도 9A-9B의 다양한 시스템 및 구현 아키텍쳐에 대하여 논의되었지만, 호스트 노드들(118),

중간 노드들(650) 또는 다른 컴퓨팅 장치들 중 어느 것을 통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들), ACR 서비스(들)(405) 및 호스

트 서비스(들)(116)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결합하고 및/또는 배포하는 다른 시스템 및/또는 구현 아키텍쳐가 사용될 수 있

다.

더욱이, 인증 및 재인증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ACR 서비스(405)를 사용하는 대신에, 티켓 권한부(1036) 서비스가 이용될

수도 있다. 티켓 권한부(1036)는 연결 및 인증 목적을 위해 티켓을 생성하고 확인한다. 티켓은 세션 식별자 및 키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안전 또는 식별의 다른 타입이나 널 값 또는 상수, 넌스

(nonce)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인증서, 난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0A에 도시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1000)의

구현에 있어서, 티켓 권한부(1036)은 한 노드를 중간 노드(1032),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또는 호스트 서비스들

(116a-116n) 중 어느 것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도 10A는 시스템(2000)의 일부로서, 단일 컴퓨팅 장치가 될 수 있는,

티켓 권한부(1036) 및 중간 노드(1032)를 도시한다. 네트워크들(104, 104)에 추가로, 시스템(1000)은 클라이언트(108),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들(116a-116n)을 포함한다. 이것들 모두는 상기에서 설명하였다. 일 실시 예

에 따르면, 중간 노드(1032)는 보안 게이트웨이이며, 예컨대, 방화벽 및/또는 라우터이다. 이것에 통해,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간의 메시지들은 네크워크(104)의 구성에 따라 통과될 수 있다. 티켓 권한부(1036)는, 통신

이 가능하고 여기에 기술된 동작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메모리 용량 및 프로세서 능력을 가진, 예컨대 스탠트-얼론

(stand-alone) 네트워크 구성요소일 수 있다. 티켓 권한부(1036)은 서버(415) 상의 티켓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전용

의 특정 호스트 서비스(116)일 수 있다.

도 10A에 도시한 실시 예에 따르면, 중간 노드(1032)는 클라이언트(108)에 의해 초기화되는 연결(120a)고, 제 1 프로토

콜 서비스(112)와 제 2 연결(120b)을 확립하도록 구성된다. 연결(120a) 및 제 2 연결(120b)은 함께 상기 연결(120)을 구

성한다. 여기서,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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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중간 노드(1032)는 티켓 권한부(1036)와 함께 통신하도록 또한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티켓 권한부

(1036)는 제 1 재연결 티켓을 위한 요청을 중간 노드(1032)로부터 수령하고, 제 1 재연결 티켓을 생성한다. 제 1 재연결

티켓은 예컨대, 큰 난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재연결 티켓은, 비정상적인 서비스의 교란 후에 클라이언트(108)에 다시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클라이언트(108)가 자동적으로 호스트 서비스와의 연결을 재확립하도록 한다.

제 1 재연결 티켓의 생성후, 중간 노드(1032) 또는 티켓 권한부(1036)으로의 액세스를 획득한 공격자가 제 1 재연결 티켓

없이 인증서를 액세스할 수 없도록, 티켓 권한부(1036)는 제 1 재연결 티켓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108)에 의해 제공되는

인증서를 암호화한다. 티켓 권한부(1036)는 클라이언트(108)와 중간 노드(1032)간에 확립되는 통신 세션을 식별하는

SID를 또한 생성할 수 있다. 다음, 티켓 권한부(1036)는 메모리에 SID와 함께 암호화된 인증서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104)를 통해 클라이언트(108)로 제 1 재연결 티켓 및 SID를 전달한다. 클라이언트가 SID와 제 1 재연결 티켓을 수령하

면, 티켓 권한부(1036)는 그 메모리(미도시)로부터 티켓을 파괴(즉, 삭제)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티켓 권한부(1036)는 핸들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핸들은 예컨대, 제 1 재연결 티켓과 연관되는

(예: 맵핑되는) 난수일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상기 핸들은 제 1 재연결 티켓을 형성하기 위한 난수보다 작은 난수

이다. 예컨대, 상기 핸들은 32비트 난수일 수 있다. 티켓 권한부(1036)는, 제 1 재연결 티켓의 복사본 및 핸들의 복사본을

보유한 채, 제 1 재연결 티켓과 핸들을 중간 노드(1032)로 전달한다. 제 1 재연결 티켓의 복사본은 추후에, 클라이언트

(108)를 재연결하는 과정 중 티켓 권한부에 제출된다면, 티켓 권한부(1036)가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하였던 제 1 재연

결 티켓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티켓 권한부(1036)는 또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위

한 어드레스를 보유한다. 이것은 하기와 같이, 제 1 재연결 티켓에 연관되고, 제 1 재연결 티켓을 확인할 때, 중간 노드

(1032)로 전달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중간 노드(1032)는, 티켓 권한부(1036)가 티켓 권한부(1036)에 보유되는 제 1 재연결 티켓의 복사

본을 삭제하는 티켓 권한부(1036)에 의해, 핸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전달하도록 개량 구성될 수 있다. 하기의 다른 실시 예

에 따르면, 중간 노드(1032)는, 클라이언트(108)가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연결되는 과정 중에, 제 1 재연결 티켓을 삭제

하고, 제 1 재연결 티켓의 대체물을 생성하도록 개량 구성될 수 있다. 추가적인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재연결 티켓은

예정된 시간 후에 자동 삭제되도록 구성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재연결 티켓을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제 2 재연결 티켓은 제 2

재연결 티켓의 경우처럼, 예컨대 큰 난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또한 제 2 재연결 티켓을 클라이

언트(108)로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세션 넘버 및 제 2 재연결 티켓의 복사본을 보유한다. 제 2 재연결 티켓의 복사

본은 추후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연결하는 과정 중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제출된다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가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하였던 제 2 재연결 티켓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112)는 제 2 재연결 티켓을 중간 노드(1032)를 경유하여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

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재연결 티켓을 클라이언트(108)로 직접 전달한다. 더욱이, 하기에 상술할 바와 같

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연결하는 과정 중에, 제 2 재연결 티켓을 삭

제하고, 제 2 재연결 티켓의 대체물을 생성하도록 개량 구성할 수 있다. 추가적인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2 재연결 티켓

은 예정된 시간 후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중간 노드(1032)는 제 1 및 제 2 재연결 티켓들을 위한 매개물로서 역할을 한다. 중간 노드(1032)는

예컨대, 티켓 권한부(1036)에 의해 생성된 제 1 재연결 티켓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생성된 제 2 재연결 티

켓을 수령한다. 다음, 중간 노드(1032)는 제 1 재연결 티켓과 제 2 재연결 티켓을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한다. 더욱이, 클

라이언트(108)가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연결되는 도중에, 중간 노드(1032)는 제 1 재연결 티켓과 제 2 재연결 티켓을

클라이언트(108)로부터 받아서, 티켓 권한부(1036)으로 제 1 재연결 티켓을 전달할 수 있고, 적당하다면, 제 2 재연결 티

켓을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로 전달할 수 있다.

만약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 간의 제 1 통신 세션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그의 인증서를 요청함이 없이

새로운 세션이 재확립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 및 호스트 서비스(116)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확립할 때, 클라이언트

(108)는 제 1 및 제 2 재연결 티켓과 SID를 중간 노드(1032)로 재전송한다. 중간 노드(1032)가 제 1 및 제 2 재연결 티켓

및 SID를 티켓 권한부(1036)으로 전송하고, 티켓 권한부은 제 1 연결을 위해 암호화된 인증서를 위치시키고 회수하는데

SID를 이용하고, 회수된 인증서를 복호화하는데 제 1 재연결 티켓을 이용한다. 다음, 티켓 권한부(1036)은 복호화된 인증

서를 확인함에 의해 클라이언트를 인증한다. 재인증 후, 제 2 재연결 티켓은 호스트 서비스(116)와의 제 2 연결을 재확립

하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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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은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1000)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들

(116a-116n) 중 어느 것과 재연결하기 위해 티켓 권한부(1036) 대신에 ACR 서비스(405)를 이용할 수 있다. 본 구현에 따

르면, ACR 서비스(405)는 티켓 권한부(1036)에 대한 상술한 것들과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미리 기술하자면,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 통신 세션을 연결하고 재연결하기 위한 키 및 SID를 생성하고 확인하고 관리한다. 상술한 티켓

권한부(1036)에 의해 생성되고, 확인되고 관리되는 티켓의 타입에 따라, SID 및 키는 티켓을 생성한다. 이처럼,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티켓은 세션 식별자와 키의 결합을 위해 상호가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0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중간 노드(1032)는 ACR 서비스(405)와 함께 통신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ACR 서비스(405)는 중간 노드(1032)로부터 제 1 SID 및 제 1 키를 위한 요청을 수령하고, 제 1 SID 및 제 1 키를 생성하

도록 구성된다.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간에 확립되는 통신 세션을 식별하기 위해 제

1 SID를 사용한다. 제 1 SID 및 제 1 키는,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교란이 발생하면, 클라이언트(108)에 인증서를 다시 요청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108)가 호스트 서비스(116)와 자동적으로 재연결되도록 한다.

제 1 SID 및 제 1 키를 생성한 후, 중간 노드(1032) 또는 ACR 서비스(405)로의 액세스를 획득한 공격자가 제 1 키 없이 인

증서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제 1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한다.

다음, ACR 서비스(405)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SID와 함께 메모리(430)에 저장하고, 제 1 SID 및 제 1 키를 네트워크(104)

를 통해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한다. 클라이언트의 제 1 SID 및 제 1 키의 수령에 맞추어, ACR 서비스(405)는 그의 메모

리(430)에서 키를 파괴(삭제)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SID 및 제 2 키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제 2 SID 및 제 2 키의 복사본을 보유한 체, 제 2 SID 및 제 2 키를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하도록 구성된다. 제

2 SID 및 제 2 키의 복사본은 추후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연결하는 과정 중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제출된다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클라이언트(108)로 전달하였던 제 2 SID 및 제 2 키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SID 및 제 2 키를 중간 노드(1032)를 경유하여 클라이언트(108)로 전달

한다.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SID 및 제 2 키를 클라이언트(108)로 직접 전달한다. 더

욱이, 하기에 상술할 바와 같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연결하는 과정

중에, 제 2 SID 및 제 2 키를 삭제하고, 제 2 SID 및 제 2 키의 대체물을 생성하도록 개량 구성할 수 있다. 추가적인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제 2 SID 및 제 2 키는 예정된 시간 후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서, 중간 노드(1032)는 제 1 및 제 2 SID 및 키를 위한 중개자로 작용한다. 중간 노드(1032)는, 예를 들면,

ACR 서비스(405)에 의해 생성된 제 1 SID 및 제 1 키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생성된 제 2 SID 및 제 2 키를

수신한다. 다음, 중간 노드(1032)는 제 1 SID 및 제 1 키 및 제 2 SID 및 제 2 키를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한다. 게다가,

중간 노드(1032)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연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 동안, 제 1 SID 및 제 1 키

및 제 2 SID 및 제 2 키를 클라이언트(108)로부터 수용할(accept)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될 경우, 제 1 SID 및 제 1 키를

ACR 서비스(405)에 송신할 수 있으며, 제 2 SID 및 제 2 키를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 간의 제 1 통신 세션(communication session)이 비정상적으로 종결하

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인증서를 재입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새로운 세션이 재-설정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와

호스트 서비스(116)가 제 2 통신 세션을 재-설정할 때, 클라이언트(108)는 제 1 및 제 2 SID 및 키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중간 노드(1032)는 제 1 SID 및 제 1 키를 ACR 서비스(405)에 송신하며, 여기서 제 1 연결을 위한 암호화된 인

증서(authentication credential)를 찾아서 탐색하기 위해 SID를 이용하고, 탐색된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 제 1 키를

이용한다. 다음, ACR 서비스(405)가 복호화된 인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인증한다. 재-인증한

후, 제 2 SID 및 제 2 키는 호스트 서비스(116)와 제 2 연결(124)을 재-설정하기 위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포워

딩된다.

도 11A를 참조하면,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다른 실시 예 시스템(1100)은, 전술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104, 104'), 클라

이언트(108),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호스트 서비스(116), 중간 노드(1032), 및 티켓 권한부(ticket authority)

(1036)를 포함하며, 제 1 컴퓨팅 노드(1140) 및 제 2 컴퓨팅 노드(1144)를 더 개시하며, 일 실시 예에서는 제 1 및 제 2 컴

퓨팅 노드 둘 다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 연결하기 위해 이용된다. 더욱이, 도 11A의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는 월드 와이드 웹에 연결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148)(예를 들면, 워싱톤, 레드몬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INTERNET EXPLORER 프로그램과 같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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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 예(미도시)에서, 시스템(1100)은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 및/또는 두 개 이상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를 포함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전달해야만 하는 메시지를 통해,

중간 노드(1032)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load balancing equation)에 따라 선

택될 수 있다.

제 1 컴퓨팅 노드(1140) 및 제 2 컴퓨팅 노드(1144) 각각은 통신할 수 있으며 명세서에 설명될 운영체계(operation)를 실

행하기에 프로세서 전력과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갖는 임의의 컴퓨팅 디바이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하나 이상의 웹 사이트 또는 웹 기반형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웹 서버이다. 다른 실시 예에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XML 서비스 또는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와 네트워크(104)는 외부 네트워크(external network: 1152)를 형성하고, 점선으로 표

시된 제 1 방화벽(1156)에 의해 시스템(1100)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다. 중간 노드(1132) 및 제 1 컴퓨터 노드(1140)는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1160)(즉, 사내 통신망과 개인 통신망 간에 배치된 네트워크 영역)에서 찾을 수 있으

며, 점선으로 표시된 제 1 방화벽(1156) 및 제 2 방화벽(1164)에 의해 시스템(1100)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다. 다음, 도

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104'),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티켓 권한부(1036), 및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내부 네트워크(1168)를 형성하며, 제 2 방화벽(1164)에 의해 시스템(1100)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

된다.

대안적으로, 도 11A에 도시되지 않는 다른 실시 예에서, 시스템(1100)은 비무장 지대(1160) 내의 네트워크(104) 및 중간

노드(1032) 간에 위치된 제 3 컴퓨팅 노드(1146)를 더 포함한다.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명세서에 설명된 동작(들)을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신 가능하며 프로세서 전력과 메모리 용량을 충분히 갖는 임의의 컴퓨팅 디바이스일 수 있다.

후술에 따르면, 임의의 실시 예로,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에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및/또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이용

된다. 더 구체적으로, 후술과 같이, 시스템(1100)이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를 포함하는 경우, 제 3 컴퓨팅 노드

(1164)는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전달해야 하는 통신을 통해,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load balancing equation)에 따라, 중간 노드(1032)를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도 11A를 참조하면, 대안적인 실시 예에서, 중간 노드(1032)는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 레벨 "a" ~ "n"에 의

해 교체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레벨 "a" ~ "n"은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a ~ 1032n)를 포함할 수 있다. 후

술과 같이,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0)는,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에 따라 중간 노드(1032)의 임의

의 조합을 통해 라우트(route)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연결(120)을 경유하

여 중간 노드(1032)를 통해 라우트될 수 있다. 당업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시스템(1100)의 다른 구성 역시 가능하다.

다시 도 11A를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서, 웹 브라우저(1148)는 네트워크(104)를 통해 제 1 컴퓨팅 노드(1140)와 통신하

며, 제 1 컴퓨팅 노드는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티켓 권한부(1036)와 인터페이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티켓 권한부(1036)의 주소로 구성된다. 후술에 따르면,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

퓨팅 노드(1140)는 클라이언트(108)의 웹 브라우저(1148),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티켓 권한부(1036) 간의 정보를

중계하도록(relay) 구성됨으로써, 이들 간의 직접 통신을 차단한다. 이처럼 직접 통신을 차단함으로써, 제 1 통신 노드

(1140)는 시스템(1100)에 추가 보안 레벨을 더한다. 또한, 제 1 통신 노드(1140)는 중간 노드(1032)의 주소 또는, 대안적

으로,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의 주소로 구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호스트 서비스(116)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108)의 사

용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다시 말해,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

램에 액세스하도록 인증되는 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일 실시 예에서, 다른 후술에 따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

이션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제 2 컴퓨팅노드(1144)는 호스트 서비스(116)가 로드 대응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

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도록 구성된다.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제 1 컴퓨팅 노드(1140)

의 호스트 서비스(116)에 대한 주소를 리턴한다. 또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로드 대응 등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서 선택될 수 있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의 주소를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리턴한다. 제 1

통신 노드(1140)는 선택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의 주소를 번갈아 티겟 권한부

(1036)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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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티겟 권한부(1036)는 연결 티겟을 생성한다. 일 실시 예에서, 티겟 권한부(1036)는 클라이언트(108)로의 송신

을 위해 초기 연결 티겟을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송신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티겟 권한부(1036)는 제 1 재연결 티겟

을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도 1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1100)의 다른 실시 예에서, ACR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를 호

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위해 티켓 권한부(1036) 대신 이용될 수 있다. 티겟 권한부(1036)로 티켓을 이용하는 대

신,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 통신 세션을 연결 및 재연결하기 위해 SID 및 키를 생성하고, 확인하여 관리한다.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와 연관된 SID 및 키, 또는 티켓을 이용하여 호스트 서비스(116) 또는 서버(415)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인증 및 재-인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티켓은 SID 및 키의 조합을 참조하여 이용될 수 있거나 또는

티켓은 SID 및 키를 포함할 수 있다.

도 11B의 시스템(1100)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104, 104'), 클라이언트(108),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호스트

서비스(116), 중간 노드(1032) 및 ACR 서비스(405)를 포함하며, 제 1 컴퓨팅 노드(1140) 및 제 2 컴퓨팅 노드(1144)를

더 개시하며,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노드들 모두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 연결하기 위해 이용된다.

더욱이, 클라이언트(108)는 웹 브라우저(148)를 포함하여 월드 와이드 웹에 연결한다.

일 실시 예에서(미도시), 시스템(1100)은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 및/또는 두 개 이상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또는 두 개 이상의 ACR서비스(405)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전달해야하는 메시

지를 통해, 중간 노드(1032) 및/또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또는 ACR서비스(405) 각각은,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서, 도 11B의 시스템(1100)은 제 1 방화벽(1156)에 의해 "비무장 지대(demilitarized zone)"(1160)로 분

리된 외부 네트워크(1152)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교대로 제 2 방화벽(1156)에 의해 내부 네트워크(1168)로 분리된다. 본

발명이 도 11A의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에 대해서 전술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임의의 다른 네트워크 토포

로지는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서브-네트워크, 인트라넷, 방화벽, 보안 영역(security zone), 단일 서버, 서버 네트

워크 또는 서버 펌(server farm)의 조합을 포함하는 토폴로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도 11B에 도시되지 않은 다른 실시 예에서, 시스템(1100)은 비무장 지대(1160) 내에서 네트워크(104) 및 중

간 노드(1032) 간에 위치된 제 3 컴퓨팅 노드(1146)를 더 포함한다. 임의의 실시 예에서,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클라

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에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및/또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

비스(116)에 재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동안 이용된다.

도 11B의 다른 실시 예 시스템(1100)에서, 중간 노드(1032)는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a ~ 1032n) 레벨 "a" ~ "n"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0)는,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에 따라 중간 노드

(1032)의 임의의 조합을 통해 라우트(route)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웹 브라우저(1148)는 네트워크(104)를 통해 제 1 컴퓨팅 노드(1140)와 통신하며, 제 1 컴퓨팅 노드

(1140)는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ACR 서비스(405)와 인터페이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ACR 서비스(405)의 주소로 구성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시스템(1100)에서 추가 보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해,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클라이언트(108)의 웹 브라우저(1148), 제 2 컴퓨팅 노드(1144) 및 ACR 서비

스(405) 간의 정보를 중계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이들 간의 직접 통신을 차단한다.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임의의 중간

노드(1032a ~ 1032n)의 주소로 구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호스트 서비스(116)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108)의 사

용자에게 이용가능한 것인 지를 판단하도록,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의 주소를 제 1 컴퓨팅 노드

(1140)에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로드 대응 등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중 하나의 주소를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제공한다. 제 1 통신 노드(1140)는 선택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의 주소를 번갈아 ACR서비스(405)에 송신한다.

일부에 대해,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ACR 서비스(405)는 연결 SID 및 키를 생성하고, 확인하여 관리하며, 호스트 서

비스(116) 또는 서버(415)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통신 세션을 재-설정하기 위해 인증 및 재-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로의 송신을 위해 제 1 SID 및 제 1 키를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송

신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제 1 SID 및 제 1 키를 중간 노드(1032) 중 하나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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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제 1 프로토콜 내에서 캡슐화된 다수의 이차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통신 방법 및 클라

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제 1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클라이

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제 1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와, 제 1 프로토콜 내에서 캡슐화된 다수의 제 1

프로토콜을 통해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서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더욱이, 제 2 프로토

콜 중 적어도 하나는 다수의 가상 채널(virtual channel)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대한 일 실시 예에서, 제 2 연결은 이차 프로토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설정된다.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 간의 통신은 이차 프로토콜 중 하

나를 경유하여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제 2 연결 각각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다른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서 설정되며, 다수의 제 2 연결 각각은 다수의 이차 프로토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설정된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클라

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6) 간의 제 1 연결은 하나 이상의 중간 노드(1032)를 통해 설정된다.

도 12A를 참조하면, 네트워크 실패 후에 클라이언트를 호스트 서비스에 재연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시 예가 개시된다.

(단계 1204)에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108)는 복수의 호스트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함으로써 초기에 연결한다. 일반적

으로, 클라이언트(108)는 인증서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송신하여 통신 세션을 초기화할 것을 요구한다. 클라이언트

(108)가 호스트 서비스(116)에 연결된 다음, 도 2A ~ 도 2B 및 도 3을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108) 및

호스트 서비스(116)는 제 1 프로토콜 내에 캡슐화된 복수의 이차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해

통신한다(단계 1208). 본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임의의 제 1 프로토콜 패킷의 송신 전에 제 1 프로토

콜(204) 레벨에서 통신을 암호화함으로써, 통신을 보호한다(secure).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임

의의 제 1 프로토콜 패킷의 송신 전에, 제 1 프로토콜 레벨에서 통신을 압축함으로써(compress), 통신 효율을 개선한다.

(단계 1212)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연결(120)

이 실패했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중간 노드(1032) 간의 연결(120a)이 실패할 수 있으

며, 중간 노드(1032)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연결(120b)이 실패할 수 있으며, 또는 두 개의 연결(120a, 120b)

이 실패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연결(120)이 실패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방법(1200)은 (단계 1220)으로

진행한다. 한편,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연결(120)이 실패라고 판단하면, 클라이언트(108)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된다(단계 1216).

제 1 통신 세션이 비정상적으로 끝난 후에, 재연결 단계인 (단계 1216)는 티켓 권한부(1036)를 배치하는 시스템 내에 포

함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108)는 SID 및 제 1 및 제 2 재연결 티겟을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중간 노드(1032)는

클라이언트(108)를 인증하기 위해 제 1 연결 티겟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8)와 중간 노드(1032) 간의 연결(120)을 재

설정한다. 다음, 중간 노드(1032)는 제 2 연결 티켓을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에 송신하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연결 티켓을 이용하여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설정 연결(124)을 인증한다. 그러므로 재연결 티켓은 클라이언트(108)

가 두 번 인증서를 재송신하지 않고 호스트 서비스(116)에 제 2 통신 세션을 자동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또한, 재연결 단계(단계 1216)는 또한 ACR 서비스(405)를 배치하는 시스템(1100)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는 클라이언트(108)를 인증하기 위해 제 1 SID 및 제 1 키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하여

클라이언트(108)의 연결을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설정한다.

(단계 1220)에서, 클라이언트(108)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의 연결 및, 결과적으로,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

와의 연결(124a ~ 124n)을 명확하게 종료하길 원하는 지를 판단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112) 간의 통신은 제 1 프로토콜 내에 캡슐화된 다수의 이차 프로토콜을 경유하여 (단계 1208)를 진행한다.

다음, 만약 그렇다면, (단계 1224)에서는 모든 연결(120a 120b, 및 124a ~ 124n)이 차단되고, 모든 재연결 티켓이 삭제

된다. ACR 서비스(405)를 이용하는 다른 실시 예에서는, (단계 1224)에서 모든 연결(120a 120b, 및 124a ~ 124n)이 차

단되고 모든 SID 및 키가 삭제된다. 일 실시 예에서, 중간 노드(1032)는 티켓 권한부(1036)로부터 수신한 핸들(handle)을

이용하여 티켓 권한부(1036)에서 얻은 제 1 재연결 티켓 사본을 삭제한다. 티켓 권한부(1036)를 배치하는 다른 실시 예에

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서 얻은 제 2 재연결 티켓사본을 삭제한다. ACR 서비스

(405)를 배치하는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서 얻은 제 2 SID 및

제 2 키 사본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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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권한부(1036)를 이용하는 다른 실시 예에서, 이차 프로토콜 연결(124)이 실패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 1 프로토

콜 서비스(112)와 연관되고 제 프로토콜 서비스(112)에서 얻은 제 2 연결 티켓 사본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삭제된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연결 티켓 및/또는 제 2 재연결 티켓은 (단계 1212)에서와 같이 연결(120) 실패에 따

라 및/또는 단계(1220)에서와 같이 연결의 분명한 종결에 따라 기설정된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ACR서비스(405)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위한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도 12B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위한 방법(1216)에 대한 일 실

시 예가 개시된다. 클라이언트(108)는 제 1 SID 및 제 1 키를 ACR서비스에 송신하여 호스트 서비스에 재연결한다(단계

1225). ACR 서비스(405)는 SID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인증서를 찾아서 탐색하고(단계 1258), 키를 이용하여 탐색된 인증

서를 복호화한다(단계 1260). 일 실시 예(미도시)에서, ACR서비스(405)는 암호화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제 1 프로토콜 서

비스(113) 및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보유된 세션으로 클라이언트(108)를 재인증한다. 재-인증한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6)에 재설정된 클라이언트(108)의 연결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보유된 세션

에 재-링크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제 2 통신 세션 동안, ACR 서비스(405)가 인증서에 대한 키를 생성한(단계 1270) 다음, 제 2 키를 이용

하여 인증서를 암호화한다(단계 1275). ACR 서비스(405)는 제 2 SID를 생성한다(단계 1280). 다음, 복호화된 인증서는

호스트 서비스(116)로 재인증되며, 제 2 SID는 호스트 서비스(116)를 가지고 보유된 통신 세션과 연관된다(단계 1280a).

다음, ACR 서비스(405)는 제 2 SID 및 제 2 키를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한다(단계 1285). 일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

(405)는 중간 노드(1032)를 통해 제 2 SID 및 제 2 키를 송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108)는 제 2 SID 및 제 2 키를 저장

한다(단계 1290). 다음, ACR 서비스(405)는 제 2 키를 삭제한다(단계 1295).

도 13A ~ 도 13C를 참조하면, ACR 서비스(405)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에 연결하기

위한 방법(1300)이 개시되어 있다. (단계 1304)에서, 브라우저(148)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108)는, 예를 들면, HTTP

요청(request)과 같은 요청을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전송한다.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예를 들면, 인증정보(예를

들면,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요청하는 HTML 폼과 같은 웹 페이지를 리턴한다.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는 인증서

를 인가하고 완성된 폼을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송신한다.

다음, (단계 1308)에서, 클라이언트(118)의 사용자에게 실행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알린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사용자 인증서를 로그인 페이지에서 추출하고, 이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열거하기 위해 제 2

컴퓨팅 노드(1144)에 대한 요청과 함께 추출한 인증서를 제 2 컴퓨팅 노드(1144)에 송신한다. 사용자의 인증서에 따라,

제 2 컴퓨팅 노드(1140)는 이용가능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예를 들면, 리스트를 웹 페이지 형태로 리턴한 다음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에게 포워딩한다.

(단계 1312)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제 1 컴퓨팅 노드(1140)

에 전송한다. 예를 들면, 일 실시 예에서, 사용자는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의해 사용자에게 표시된 웹 페이지 내에 리

스트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HTTP요청은 제 1 컴퓨팅 노드(140)에 포워딩된다.

요청은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의해 진행되고 제 2 컴퓨팅 노드(1144)에 포워딩된다.

(단계 1316)에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트 서비스(116)에서 수행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한

다.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 예에서, 제 2 컴퓨팅 노드

(1144)는 연결(124)을 경유하여 호스트 서비스(116)와 통신에 이용될 수 있는 다수의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제 2 컴퓨팅 노드(1144) 역시 로드 대응 등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 및 선택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의 주소를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리

턴한다.

다음, (단계 1320)에서, 클라이언트(108)는 초기 연결 세션 id 및 키, 제 1 SID 및 제 1 키, 및 중간 노드(1032)에 대한 주

소(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주소 및 가상 주소 중 하나)로 제공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 및 선택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대한 주소를 초기 연결 세션 id 및 키와 함께 ACR 서비스

(405)에 제공한다. ACR 서비스(405)는 초기 세션 id 및 키를 생성하고, 세션 id 및 키를 제 2 컴퓨팅 노드(1140)에 송신하

는 한편, 사본을 저장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가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로 구성된 다음,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 및

초기 연결 세션 id 및 키를 클라이언트(108)의 브라우저에 송신한다.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예를 들면, 우선 중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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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1032) 의 실제 주소 및 초기 연결 티켓 둘 다를 포함하는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다음 상기 파일을 상기 클라이언트

(108)의 브라우저(1148)에 송신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두 개 이상의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우선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112) 간에서 전달해야하는 메시지를 통해 중간 노드(1032)를 판단한다. 다음, 제 1 통신 노드(1140)는 예를

들면, 전술한 상기 파일을 이용하여, 선택된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 및 초기 연결 티켓을 클라이언트(108)의 브라우

저(1148)에 송신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로드 대응 등식을 이용하여 중간 노드(1032)를 선택한

다. 다음,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시작되며, 중간 노드(1032)의 주소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중간 노드(103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을 설정한다(단계 1324).

대안적으로,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제 3 컴퓨팅 노드(1146)의 실제 주소로 구성되며, 이것은 중간

노드(1032)의 가상 주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는, 예를 들면, 전술한 파일을 이용하여

제 3 컴퓨팅 노드(1146)의 실제 주소와 초기 연결 세션 id 및 키를 클라이언트(108)의 브라우저(1148)에 송신한다(단계

1320).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시작된 다음, 제 3 컴퓨팅 노드(1146)의 실제 주소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제 3 컴퓨팅 노드(1146)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을 설정한다(단계

1324). 다음,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클라이언트 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전달해야하는 메시지를 통해 중

간 노드(1032)를 판단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로드 대응 등식을 이용하여 중간 노드(1032)를 설

정한다. 선택된 중간 노드(1032)를 가지고, 제 3 컴퓨팅 노드(1046)는 제 1 프로토콜 연결을 중간 노드(1032)에 설정한

다. 그러므로, 제 3 컴퓨팅 노드(1146)를 통해,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중간 노드(103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이 존재한다. 이에 의해, 제 3 컴퓨팅 노드(1046)의 실제 주소는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에

매핑된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에 대해, 제 3 컴퓨팅 노드의 실제 주소는 중간 노드

(1032)의 가상 주소로 작용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간 노드(1032a ~ 1032n)에 대해 하나 이상의 레벨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제 1 컴퓨

팅 노드(1140) 또는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각각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08)가 레벨 "a"에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노드

(1032)만 선택한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각각의 레벨 "a" ~ "n-l" 에서, 상기 레벨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라우

트되는 동안 중간 노드(1032)는 로드 대응 등식, 예를 들면, 다음 레벨에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노드(1032)에 따라 판단한

다. 대안적으로,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032) 또는 제 3 컴퓨팅 노드(1046) 각각은 하나 또는 모든 레벨 "a"

~"n"이상에 대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라우트될 수 있는 동안 중간 노드(1032)를 판단한다.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중간 노드(1032), 예를 들면, 레벨 "n"(이하, 방법(1300)에서 중간 노드

(1032)라 칭함)에서 중간 노드(103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이 설정되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초기연결

티켓을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다음, (단계 1328)에서는 초기 연결 SID 및 키를 확인했는지(validate)를 판단한다. 일 실시 예에서, 중간 노드(1032)가 확

인하기 위해 초기 연결 SID 및 키를 ACR 서비스(405)에 송신한다. 일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SID 사본과 (단계

1320)에서 얻은 암호화된 인증서를 비교함으로써 SID 및 키를 확인한다. ACR 서비스(405)가 SID 및 키를 확인했다면,

ACR 서비스(405)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주소 및 선택된 호스 서비스(116)의 주소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

다(단계 1332).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또한 SID 및 키 및 이들의 임의의 사본을 삭제할 수 있다. 한편, ACR 서비스

(405)가 SID 및 키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대한 연결, 결과적으로, 호스

트 서비스(116)에 대한 연결을 거부한다(단계 1330).

후속 (단계 1332)에서, 중간 노드(1032)는 선택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주소를 이용하여, 중간 노드(1032)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02b)을 설정한다(단계 1336). 이에,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중간 노드(1032)를 통해 제 1 프로토콜 연결(120)이 존재한다. 중간 노

드(1032)는 또한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의 주소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전달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의 주소를 이용하여,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2차 프로토콜 연결(124)을 설정한다(단계 1340). 예를 들면,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

(116)는 실제 호스트 서비스(116a)이고, 이차 프로토콜 연결(124a)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

(116a) 간에 설정된다.

일 실시 예에서, (단계 1340)에 후속하여, 사용자가 실행될 제 2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단계 1344), 제 2 컴퓨팅 노드

(1144)는 실행될 제 2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호스트 서비스(116)를 결정한다(단계 1348). 예를 들면, 로드 대응 등식을 연

산함으로써,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제 2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할 호스트 서비스(116)를 선택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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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b)의 주소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송신한다. 일 실시 예

에서, 제 2 컴퓨팅 노드(1144)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직접 통신하며, 주소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직접

송신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b)의 주소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직접 송신된다. 예를 들

면, 주소는 제 1 컴퓨팅 노드(1140), ACR 서비스(405), 중간 노드(1032),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임의 조합을

통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송신될 수 있다.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b)의 주소가 수신되면, 제 1 프로토콜 서비

스(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선택된 호스트 서비스(116b) 간에 이차 프로토콜 연결을 설정한다(단계 1352).

(단계 1344, 1348, 및 1352)는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임의의 개수는 임의의 호스트

서비스(116a ~ 116n)의 개수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이 출력은 임의의 이차 프로토콜 개수를 이용하여 연결(124a ~

124n)을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와 통신할 수 있다.

다음, (단계 1356)으로 넘어가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전술과 같이, 다수의 이차 프로토콜을 제 1 프로토콜 내에

캡슐화한다. 이처럼, 클라이언트(108)은 다수의 호스트 서비스(116)에 연결되고 동시에 다수의 호스트 서비스(116)와 통

신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단계 1344, 1348, 및 1352)를 실행하기 전에, 호스트 서비스(116)(예를 들면, 호스트 서비스(116a))

상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108)의 사용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예를

들면, 호스트 서비스(116a) 상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실행을 끝낸다. 이 경우,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a) 간의 연결을 단절한다(disrupt).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단계 1344, 1348, 1352)를 구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연결(120)을 중

단하지 않고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호스트 서비스(116b) 간의 연결(124b)을 설정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SID 및 키가 생성된다(단계 1360). 예를 들면, 중간 노드(1032)는 ACR 서비스(405)에서 제 1 SID

및 키를 요청한다. 요청을 수신함에 따라, ACR서비스(405)는 제 1 SID 및 키를 생성하고, 또한, 난수(random number)와

같은 핸들(handle)을 생성할 수 있다. 다음, ACR 서비스(405)는 제 1 SID 및 키의 사본 및 핸들 사본을 보유하는 반면, 제

1 SID 및 키 및 핸들을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할 수 있다(단계 1364). ACR 서비스(405)는 (단계 1320)에서 제 1 컴퓨팅

노드(1140)에 의해 ACR 서비스(405)로 전송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주소를 계속 보유한다. 다음, 중간 노드

(1032)는 제 1 재연결 티켓을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한다(단계 1368).

다음 (단계 1372)에서, 제 2 SID 및 키가 생성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SID 및 키를 생성

한다.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중간 노드(1032)를 통해, 제 2 SID 및 키를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한다(단계

1376). 수행한 다음,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연결(120)의 단절에 이어 재연결될 세션을 확인하기 위해 키 사본과 세

션 번호를 갖는다. 일 실시 예에서, 예를 들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특정 세션 번호에 대해, 상기 세션 번호와 연

관된 이차 프로토콜 연결(124a ~ 124n)을 리스트하는 테이블을 보유한다. 따라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서의 제

1 프로토콜 연결(120) 및 제 2 SID 및 키의 확인의 재-설정에 이어,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

이언트(108)에 통신을 위해 재-설정된 제 1 프로토콜 연결(120) 내에 캡슐화될 이차 프로토콜 연결(124)을 확인할 수 있

다.

도 13A ~ 도 13C 내에 도시되지 않은 실시 예에서, 티켓 권한부(1136)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연

결하기 위해 제공할 ACR 서비스(405) 대신 이용될 수 있다. (방법 1300)에서, 티켓 권한부(1326)는 ACR 서비스(405)로

SID 및 키 대신 재연결 티켓을 생성하여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 1320)에서, 티켓 권한부(1036)는 초기 연결 티

겟과 중개 노드(1032)에 대한 주소를 클라이언트(108)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계 1328)에서, 티켓 권한부(1036)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의 재연결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단계 1328)에서, 티켓 권한부(1036)는 초기 연

결 티켓이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단계 1360)에서 티켓 권한부(1036)는 제 1 재연결 티켓을 생성할 수 있다. 추가

적으로, (단계 1364, 1368, 1372, 및 1378)에서 티켓 권한부는 (방법 1300)에 따른 제 1 및 제 2 재연결 티켓을 생성하여

송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티켓 권한부(1036)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의 재연결을 촉진했다.

도 14를 참조하면, 영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를 클라이언트(108)에 제공하고 클라이언

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예를 들면, 도 12A의 단계 1216)하기 위한 방법(1400)에 대한 실시 예가 개시되

어 있다. 특히, (단계 1404)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각각의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이차 프로토

콜 연결(124)이 보유된다. 더욱이, (단계 1408)에서, 차단이 결정된 연결(120)(예를 들면, 도 12의 단계 1216)을 경유하

여,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가장 최근에 송신된 데이터 패킷의

큐(queue)가 보유된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 패킷은 연결(120)이 실패하기 전 또는 실패할 때 모두 큐되어 보유된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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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 패킷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에 의해 버퍼 내에 보유된다. 대안적으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규된 데이터 패킷 내에 보유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

(112)는 모두 버퍼 내에 큐 데이터 패킷을 보유한다.

(단계 1412)에서, 새로운 제 2 프로토콜 연결(120)은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 및 제 1 프로토콜 서

비스(112) 간에 설정되고,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각각의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 간에 보유된 이차 프로

토콜 연결(124)에 링크됨으로써,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66)에 재연결한다. 클라이언트(108)가 재연결된 다

음, 보유된 큐된 데이터 패킷은 새롭게 설정된 제 1 프로토콜 연결(120)을 경유하여 송신될 수 있다(단계 1416). 이처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통해, 호스트 서비스(116) 및 클라이언트(108) 간의 통신 세션은 임의의 데이터 손실 없이

영구적으로 진행한다. 일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전에 클

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116)에 인증한다. 다른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클라이언트(108)를 호

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기 전에 티켓 권한부(1036)를 이용하여 재연결 티켓을 확인한다.

도 15A ~ 도 15B는 도 11B에 개시된 시스템(1100) 실시 예와 마찬가지로 ACR서비스(405)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호스

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를 재연결하기 위한 방법(1500)에 대한 실시 예를 나타낸다.

(단계 1504)에서, 클라이언트(108)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의 임의의 남아있는 연결이 차단된다. 예를 들면, 연결

(120a)이 실패하는 경우, 그러나 연결(120b)이 없는 경우, 연결(120b)이 차단된다. 대안적으로, 연결(120b)이 실패하지

만, 연결(120a)이 없는 경우, 연결(120a)이 차단된다.

일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에 제공된 중간 노드(1032)의 실제 주소를 이용한 다음,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중간 노드(103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을 재설정한다(단계

1508). 대안적으로, 다른 실시 예에서, 클라이언트(108)에 제공된 제 3 컴퓨팅 노드(1146)의 실제 주소를 이용한 다음, 클

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제 3 컴퓨팅 노드(1146)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을 재-설정한다(단계 1508).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클라이언트(108)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전달해

야하는 메시지를 통해 중간 노드(1032)를 판단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대응 등식을 이용하여 중

간 노드(1032)를 선택한다. 클라이언트(108)를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에 재연결하는 단계에서 제 3 컴퓨팅 노

드(1146)에 의해 선택된 중간 노드(1032)는 클라이언트(108)를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에 초기에 연결하기 위해

선택된 중간 노드와 다를 수 있다. 중간 노드(1032)를 선택하면,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제 1 프로토콜 연결을 중간 노

드(1032)에 재설정한다. 그러므로, 제 3 컴퓨팅 노드(1146)를 통해,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은 클라이언트(108)의 클라

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중간 노드(1032) 간에 재-설정된다.

일 실시 예에서, 중간 노드(1032)에 대해 하나 이상의 레벨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레벨 "a" ~ "n-l"에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라우트되는 동안 중간 노드(1032)는 로드 대응 등식, 예를 들면, 다음 레벨에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노드

(1032)에 따라 결정한다. 대안적으로, 다른 실시 예에서, 제 3 컴퓨팅 노드(1146)는 하나 또는 모든 레벨이상의 "a" ~"n"

에 대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가 라우트될 수 있는 동안 중간 노드(1032)를 결정한다.

클라이언트(108)의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와 중간 노드(1032), 예를 들면, 레벨 "n"에서 중간 노드(1032)(이하, 방법

1500에서 중간 노드(1032)로 칭함)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a)이 설정되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128)는 제 1 SID

및 키 및 제 2 SID 및 키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다음, (단계 1516)에서는 제 1 SID 및 키가 확인됐는지를 판단한다. 일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를 이용하여 제 1

SID 및 키의 확인이 판단된다. 예를 들면, 중간 노드(1032)는 제 1 SID 및 키를 ACR 서비스(405)에 송신한다. 일 실시 예

에서, ACR서비스(405)는 메모리(43)에 저장된 제 1 SID 사본과 제 1 SID 및 키를 비교함으로써 제 SID 및 키를 확인를 판

단한다. ACR 서비스(405)가 제 1 SID 및 키가 확인되었다면, ACR 서비스(405)는 클라이언트(108)를 호스트 서비스

(116)에 재-인증하고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주소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단계 1520). 한편, ACR 서비스

(405)가 SID 및 키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클라이언트(108)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대한 재연결, 결과적으로, 호

스트 서비스(116)에 대한 재연결을 거부한다(단계 1524).

(단계 1528)에서, 예를 들면, 제 1 SID 및 키는 ACR 서비스(405)에 의해 삭제되며, 재배치 제 2 SID 및 키는 ACR 서비스

(405)에 의해 생성된다. 임의의 실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제 2 SID 및 키를 중간 노드(1032)에 송신한다. 임의실

시 예에서, ACR 서비스(405)는 제 1 SID 및 키를 삭제하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제 2 SID 및 키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기다린다(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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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SID 및 키가 확인된 후에, 중간 노드(1032)는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의 주소를 이용하여 중간 노드(1032)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b)을 재-설정한다(단계 1532). 중간 노드(1032) 및 제 1 프로토콜 서

비스(112) 간에 제 1 프로토콜 연결(120b)이 재-설정된 다음, 제 2 SID 및 키가 확인되는지를 판단한다(단계 1536). 일

실시 예에서, 제 2 SID 및 키의 유효성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를 이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예를 들면, 중간 노드

(1032)는 제 2 SID 및 키를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송신한다. 일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제 2 SID 및 암호화된 인증서와 제 2 SID 및 키를 비교함으로써 제 2 SID 및 키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112)가 제 2 SID 및 키를 확인하면, 중간 노드(1032) 및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간에 재-설정된 제 1 프

로토콜 연결(120b)은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 및 하나 이상의 호스트 서비스(116) 각각 간에 보유된 이차 프로토콜 연

결(124)에 링크된다. 한편,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가 제 2 SID 및 키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재-설정된 제

1 프로토콜 연결(120b)은 하나 이상 보유된 이차 프로토콜 연결에 링크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108)는 하나 이상의 호스

트 서비스(116)에 재연결을 거부한다(단계 1544).

(단계 1548)에서, 제 2 SID 및 키는, 예를 들면,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삭제되며, 재배치 제 2 SID 및 키는, 예

를 들면, 클라이언트(108)로의 송신을 위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

토콜 서비스(112)는 재배치 제 2 SID 및 키의 사본을 갖는다. 임의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제 2 세션

id 및 키를 삭제하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재배치 제 2 SID 및 키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108)를 기다

린다(wait for).

(단계 1552)에서, 재배치 제 2 SID 및 키는 클라이언트에 송신된다. 예를 들면, ACR 서비스(405)는 중간 노드(1032)를 통

해, 재배치 제 2 SID 및 키를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할 수 있다. 더욱이, 일 실시 예에서, 제 1 프로토콜 서비스(112)는 중

간 노드(1032)를 통해 재배치 제 2 SID 및 키를 클라이언트(108)에 송신한다.

도 15A ~ 도 15C에 도시되지 않은 실시 예에서, 또한, 티켓 권한부(1136)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를 재

연결하기 위해 ACR 서비스(405) 대신 이용될 수 있다. (방법 1500)에서, 티켓 권한부(1326)는 ACR 서비스(405)에 SID

및 키 대신 재연결 티켓을 생성하여 송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계 1512)에서, 티켓 권한부(1036)는 (단계 1512)내의

중간 노드(1032)에서 수신된 제 1 재연결 티켓이 확인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단계 1516). (단계 1528)에서 티켓 권한

부(1036)는 제 1 재연결 티켓을 삭제하고 핸들을 이용하여 제 2 재연결 티켓을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티켓 권한부

(1036)는 호스트 서비스(116)에 클라이언트(108)의 통신 세션의 재-설정 및 재-인증을 촉진한다.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다른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 본 명세서에서 본

발명의 예시적 실시 예는 본 발명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청구항에 정의된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 청구항들은 그들이 문헌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본 명세서에 도시되고 설명된 다른 것과 동일하지 않지만 약간

다른 등가물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다른 목적, 양상, 특징 및 장점들은 이하 첨부된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욱 명확해지고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한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

다.

도 1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시스템의 블록도

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해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해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통신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해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을 위한 제 1 프로토콜 내의 다수의 2차 프로토콜을 캡슐화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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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인증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A는 본 발명에 의해 제 1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4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B는 본 발명에 의해 도 5A의 제 1 통신 세션의 종료에 따른 제 2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4에 도시

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한 인증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의 블록도이다.

도 7A는 본 발명에 의해 제 1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6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의해 도 6의 제 1 통신 세션의 종료에 따른 제 2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6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의해 도 6의 제 1 통신 세션의 종료에 따른 제 2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6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7C는 본 발명에 의해 도 6의 제 1 통신 세션의 제 2 통신 채널의 종료에 따른 제 2 통신 세션 동안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 6에 도시된 컴퓨터 시스템의 실시 예가 수행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해 인증서를 유지하고,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8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해 인증서를 유지하고,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

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9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해 인증서를 유지하고,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

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의해 인증서를 유지하고,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

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0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고, 상기 호스트 서비스

에 상기 클라이언트를 재연결시키는 성분(components)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0B는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고,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상기 클라이언트를 재연

결시키는 성분(components)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의 실시 예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 11A는 도 10A의 실시 예로서, 호스트 서비스에 처음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구성요소(components)를 더 포함

함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호스트 서비스에 처음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구성요소(components)를 더 포

함하고, 인증서를 유지하는 도 10B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네트워크 통신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2B는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3A 내지 13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다수의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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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해 호스트 서비스로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고, 상기 호스트 서비스에

상기 클라이언트를 재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5A 및 15B는 본 발명의 실시 예 의해 호스트 서비스에 클라이언트를 재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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