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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인터넷 프로토콜(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인터넷 프로토콜(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 단말이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다이얼-업(dial-up) 인터넷 액세스 단말과 언제든지 IP 
레벨 연결성을 설정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인 바, IT, IP 팩스 뿐만 아니라 
향후 인터넷을 통해 가정 가입자 단말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잇점을 수
반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망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럭도.<1>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절차를 망 구성상에 나타낸 신호 흐름도.<2>

도 3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단말 A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3>

도 4는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A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4>

도 5는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B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5>

도 6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DNS 서버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6>

도 7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B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7>

도 8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DNS 서버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8>

도 9는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B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9>

도 10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IAS의 동작 흐름도<10>

도 11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B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11>

도 12는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서비스 게이트웨이 A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12>

도 13은 도 2의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단말 A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13>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4>

10 : 단말 A (원천지 단말)                     20 : 인터넷 망<15>

30, 310, 320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망<16>

17-1

1019980048035



31, 322 : 인터넷 억세스 서버(IAS)              40 : ATM 망<17>

50 : 디지틀 가입자 라인 억세스 멀티플랙서(DSLAM)<18>

60 : ADSL 원격 전송 유니트(ATU-R)          70 : 단말 B (목적지 단말)<19>

311, 321 : 서비스 게이트웨이<20>

323 : 도메인 네임 시스팀(DNS)<2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인터넷 프로토콜(IP) 레벨 연결성 <22>
제공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 이하 IP라 칭한다) 주소
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 단말이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다이얼-업(dial-up) 
인터넷 액세스 단말과 언제든지 IP 레벨 연결성을 설정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비동기 전송모드 방식(Asynchronous Transfer Mode : 이하 ATM 이<23>
라 칭한다)과 비대칭 디지틀 가입자 라인(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 이하 ADSL 이라 칭한
다)을 기반으로 하는 고속 인터넷 액세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IP  팩스, 인터넷 전화
(Internet Telephony : 이하 IT라 칭한다)는 유력한 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전화 서비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 : 이하 POTS라 칭한다) <24>
다이얼 톤(dial tone) 서비스와 같이 상대방 가입자 단말쪽으로 항상 연결 설정이 가능한 통신 환경을 필
요로 한다.

이와 같은 통신 환경은 두 가입자 단말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단말간 IP  레벨의 연결성<25>
(connectivity)이 제공될 때 가능하다.

즉 두 가입자 단말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단말간 <26>
IP 계층까지 연결이 설정되어 IP 패킷의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서로 상대방 가입자 단말의 IP 주
소만 알면 IT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IT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말(이하 원천지 단말이라 한다)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27>
넷에  접속되어  있지만,  상대방  단말(이하  목적지  단말이라  한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이하 ISP 라 한다)로 부터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하는 다이얼-
업 단말이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두 단말간 IP 레벨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지 단말에게 인터넷 액세스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가  목적지  단말을  식별한  다음  그  단말과  점대점  프로토콜(Point-to-Point 
Protocol : 이하 PPP라 칭한다) 세션을 설정하고 동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상기와 같은 기술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IP 팩스 및 IT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29>
위해서는 양측 모든 단말이 IP 주소를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상기에서 다이얼-업 인터넷 액세스 단말은 ADSL 모뎀을 장착하고 ISP망의 인터넷 억세스 <30>
서버(Internet Access Server : 이하 IAS라 칭한다)와 PPP/ATM의 프로토콜 구조를 따르는 단말이다.

일반적으로 ADSL 모뎀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다이얼-업 단말은 인터넷 접속시 ISP와 PPP <31>
세션을 설정하고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하며, 인터넷 접속이 종료되면 IP 주소를 다
시 ISP쪽으로 되돌려준다.

따라서 다이얼-업 단말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며 가입자는 <32>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다이얼-업 단말의 인터넷 접속에서는 다이얼-업 단말의 가입자가 원할때만 가<33>
입자가 ISP쪽으로 PPP 세션을 설정하고 IP 주소를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한다.

반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원천지 단말의 가입자가 목적지 단말의 가입자와 IT와 같은 서비스<34>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만일 목적지 단말이 다이얼-업 단말이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면, 이 단말과의 서비스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IP 주소를 할당받은 인터넷 단말이 IP 주소를 할당받지 않은 인터넷 단말을 호출하여 인<35>
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종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IP 주소를 가지고 인<36>
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 단말이,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다이얼-업 인터넷 액세스 단말과 
언제든지 IP 레벨 연결성을 설정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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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측은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콜(IP) <37>
주소를 가지는 제 1 단말이 접속되고, 타측은 인터넷 망에 접속되며, 상기 제 1 단말의 서비스 요청에 따
른 가입자 인증 및 타 서비스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수행하는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구비하는 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망과;

일측은 상기 인터넷 망에 접속되고, 타측은 IP주소를 가지지 않은 제 2 단말이 접속된 비동기 전<38>
송모드(ATM) 망과 접속되며, 상기 제 1 단말이 제 2 단말과의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요구할 경우 두 단말
간에 IP 레벨 연결을 제공하는 제 2 ISP 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P 주소를 할당받은 제 1 단말<39>
의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여 상기 제 1 단말이 요구하는 타 단말과의 통신을 제공하는 제 1 서비스 게이트
웨이를 설정하는 제 1 과정과;

IP 주소를 할당받지 않은 제 2 단말의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여 상기 타 단말과의 통신을 제공하<40>
는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에서 상기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전송된 각 단말간 접속 <41>
요청을 수신한 경우, 제 2 단말에 부여할 IP 주소 할당을 요구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요구한 IP를 할당하고, 제 2 단말이 인터넷 망에 접속되면 이의 결과를 상기 <42>
제 1 단말에 전송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여, 두 단말간에 IP 레벨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목적 및 특징들,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43>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에 앞서 본 발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44>

① 다이얼-업(dial-up) 단말 (또는 인터넷 단말)은 ADSL 모뎀을 통해 ISP 망의 IAS와 PPP 세션을 <45>
설정하고, IAS로 부터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하며, 보통 PC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얼-업 단말과 IAS 간의 프로토콜 구조는 PPP/ATM을 따른다.<46>

② ISP는 IAS를 통해 다이얼-업 단말에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여 다이얼-업 단말에 인터넷 <47>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③ IAS는 상기 ISP가 운영하는 인터넷 액세스 서버로, PPP 서버와 IP 라우터의 기능을 가져 단말<48>
에 동적인 IP 주소 할당과 IP 패킷의 라우팅을 수행한다.

④ 단말간 IP 연결성의 설정 또는 IP 연결성의 제공은 두 단말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49>
넷에 접속되어 있고, 인터넷과 ISP 망에 위치하는 IP 라우터와 IAS의 IP 패킷 라우팅 기능을 통해 단말간 
IP 패킷의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하 도면을 통해 설명하면,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통신 환경과 망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50>
낸 구성도로,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원천지 단말인 단말 A(10)와;

ISP(30)  망의  접속점(Point  of  Presence  :  PoP)에  위치하는  IAS(31)와  ATM망(40)  가상 채널<51>
(Virtual Channel : 이하 VC라 한다) 및 PPP 세션을 설정하여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받아 인터넷 망
(20)에 접속하는 다이얼-업 단말로, 목적지 단말인 단말 B(70)와;

ATM망(40)과 단말 B(70) 사이에서 ADSL 신호를 종단하고 가입자 ATM VC의 다중화/역다중화 기능<52>
을 수행하는 디지틀 가입자라인 억세스 멀티플렉서(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 이하 
DSLAM라 칭한다)(50)과;

가입자측 ADSL 모뎀으로, 상기 DSLAM(50)과 단말 B(70) 사이에서 ADSL 루프(loop)을 형성하는 원<53>
격 ADSL 전송 유니트(ADSL Transceiver Unit Remote : 이하 ATU-R이라 칭한다)(60)를 구비한다.

상기와 같은 환경에서 본 발명에서는 단말 B(70)와 같은 다이얼-업 인터넷 액세스 단말이 인터넷<54>
에 접속되어 있으면 단말 B(70)는 ISP(30)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아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인
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IP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단말 B(70)와 IAS(31)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PPP/ATM 프로토콜 구조를 따르며, ATM 사용자<55>
망 인터페이스(User Network Interface : UNI)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ATM VC를 설정하고,  또한 
단말 B(70)는 전원이 "ON" 상태에 있고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셋-업(SETUP)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것으
로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도 1) 통신 환경에서 단말 A(10)의 가입자가 단말 B(70)의 가입자와 IT와 같은 서비<56>
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IAS(31)와 단말 B간(70)에 IP 레벨 연결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IAS(31)와 단말 B(70)간의 IP 연결성의 설정은 단말 B(70)가 IAS(31)로부터 IP 주소를 할<57>
당받아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IAS(31)가 단말 B(70)로 향하는 IP 패킷을 단말 B(70)쪽으로 라우팅하면 
IP 패킷이 단말 B(70)까지 전달되고, 또한 단말 B(70)로부터 IP 패킷을 인터넷망(20) 쪽으로 보낼 수 있
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IAS(31)와 단말 B(70)간에는 ATM VC와 PPP 세션이 설정되어야 한
다.

도 2는 상기 도 1과 같은 통신 환경에서 단말 A(10)와 단말 B(70)간의 단대단(end-to-end) IP 연<58>
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 제안한 망 구성 요소간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나타내는 순서도로,  만
일 단말 A(10)가 ISP B망(320)의 가입자이거나 ISP B망(320)의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ISP A망(310)의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망 구성 요소 중 각 서비스 게이트웨이(311, 321)는 단말간 IP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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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능 설명은 추후 기술한다.

서비스 제공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단말 A(10)의 가입자가 단말 A와 B의 도메인 네임과 가<60>
입자 정보를 서비스 게이트웨이에게 제공하므로써 시작되며, 단말 B가 ISP로부터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
받아 인터넷에 접속되고 단말 B의 IP 주소 또는 오류 메시지가 단말 A로 되돌려지면 종료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각 망 구성 요소의 상세한 기능 동작은 도 3에서 도 13 까지<61>
이며, 이중 도 3과 도 13은 단말 A의 동작, 도 4와 도 12는 서비스 게이트웨이 A의 동작, 도 5, 도 7, 도 
9, 도 11은 서비스 게이트웨이 B의 동작, 도 6과 도 8은 도메인 네임 시스팀(Domain Name System : 이하 
DNS라 칭한다) 서버의 동작, 도 10은 ISP 망의 IAS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그리고 각 도면에서 ⓐ ∼ ⓙ 기호는 순서도의 각 연결을 의미한다.<62>

상기 각 도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도 2와 함께 설명한다.<63>

단말 A(10)의 가입자는 ISP A(310)가 운영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에 접속하여 원하는 서<64>
비스를 선택하고, 자신과 단말 A(10)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 단말 B의 가입자와 단말 B(70)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도  2의  a,  b과정으로  상세하게는  도  3).  이때  단말  A(10)의  가입자는  웹  브라우져(Web 
Browser)(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가 운영하는 웹 서버(Web Server)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가입자가 선택하는 서비스로는 IP 팩스, IT 등과 같이 단말간 접속을 요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단말 A의 가입자가 제공하는 가입자와 단말 정보에는 자신과 단말 A의 가
입자 이름, 패스워드, 단말 B의 가입자 이름, 단말 A(10) 및 단말 B(70)에 대한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다.

상기 과정에 이어(도 4 참조)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는 단말 A의 가입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65>
참조하여 가입자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  및  서비스 이용 권한(Authority)이  있는 지를 검사하고
(4A), 권한이 없으면 단말 A(10)로 가입자오류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루틴(도 13참조)
으로 점프한다(4B, 도 2의 m과정).  여기서 가입자오류 메시지는 적법한 가입자가 아니거나 적법한 가입
자이지만 서비스 이용 권한이 없음을 나타낸다.

상기 검사결과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으면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으로부터 단말 B(70)가 ISP <66>
B(320)에 속한 것을 인식하고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를 보낸다(도 2의 c과
정, 4C).

이때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에는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이름이 포함된다.<67>

상기 과정에 이어(도 5참조)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68>
1)로 전달된다(도 2의 d 과정).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는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단말 B의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이름으로부터 단말 B의 가입자에 대한 인증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
지를 검사하고(5A),  권한이  없으면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통해  가입자  오류를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통보하고,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루틴(도 12참조)으로 점프한다(도 2의 k과정, 5B).   여기서 
ISP B의 정책(Policy)에 따라 단말 B의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인증 및 서비스 이용 권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상기 검사결과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으면 DNS 서버(323)쪽으로 DNS 질의(QUERY) 패킷을 보낸다<69>
(도 2의 f과정, 5C).  이때 DNS 질의 패킷은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주소에 대한 요청인 바, DNS 질
의 패킷의 연산코드(OPCODE) 필드에는 'QUERY', 이름(QNAME) 필드에는 단말 B의 '도메인 네임', 클래스
(QCLASS) 필드에는 인터넷 클래스를 나타내는 'IN', 타입(QTYPE) 필드에는 IP 주소를 나타내는 'A'로 채
워진다.

이어(도 6참조) DNS 질의 패킷이 DNS 서버(323)로 전달되면 DNS 서버(323)는 자신이 유지하는 데<70>
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질의 패킷에 포함된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타입 A RR(Resource 
Record : 이하 RR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한다(6A).  여기서 타입 A RR은 단말의 도메인 네임과 대응되
는 IP 주소의 쌍을 저장하는 레코드이다.

상기 확인결과 타입 A RR이 있으면 단말 B(70)의 IP 주소(도 2의 e 과정, 6B)를, 타입 A RR이 없<71>
으면 이름 오류(Name Error)를 DNS 응답(RESPONSE) 패킷을 통해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돌려준다(도 
2의 e 과정, 6C).  여기서 이름 오류는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타입 A RR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어(도  7참조)  DNS  응답  패킷이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전달되면,  서비스  게이트웨이 <72>
B(321)는 DNS 응답 패킷에 단말 B(70)의 IP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고(7A), IP 주소가 있으면 단말간 접속
응답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보내고,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루틴(도 12참조)
으로 점프한다(도 2의 k 과정, 7B).  이때 상기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에는 단말 B의 가입자 이름, 단말 
B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포함된다.

한편, 상기 확인결과 만일 DNS 응답 패킷에 이름오류가 있으면 DNS 서버(323)로 DNS 질의(QUERY) <73>
패킷을 전송한다(도 2의 f 과정, 7C).  이때 DNS 질의 패킷은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ATM 주소에 대한 
요청이다.  즉 DNS 질의 패킷의 연산코드(OPCODE) 필드에는 'QUERY', 이름(QNAME) 필드에는 단말 B의 '도
메인 네임', 클래스(QCLASS) 필드에는 인터넷 클래스를 나타내는 'IN', 타입(QTYPE) 필드에는 ATM 주소를 
나타내는 'ATMA'로 채워진다.

이어(도 8참조) 상기 DNS 질의 패킷이 DNS 서버(323)로 입력되면, DNS 서버(323)는 자신이 유지<74>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질의 패킷에 포함된 단말 B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타입 ATMA RR이 있
는지 확인한다(8A).  여기서 타입 ATMA RR은 단말의 도메인 네임과 대응되는 ATM 주소의 쌍을 저장하는 
레코드이다.

상기 확인 결과 타입 ATMA RR이 있으면 단말 B의 ATM 주소(도 2의 e 과정, 8B), 타입 ATMA RR이 <75>
없으면 이름 오류를 DNS 응답 패킷을 통해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돌려준다(도 2의 e 과정, 8C).  
여기서 이름 오류는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타입 ATM RR이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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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9참조) 상기 DNS 응답 패킷이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입력되면,  서비스 게이트웨<76>
이 B는 DNS 응답 패킷에 단말 B의 ATM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고(9A), ATM 주소가 있으면 IAS(323)쪽으로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보낸다(도 2의 g 과정, 9B).  이때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에는 단말 B의 도메
인 네임과 ATM 주소가 포함된다.

상기 확인 결과 만일 DNS 응답 패킷에 이름 오류가 있으면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통해 이름 <77>
오류가 일어난 것을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보내고,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루틴(도 12참조)으로 점
프한다(도 2의 k 과정, 9C).

이어(도 10 참조)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부터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IAS(322)<78>
는 ATM UNI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셋-업 메시지를 단말 B(70)쪽으로 보내고 단말 B와 ATM VC를 설정한다
(도 2의 h 과정, 10A).  IAS(322)는 상기에서 ATM VC가 설정된 후 PPP 세션을 설정하고 IP 주소를 할당한
다(도 2의 i 과정, 10B).   이때 IAS  또는 단말이 PPP  세션의 설정을 위한 PPP  링크제어프로토콜(Link 
Control Protocol : 이하 LCP라 한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IAS(322)는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를 통해 단말 B(70)에 할당한 IP 주소를 서비스 게이<79>
트웨이 B(321)로 전송한다(도 2의 j 과정, 10C).  이때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에는 단말 B의 도메인 네
임과 IP 주소가 포함된다.

이어(도 11참조) IAS(322)로 부터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는 <80>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통해 단말 B의 가입자 이름, 단말 B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서비스 게이트
웨이 A(311)로 돌려준다(도 2의 k 과정).

이어(도 12 참조)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는 단말 A(10)로 <81>
단말 B(70)의 IP 주소 또는 가입자 오류 또는 이름 오류를 돌려준다(도 2의 l, m 과정).

이어(도 13 참조) 단말 A(10)는 단말 B의 IP 주소 또는 이름 오류 또는 가입자 오류를 디스플레<82>
이 하여 가입자에게 알려준다(도 2의 n 과정).

한편,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망 구성 요소들은 기존의 기능에 추가되거나 <83>
변경되어야 할 기능 요구 사항을 갖는다.

첫째, DNS 서버(323)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84>

① 다이얼-업 단말 식별을 위한 타입 ATMA RR 저장 기능<85>

이는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단말 B(70)와 같이 인터넷에 <86>
접속되어 있지 않은 다이얼-업 단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단말 식별자가 필요하다.  단말의 식별자로 단
말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고려할 수 있지만,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다이얼-업 단말은 도메인 
네임을 단말의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DNS 서버는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쌍을 저장
하기 때문에 IP 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다이얼-업 단말은 타입 A RR이 없고, 따라서 도메인 네임도 저장되
어 있지 않다.

반면 본 발명에서 적용되는 DNS  서버(323)는 타입 A RR외에 ATM  포럼의 ATM  네임 시스팀(ATM <87>
Name  System  :  이하 ANS라 한다)에서 정의된 도메인 네임과 ATM  주소의 쌍을 저장하는 레코드인 타입 
ATMA RR의 저장 기능을 가져 단말의 도메인 네임을 단말의 식별자로 사용한다.

즉 DNS 서버는 단말 B(70)와 같이 ATM 주소를 갖는 다이얼-업 단말에 대한 타입 ATMA RR을 항상 <88>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므로써 도메인 네임을 단말의 IP 주소 할당과는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

만일 단말 B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DNS 서버(323)에는 ATMA RR 만이 저장되어 있고, <89>
단말이 IP 주소를 할당 받은 후 타입 A RR이 추가된다.  따라서 DNS 서버(323)는 기존의 DNS 서버가 갖는 
타입 A RR의 저장 뿐만 아니라 타입 ATMA RR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타입 A RR과 ATMA RR의 TTL 
필드는 '0'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DNS 서버나 단말의 DNS 해결자에 의한 단말 B와 같은 다이얼-업 단말
의 타입 A RR과 타입 ATMA RR의 캐슁(cashing)을 막기 위해서이다.

② DNS 서버 동작(operation)<90>

DNS 서버는 수신한 DNS 질의 패킷의 OPCODE 필드에 'QUERY', QNAME 필드에 단말 B의 '도메인 네<91>
임', QCLASS 필드에 'IN', QTYPE 필드에 'A'가 있으면 기존의 DNS 서버와 같이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DNS RESPONSE 패킷을 생성하고, 이를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돌려준다(도 6 참조).

만일 수신한 DNS 질의 패킷의 OPCODE 필드에 'QUERY', QNAME 필드에는 단말 B의 '도메인 네임', <92>
QCLASS 필드에 'IN', QTYPE 필드에 'ATMA'가 있으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DNS RESPONSE 패킷
을 생성하고, 이를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돌려준다(도 8참조).

둘째,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가져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93>

① 가입자 인증 기능<94>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단말 A의 가입자가 제공하는 가입자 정보를 참조하여 그 가입자가 요청한 <9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즉 특정 가입자가 IT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가입자 이름으로부터 그 가입자가 ISP에 등록된 가입자이며,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인증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서비스 게이트웨이 동작(operation)<96>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는 단말 A(10)의 가입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참조하여 가입자에 대한 <97>
인증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 지를 검사하고, 권한이 없으면 단말 A로 가입자오류 메시지를 보내고, 

17-5

1019980048035



권한이 있으면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으로부터 단말 B(70)가 ISP B(320)에 속한 것을 인식하고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로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를 보낸 경우 단말간 접
속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말 A(10)로 단말 B(70)의 IP 주소 또는 가입자 오류 또는 이름 오류를 돌려
준다.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는 단말 B(70)의 가입자에 대한 인증 <98>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권한이 없으면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통해 가입자 오류를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통보하고, 권한이 있으면 DNS 질의 패킷을 생성한 다음 DNS 서버(323)쪽으로 
보낸다.

DNS 질의 패킷을 보낸 경우 DNS 응답 패킷을 수신하면 단말 B(70)의 IP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99>
IP 주소가 있으면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보내고, 만일 이름
오류가 있으면 DNS 서버(323)로 DNS 질의 패킷을 보낸다. 

또한, DNS 질의 패킷을 보낸 경우 DNS 응답 패킷을 수신하면 단말 B의 ATM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100>
고, ATM 주소가 있으면 IAS쪽으로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름 오류가 있으면 단말간 접속응
답 메시지를 통해 이름 오류를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로 보낸다.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보낸 경우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101>
지를 통해 단말 B(70)의 가입자 이름,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
로 돌려준다.

따라서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위의 서비스 게이트웨이 A와 B의 기능 동작을 함께 가진다.<102>

③ 다른 서비스 게이트웨이와 통신 기능<103>

서비스 게이트웨이 A(311)는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으로부터 단말 B(70)가 속한 ISP의 도메인<104>
을 확인하고 그 ISP의 도메인에 속한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SP의 도메인 네임과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에 대한 매핑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게이트웨이간 통신을 위한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와 단말간 접속응답 메시지를 정<105>
의하여 사용하며,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에는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이름이 포함되고, 단
말간 접속응답 메시지에는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이름, IP 주소 또는 가입자 오류 또는 이
름 오류가 포함된다.

단말간 접속요청 메시지와 접속응답 메시지의 포맷 정의와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106>
토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IAS(322)와 통신 기능<107>

서비스 게이트웨이 B(321)는 DNS 서버(323)로부터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ATM 주<108>
소를 받으면 IAS(322)쪽으로 IP 주소 할당 요청을 하고, IAS(322)로부터 IP 주소 할당 응답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와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를 정의하여 사용하며, IP 주소할당<109>
요청 메시지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로부터 IAS(322)로 보내지며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ATM 주소가 포
함되고,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는 IAS(322)로부터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보내지며 단말 B(70)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상기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와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의 포맷 정의와 메시지 전송을 <110>
위해서는 기존의 DNS 프로토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셋째, ISP망의 IAS(322)가 가져야 할 기능은 먼저 단말 B(70)로 ATM 연결 설정 요청 기능을 들 <111>
수 있다.  IAS(322)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로부터 단말 B(70)에 대한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단말 B(70)의 ATM 주소를 참조하여 단말 B(70)쪽으로 ATM UNI 셋-업 메시지를 보내고 단말 B(70)와 
ATM VC를 설정한다.

단말 B(70)와 ATM VC가 설정되고 나면 IP 주소 할당을 위한 PPP 세션을 설정해야 한다.  PPP 세<112>
션을 설정하기 위한 PPP LCP는 IAS(322) 또는 단말 B(70)가 먼저 할 수 있다.

IAS(70)의  PPP  엔티티(entity)는  PPP  링크  설정 단계(Link  Establishment  Phase),  인증 단계<113>
(Authentication Phase)를 거쳐 IP제어 프로토콜(Control Protocol : IPCP) 을 통해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IAS(322)는 단말 B(70)에 IP 주소를 할당한 다음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를 통해 단말 <114>
B(70)의 IP 주소를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돌려줄 수 있으며,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와 IP 주소할당응답 
메시지는 위의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기능 요구 사항에서 기술된 바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넷째, 다이얼-업 단말 B(70)가 가져야 할 기능으로는 IAS(322)와 ATM VC를 설정하기 위해 ATM <115>
UNI 셋-업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VC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AS(322)와 PPP 세션을 설정하기 위
해 단말의 PPP 엔티티는 PPP 링크 설정 단계, 인증 단계를 거쳐 IPCP 프로토콜을 통해 IP 주소를 할당받
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망 구성 요소의 기능 요구 사항 외에 단말 B(70)와 같은 다이얼-업 단말들에 대한 도메인<116>
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다이얼-업 단말만을 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메인
(예: 다이얼-업 도메인)을 ISP 도메인의 부도메인(subdomain)으로 정의하고 단말의 도메인 네임은 부도메
인에서 유일성을 가지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부도메인이 정의되면 그 부도메인은 별도의 독립적인 DNS 
영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참고로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DNS(323)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중전화망(PSTN) 등의 일반전화망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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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하여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인터넷에 접속한 단말과 고유한 IP 주소가 없는 인<118>
터넷에 접속하지 않은 다이얼-업 단말간에 IP 레벨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절차와 망 구
성 요소가 가져야 할 기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안하므로써, IT, IP 팩스 뿐만 아
니라 향후 인터넷을 통해 가정 가입자 단말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잇점
을 수반한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은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며, 당업자라면 본 발명<119>
의 사상과 범위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은 고유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가지는 제 1 단말이 접속되고, 타측은 인터넷 망에 
접속되며, 상기 제 1 단말의 서비스 요청에 따른 가입자 인증 및 타 서비스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수행
하는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구비하는 제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망과;

일측은 상기 인터넷 망에 접속되고, 타측은 IP주소를 가지지 않은 제 2 단말이 접속된 비동기 전
송모드(ATM) 망과 접속되며, 상기 제 1 단말이 제 2 단말과의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요구할 경우 두 단말
간에 IP 레벨 연결을 제공하는 제 2 ISP 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상기 제 1 단말의 가입자 인증이 수락되면 제 1 단말에서 접속 
요청한 제 2 단말의 가입자가 가입된 ISP망을 검색한 후, 단말간 접속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간 접속 요청시 제 2 단말에 대한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이름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
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ISP의 도메인 네임과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에 대한 매핑 
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제 2 단말의 가입자가 가입된 ISP 망을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
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ISP 망은 상기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상기 제 2 단말과의 접속요청을 수신하
면, 제 2 단말에 대한 ATM 주소 존재 여부에 따라 IP 주소 할당요청을 하는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와;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제 2 단말에 대한 IP 주소 또는 ATM 주소 요청이 전송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제 2 단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각 IP 주소와 ATM 주소를 전송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수단과;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IP 주소 할당요청이 전송되면, IP 주소를 할당하는 인터넷 
액세스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IP 주소할당요청시 제 2 단말에 대한 도메인 네임과 ATM 주소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생성하
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제 2 단말과의 접속요청을 수신
하면 제 2 단말의 인증 및 서비스 이용 권한을 검사한 다음,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수단으로 제 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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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요청하고, 그 응답으로 IP 주소를 수신하면 제 1 서비스 게이트
웨이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에서 ATM 주소 요청 응답으로 제 2 단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ATM 주소를 수신하면, IP 주소 할당요청 메시지를 상기 인터넷 액세스 수단으로 전송하고, 인터넷 액세스 
수단으로 부터 이의 응답 메시지인 상기 도메인 네임과 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포함한 메시지를 수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수단은 ATM 포럼의 ATM 네임 시스팀에서 정의된 도메인 네임과 ATM 주
소의 쌍을 저장하는 레코드 타입(ATMA RR)을 저장하여, 도메인 네임을 단말의 식별자로 사용하므로써, 제 
2 단말을 식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
성 제공 장치.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액세스 수단은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제 2 단말에 대한 IP 주소할당요청을 
수신하면 제 2 단말의 ATM 주소를 참조하여 제 2 단말로 ATM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셋-업 메시지를 전송하
여 ATM 가상채널을 설정한 후, IP 주소 할당을 위한 점대점(PPP)프로토콜 세션을 설정하여 IP 주소를 할
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장치.

청구항 11 

IP 주소를 할당받은 제 1 단말의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여 상기 제 1 단말이 요구하는 타 단말과
의 통신을 제공하는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제 1 과정과;

IP 주소를 할당받지 않은 제 2 단말의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여 상기 타 단말과의 통신을 제공하
는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설정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에서 상기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전송된 각 단말간 접속 
요청을 수신한 경우, 제 2 단말에 부여할 IP 주소 할당을 요구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요구한 IP를 할당하고, 제 2 단말이 인터넷 망에 접속되면 이의 결과를 상기 
제 1 단말에 전송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여, 두 단말간에 IP 레벨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과정에서 제 1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제 1 단말이 접속요구한 타 단말이 가입된 ISP망
의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확인하기 위해, 타 ISP망에 대한 도메인 네임과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에 
대한 매핑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
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과정은 제 1 단말로 부터 제 2 단말과의 접속을 요구하면, 제 1 단말의 가입자 인증을 
거치고, 제 2 단말이 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망에 가입된 단말임을 확인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제 2 단말의 가입이 확인되면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단말간 접속요청을 
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단말간 접속요청을 수신한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는 제 2 단말에 대한 가입자 인증을 거친 
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수단으로 IP 주소 요청을 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 3 단계에서 IP 주소요청을 수신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수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결과를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제 4 단계에서 전송된 응답으로 제 2 단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ATM 주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 액세스 수단으로 IP 주소할당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에서 단말간 접속 요청시 전송 메시지는 제 2 단말에 대한 도메인 네임과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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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IP 주소할당요청시 전송 메시지는 제 2 단말에 대한 도메인 네임과 ATM 주소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제 2 단말에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상태이
면 제 2 단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IP 주소를 응답 메시지로 전송하고,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지 않
고 ATM 주소가 존재하면 제 2 단말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되는 ATM 주소를 응답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청구항 17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과정에서 제 2 서비스 게이트웨이로 부터 제 2 단말에 대한 IP 주소할당요청을 수신하
면 제 2 단말의 ATM 주소를 참조하여 제 2 단말로 ATM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셋-업 메시지를 전송하여 ATM 
가상채널을 설정하는 제 1단계와;

가상채널이 설정되면 IP 주소 할당을 위한 점대점(PPP)프로토콜 세션을 설정하여 IP 주소를 할당
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인터넷 액세스 단
말간 IP 레벨 연결성 제공 방법.

도면

17-9

1019980048035



    도면1

17-10

1019980048035



    도면2

17-11

1019980048035



    도면3

    도면4

17-12

1019980048035



    도면5

17-13

1019980048035



    도면6

    도면7

17-14

1019980048035



    도면8

    도면9

17-15

1019980048035



    도면10

    도면11

17-16

1019980048035



    도면12

    도면13

17-17

1019980048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