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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이동 서버 및 동적 ＤＮＳ 갱신을 갖는 피어-투-피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의 방법 및 통신 시스템은 동적 IP 주소 할당 및 동적 DNS 갱신을 사용하여 이동 단말들에서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는 세션 IP 주소들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홈

네트워크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동 단말에 IP 주소들 중 하나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구내 네트워크

(private network)를 통해 이동 단말의 홈 네트워크에 할당된 IP 주소를 전송한다. 방문 네트워크가 이동 단말로부터 호스

트 네임을 이미 수신하였다 할지라도, 홈 네트워크는 방문 네트워크로부터의 할당된 IP 주소를 홈 네트워크의 DNS 서버에

서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과 연관시키고, 방문 네트워크에 호스트 네임을 전송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DNS 서버에서 할

당된 IP 주소와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을 연관시킨다. 이동 단말에 의한 호 종료시, 방문 네트워크는 DNS 서버에서 호스

트 네임으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를 분리시키고 홈 네트워크에게도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지시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이동 서버, 홈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이동 전화 교환 센터,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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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동 장치와 호스트 컴퓨터간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

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IP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에 접속된 이동 장치와 호스트 컴퓨터 간

의 통신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통신 시스템 102 : 홈 네트워크

106 : 셀룰러/PCS 사이트 108 : 홈 위치 등록기

110 : 홈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112 : 라우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이동 단말들 이용하는 가입

자들에게 무선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할당 및 동적 DNS 갱신을 이용

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무선 또는 "이동" 통신들은 가입자들이 대규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들을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셀룰러(cellular) 및 개인 통신 서비스(PCS) 전화기들은 무선 통신을 위한 이동

유닛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셀룰러/PCS 전화기들은 제어기를 갖는 셀 사이트(cell site) 및 라디오 송수신기, 이동 전

화 교환 센터들은 물론 이동 유닛들, 즉, 휴대 전화 또는 핸드셋(handset)들을 포함하는 공지된 무선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동작한다. 이동 전화 교환 센터들은 전화 시그널링(telephony signaling) 네트워크들 및 유선-이동 및 이동-유선 접속들

및 이동-이동 접속들간의 상호 접속을 교환하는 디지털 전화 교환국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는

공지되어 있다. 또한 이동 전화 교환 센터들은 셀 사이트 제어기들로부터 수신된 이동 유닛 상태 데이터를 처리하고, 셀들

간의 호들을 교환하고, 진단(diagnostic) 정보를 처리하며, 과금 데이터(billing data)를 컴파일(compile)한다.

무선 서비스의 가입자 각각은 무선 홈 네트워크에 할당된다. 홈 네트워크는 가입자에 의해 사용되는 이동 유닛에 대한 유

일한 식별 정보(통상적으로는 번호)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가입 정보(subscription information)를 저장한다. 가입자는 통

상적으로 홈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 내의 어디서든지 무선 호들을 확립하고 수신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무선 서비스 제공

자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서비스 커버리지(coverage)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로밍 협정(roaming

agreements)을 체결하거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그들의 홈 네트워크들의 서비스 지역들 밖으로 돌아다니면

서도 무선 호들을 확립하고 수신할 수 있다. 로밍 협정하에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정 상대방인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들은 협정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그들의 무선 홈 네트워크들 밖으로 이동

하는 가입자들에 의해 액세스되는 셀룰러/PCS 네트워크들은 무선 방문 네트워크들로서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가입자들의 견지에서, 방문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또는 로밍 협정이 존재하는 상이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동작될 수 있다.

동작에서, 홈 네트워크에서 이동 전화 교환 센터가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로부터 호를 수신하고, 그 호가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동 장치 사용자에 대한 것일 때, 이동 전화 교환 센터는 수신된 전화 번호를 판독하고 대응하는 이동 사용자를 찾

을 수 있도록 셀 사이트의 제어기들에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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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동 장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호를 확립할 때, 홈 네트워크 내의

이동 전화 교환 센터는 셀 사이트 제어기로부터 대응하는 호출된 번호를 수신하여 이 호출된 번호를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

크에 전송한다.

반면에,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동 장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 밖에서 호를 확립할 때, 방문 네트워크 내의

이동 전화 교환 센터는 이동 장치 사용자가 로밍 및 호 확립 권한을 갖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와 통신한다. 홈 네트워크에 의해 인증이 확인되면, 방문 네트워크 내의 이동 전화 교환 센터는 셀 사이트 제어기

로부터 그 호출된 번호를 수락하며 그 호출된 번호를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무선 네트워크들은 또한 피어-투-피어(peer-to-peer) 및 이동 서버 패킷 데이터 연산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 도 1은 패킷

데이터 사용자들 및 이동 서버들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위한 통신 시스템(10)을 도시한다. 통신 시스템(10)은 각각의 라

우터들(15 내지 17)에 의해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14)에 연결된 복수의 무선 네트워크들(11 내지 13)을 포함한다. 다

양한 통신 장치들은 상이한 셀룰러/PCS 네트워크들(11 내지 13)을 통해 IP 네트워크(14)를 액세스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서버(18)(호스트 네임: mobile-www.xyz.com)는 제 1 셀룰러/PCS 네트워크(11)를 통해 IP 네트

워크(14)와 통신하며, 스마트 폰(smart phone), 랩탑(laptop), 팜(palm) 장치와 같은 제 1 음성/데이터 이동 장치(19)(호

스트 네임: YourName.abc.com)는 제 2 셀룰러/PCS 네트워크(12)를 통해 IP 네트워크(14)와 통신하며, 제 2 음성/데이

터 이동 장치(20)는 제 3 셀룰러/PCS 네트워크(13)를 통해 IP 네트워크(14)와 통신한다. 고정된 호스트(21)는 표준 유선

접속을 통해 IP 네트워크(14)와 통신한다.

피어-투-피어 통신은 고정된 호스트(21) 및 이동 장치들(19, 20)간 및 이동 장치들(19, 20) 자체간에 패킷 멀티미디어 상

호작용을 포함한다. 이동 서버 및 클라이언트 패킷 멀티미디어 상호작용들은 고정된 호스트(21)와 이동 서버(18)간 및 이

동 장치들(19, 20)과 이동 서버(18)간에 가능하다.

피어-투-피어 또는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중 어느 하나에서 또다른 상대방의 목적지 종료점을 표시하는 가장 편리한 수

단 중 하나는 호스트 네임 표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클라이언트는 이동 서버의 호스

트 네임(예를 들면, mobile-www.xyz.com)을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이동 서버와 통신할 수 있다. 유사하게, 고정되거나

이동하는 피어는 다른 이동 피어의 호스트 네임(예를 들면, YourName.abc.com)을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다른 이동 피어

와 IP-전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각 경우에, 호스트 네임이 등록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는

기호적인 호스트 네임을 그의 대응하는 IP 주소로 해석할 책임이 있으며, 이 IP 주소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 IP 패킷을

라우팅하기 위해 필요한, 마침표들로 분리된 4개의 번호들(예를 들어, 35.1.1.1)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호스트 네임은

이동 장치 사용자가 등록된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다.

특정 호스트 네임과 관련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세션 종료시 반환되는 할당되어 있던 IP 주소에 기초하여 세션마다 할당

된다. 이러한 IP 주소들의 할당은 동적 IP 주소 할당으로서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예컨대, 도 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무선 홈 네트워크(24)는 홈 네트워크(24)와 통신하기 위해 이동 장치(28)를 사용하는 이동 장치 사용자(26)

에 세션 IP 주소를 동적으로 할당하며, IP 네트워크(34)를 통해 인터페이스하는 이동 장치(28)와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

(32)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그의 DNS 서버(30) 내에서 호스트 네임-IP 주소 관계를 갱신한다. 홈 네트

워크(24)는 라우터(36)를 통해 IP 네트워크(34)에 연결된다. 홈 네트워크(24)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 및 호스트 네임이 모

두 홈 네트워크(24)에 등록되어 있을 때, 컴퓨터 호스트(32)와 이동 장치(28)간의 패킷 전송들과 모든 DNS 질의들은 홈

네트워크(24)를 통하여 라우팅된다. 이동 장치(28)가 홈 네트워크(24)를 통하여 IP 네트워크(34)에 접속될 때, 이동 장치

(28)에 관한 순방향 및 역방향 DNS 룩업들 모두는 DNS(30)에 의해 분해될 수 있다. 순방향 DNS 룩업은 특정 호스트 네

임과 관련된 IP 주소에 대한 요청이고, 역방향 DNS 룩업은 특정 IP 주소와 관련된 호스트 네임에 대한 요청이다.

유사한 참조 부호들이 유사한 요소들을 가리키는 도 3을 참조하면, 무선 홈 네트워크(24)는 방문 네트워크(38)를 통하여

접속된 이동 장치(28)에 동적 주소를 할당할 수 있고 컴퓨터 호스트(32)와 이동 장치(28)간의 피어-투-피어 통신을 허용

하기 위해 DNS 서버(30)에서 호스트 네임-IP 주소 관계를 갱신할 수 있다. 방문 네트워크(38)는 라우터(40)를 통해 IP 네

트워크(34)에 접속되고,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42)를 통해 홈 네트워크(24)와 통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동작을

위해, 홈 네트워크(24)의 라우터(36)와 방문 네트워크(38)의 라우터(40) 사이에 IP 터널(44)이 형성되어, 홈 네트워크(24)

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로 정해진 모든 DNS 질의들 및 표준 IP 패킷들은 IP 네트워크(34)를 통하여 홈 네트워크(24)의 라

우터(36)로 라우팅될 수 있으며, 터널(44) 및 방문 네트워크(38)의 라우터(40)를 통해 이동 장치(28)로 라우팅될 수 있다.

터널(44)은 기본적으로 IP 네트워크(34)를 통해 IP 패킷들을 이동 장치(28)로 방향을 바꾼다. 터널(44)이 이동도의 발행을

행하는 동안, IP 전화와 같은 실시간 응용들에 대해 가능한 심한 충격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여분의 종단간(end-to-end) 네

트워크 대기시간 또는 지연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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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44)을 피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네트워크 지연을 제거하는 한 방법은 방문 네트워크(38)로 국한된 IP 주소를 로밍

하는 이동 장치(28)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 네트워크(38)에 국한된 동적 IP 주소는 이동 장치(28)에 할

당되고, 방문 네트워크(38) 내의 DNS 서버(45)는 방문 네트워크(38)에 등록된 로컬 IP 주소와 홈 네트워크(24)에 등록된

이동 장치(28)의 호스트 네임을 연관시킨다. 이러한 배치는 터널(44) 및 고유의 네트워크 지연들을 피한다. 그러나, 순방향

DNS 룩업은, 호스트 네임의 IP 주소에 관한 모든 질의들이 호스트 네임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는 홈 네트워크

에 전송되고, 홈 네트워크(24)의 DNS 서버(30) 내의 호스트 네임 및 IP 주소간에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이

러한 순방향 DNS 룩업 실패의 결과로서, 호스트 네임들을 경유한 피어-투-피어 및 이동 서버 통신은 발생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DNS 룩업 실패들을 피하고 부가적이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지연들을 도입하지 않는,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이동 단말들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기반구조를 이용한 안전

방법으로 기능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이한

그러한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동적 IP 주소 할당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들의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법 및 통신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성들을 충족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세션 IP 주소에 따라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이동 단말에 그의 IP 주소들 중 하나를 동적으로 할당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할당된 IP 주소를 구내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통해 이동 단말의 홈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그 방문 네트워크가 이동 단말로부터 호스트 네임을 이미 수신하

였다 할지라도, 홈 네트워크는 방문 네트워크로부터의 할당된 IP 주소와 그 DNS 서버 내의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을 연

관시키고, 호스트 네임을 방문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과 그 DNS 서버 내의 할당

된 IP 주소를 연관시킨다. 이동 단말에 의한 데이터 호의 종료시, 방문 네트워크는 DNS 서버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호스트

네임에서 분리하고, 홈 네트워크에게도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본 발명의 제 1 특징에 따르면,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할당을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소정의 호스트 네임을 갖는

이동 단말에 제공하는 방법은 이동 단말에 의해 액세스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IP 주소를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IP 주소는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방문 네트워크로부터 홈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은

홈 네트워크에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와 연관된다.

삭제

이동 단말에 의해 액세스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단계는, 이동 단말에 의

해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단계와,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방문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간의 통신 링크를 확립하

는 단계와,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방문 네트워크로부터 홈 네트워크로 이동 단말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식

별 정보에 응답하여 홈 네트워크에 의해 이동 단말을 인증하는 단계와, 이동 단말에 대한 가입 정보 및 인증 확인을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로부터 방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와,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방문 네

트워크에 의해 IP 주소를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방문 네트워크에 의

해 IP 주소를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는, 방문 네트워크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요

청하는 단계, 및 방문 네트워크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에서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을 IP 주

소와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홈 네트워크에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와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을

연관시키는 단계는 홈 네트워크의 DNS 서버에서 수행된다.

바람직하게, 구내 네트워크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41(ANSI-41) 네트워크,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Mobile Application Part(GSM-MAP) 네트워크, 또는 두 네트워크들의 조합과 같은 전화 시그

널링 네트워크이다. 그 방법은 이동 단말에 의해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방문 네트워크 및 홈 네트워크에서 이동

단말로부터 IP 주소를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동 단말은 스마트 폰, 랩탑 또는 팜 장치와 같은 이동 음성 및 데

이터 장치 또는 이동 서버를 포함한다. 그 방법은 이동 단말 또는 홈 네트워크로부터 방문 네트워크로 이동 단말의 호스트

네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이동 단말들을 사용하여 이동 가입자들에게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통

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그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및 방문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홈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이동

단말들의 가입 정보, 식별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저장 및 제공하기 위한 홈 위치 등록기(HLR), 및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호

스트 네임들을 이동 단말들에 할당된 IP 주소들에 맵핑(mapping)하는 홈 DNS 서버를 포함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전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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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널링 네트워크와 같은 구내 네트워크에 의해 홈 네트워크의 HLR과 통신하는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 호스트 네임들

을 IP 주소들에 맵핑하는 방문 DNS 서버(visited DNS server), 방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복수의 IP 주소들을 갖는 방문 동

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 및 IP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라우터를 포함한다. 방문 네트워크는 방

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IP 주소들을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이동 단말들에 할당하여, 이동 단말 액세스를 라우터를 통

해 IP 네트워크에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방문 네트워크는 또한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동 단말들에 할당된 IP 주소

들을 HLR에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홈 네트워크는 할당된 IP 주소들을 홈 DNS 서버에서 이동 단말들의 대응하는 호스트

네임들과 연관시키도록 구성된다.

방문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 이동 단말들이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권한을 가짐을 나타내는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

를 HLR로부터 수신할 때, 방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IP 주소들을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이동 단말들에 할당하도록 구

성된다. 방문 네트워크는 또한 할당된 IP 주소들을 방문 DNS 서버에서 이동 단말들의 호스트 네임들과 연관시키도록 구성

된다. 방문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 이동 단말들에 의해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방문 DNS 서버에서 이동 단말들

호스트 네임들로부터 할당된 IP 주소들을 분리시키도록 구성된다.

VLR은, 이동 단말들에 의한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홈 DNS 서버에서 이동 단말들의 호스트 네임들로부터 할당

된 IP 주소를 분리시키도록 HLR에 지시하도록 구성된다. 구내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 바람직하게, 이동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음성 및 데이터 전화 또는 이동 서버이다. 시스템은 복수의 방문 네트

워크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동 단말들은 이동 단말들의 호스트 네임을 방문 네트워크에 전송되도록 구성될 수도 있

다. 대안적으로, HLR은 이동 단말들의 호스트 네임들을 방문 네트워크에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DNS 룩업 실패를 피하고 네트워크 지연들을 도입하지 않는, 이동 단말들의 가입자들에게 데이

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존의 기반구조를 이용

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상기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대적으로 구현이 용

이하고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삭제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이점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 첨부 도면들 및 청구항들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100)이 도시되어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홈 네트워크

(102) 및 방문 네트워크(104)를 포함한다. 홈 네트워크(102)는 셀룰러/PCS 사이트(106), 홈 위치 등록기(HLR)(108), 홈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110) 및 라우터(112)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방문 네트워크(104)는 셀룰러/PCS 사이트

(114), 방문자 위치 등록기(VLR)(116), 방문 DNS 서버(118), 라우터(120) 및 방문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

버(122)를 포함한다. 셀룰러/PCS 사이트들(106, 114)은 각각 각각의 네트워크들(102, 104)을 액세스하는 이동 단말들로

또는 이동 단말들로부터 호들을 전송 및 수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들(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한다. 무선 송수신기들은

네트워크들의 서비스 지역들을 규정하는 송수신기들의 전체 커버리지를 갖는 복수의 상이한 위치들에서 물리적으로 위치

된다

삭제

홈 네트워크(102)와 방문 네트워크(104)는 HLR(108) 및 VLR(116) 각각에 의해 액세스되는 구내 네트워크(124)를 통해

통신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구내 네트워크(124)는 홈 네트워크(102)와 방문 네트워크(104)간의 정보 교환을 위하여 상

대적으로 안전한 수단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유선 통신들에서 사용되는 표준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들을 포함한다.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들은 바람직하게 ANSI-41 네트워크들, GSM-MAP 네트워크들 또는 이 두 네트워크들의 조합을 포함

한다. 구내 네트워크(124)에 대한 액세스는 단지 승인된 네트워크들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홈 네트워크(102)와 방문 네트

워크(104)간의 정보의 교환은 비교적 안전하다.

HLR(108)은 이동 단말(128)을 통해 방문 네트워크(104)를 액세스하는 이동 사용자(126)에게 사용자 서비스들을 제공하

기 위하여 그의 피어인 VLR(116)과 함께 작동하는 네트워크 소자이다. 이동 사용자(126)는 이동 단말(128)을 이용하여

무선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들을 수신하기 위하여 홈 네트워크(102)에 등록된다. 이동 단말(128)은 네트워크(102)를 홈

네트워크로서 식별하는 유일한 식별 정보로 프로그램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들(102, 104)에 대한 홈 및 방문 지정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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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사용자(126)에게 특유하며, 한 사용자에 대한 홈 네트워크는 또다른 사용자에 대한 방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100)이 홈 네트워크(102)와 통신하는 복수의 방문 네트워크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게 이해되는 것이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이동 단말(128)은 홈 네트워크(102)에 등록된 호스트 네임을 갖는 이동 서버 또는 음성/데이터 이동

장치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동 단말은 이동 사용자(126)가 인터넷과 같은 IP 네트워크(134)를 통해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들(130, 132) 또는 다른 이동 단말들(도시되지 않음)과 패킷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홈 및

방문 네트워크들(102, 104)은 각각 라우터들(112, 120)을 통해 IP 네트워크(134)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할당된 호스

트 네임(예컨대, hostname.xyz.com)이 홈 네트워크(102)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네임에 할당된 IP 주소에 관한

임의의 DNS 질의들은 호스트 네임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는 홈 네트워크(102)에 지시된다. 홈 DNS 서버(110)는

홈 네트워크(102)에 의해 소유된 모든 호스트 네임들을 IP 네트워크(134)를 통해 표준 IP 패킷 라우팅에 필요한 대응하는

IP 주소들로 해석함으로써 그러한 질의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IP 주소들은 특정 호스트 네임

에 할당된 IP 주소가 한 세션으로부터 다른 세션으로 변하도록 세션에 기초하여 한 세션에 대한 호스트 네임들에 동적으로

할당된다. 홈 DNS 서버(110)는 호스트 네임들과 할당된 IP 주소들간의 연관을 유지한다.

HLR(108)은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들 및 식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하고 있다. 각 이동 사용자는

이동 사용자의 가입 정보를 포함하는 이동 단말의 식별 정보와 관련된 사용자 서비스 프로파일을 가진다. 가입 정보는 서

비스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동 사용자는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예컨대, 그러한 서비스들은

로밍, 호 전달, 호출자 ID, 3-방향 호출,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 등의 권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HLR(108)은 또한 호를 확립

하려고 시도하는 이동 단말이 유효한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이동 사용자와 관련한 인증 정보를 포함한다.

예시된 실시예에서, 이동 사용자(126)는 방문 네트워크(104)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동하고 있고 홈 네트워크(102)에 등

록된 호스트 네임을 갖는 이동 단말(128)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션 호를 확립한다. 이동 단말(128)은 호의 등록 또는 발원

처리의 부분으로서 식별 정보를 방문 네트워크(104)에 전송한다. 방문 네트워크(104)는 이동 사용자(126)의 홈 네트워크

(102)를 운용하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유되고 동작될 수도 있고, 방문 네트워크(104)는 이동 사용자(126)가

방문 네트워크(104)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홈 네트워크(102)와 통신한다. 대안적으

로, 방문 네트워크(104)가 이동 사용자(126)의 홈 네트워크(102)를 소유 및 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와는 다른 서비스 제

공자에 의해 소유 및 운용되면, 방문 네트워크는 이동 사용자(126)가 방문 네트워크(104)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홈

네트워크(102)의 로밍 협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VLR(116)을 통해 결정한다.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가 홈 네트워크

(106)를 소유 및 운용하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유 및 운용되거나 또는 로밍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가 호를 처리한다. 다음에, 방문 네트워크(104)는 구내 네트워크(124)를 통해 홈 네트워크(102)에 접촉하

고, 이동 사용자(126)/이동 단말(128)이 호 확립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동 단말의 식별 정보를 전송한다.

HLR(108)은 가입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의 특정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VLR(116)에

응답한다. 이동 가입자(126)가 홈 네트워크(102)로부터의 인증 확인의 형태로 호를 확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

면, 방문 네트워크(104)는 방문 DHCP(122)를 통해 IP 주소를 이동 단말(128)에 할당한다.

삭제

방문 DHCP(122)는 방문 네트워크(104)에 등록된 동적 IP 주소들(예컨대, 61.1.8.8)의 데이터베이스(도시되지 않음)를 포

함하고 있다. 방문 DHCP(122)에 의해 관리되는 동적 IP 주소들은 세션에 기초하여 세션에 관한 호스트 네임들에 할당되

어, 방문 DHCP(122)가 할당된 IP 주소와 할당되지 않은 IP 주소의 풀을 추적하도록 한다. 방문 네트워크(104)는 데이터

세션의 지속기간 동안에 이동 단말(128)을 할당된 IP 주소와 연관시키도록 방문 DNS 서버(118)에 지시한다.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에 국한된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상기 구내 네트워크(124)를 통해 상기 홈 네

트워크(102)에 전송한다. 상기 홈 네트워크(102)는 상기 할당된 IP 주소와 상기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을 연관시

키도록 상기 홈 DNS 서버(110)에 지시한다. HLR(108)을 통해, 상기 홈 네트워크(102)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에 상

기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을 전송한다. 상기 방문 네트워크(104)는 상기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과 상기 할

당된 IP 주소를 연관시키도록 상기 방문 DNS 서버(118)에 지시한다. 상기 이동 단말(128) 자신이 그의 호스트 네임을 상

기 방문 네트워크(104)에 전송할 수도 있다는 점이 본 기술의 당업자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피어-투-피어 및 이동 서버 서

비스들은 현재 상기 이동 단말(128)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삭제

예를 들어,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2)는 목적지로서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을 사용하여 이동 단말(128)에 의해

IP 전화 호 또는 H.323 세션을 개시할 수도 있다. 순방향 DNS 룩업 요청은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과 연관된 I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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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결정하기 위해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2)에 의해 개시된다.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이 홈 네트워크(102)에

의해 소유되기 때문에, 순방향 DNS 룩업 요청은 홈 네트워크(102)로 라우팅된다. 홈 DNS 서버(110)는 방문 네트워크

(104)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로 동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2)에 의해 이루어진 DNS 룩업 요청

에 대한 홈 DNS 서버(110)의 응답으로서 할당된 IP 주소가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2)에 전송된다. 고정된 컴퓨터 호스

트(132)와 이동 단말(128)간의 IP 패킷 전송이 진행된다.

대안적으로,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0)는 할당된 IP 주소와 연관한 호스트 네임을 결정하기 위해 역방향 DNS 룩업 요청

을 개시할 수도 있다. 할당된 IP 주소가 방문 네트워크(104)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방향 DNS 룩업 요청은 방문 네트

워크(104)로 라우팅된다. 방문 DNS 서버(118)는 할당된 IP 주소와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간의 연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동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이 고정된 컴퓨터 호스트(130)에 전송된다. 그러므로, 통신 시스템(100)은 순방향

및 역방향 DNS 룩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동 장치 또는 이동 서버들은 순방향 및 역방향 DNS 룩업

들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128)과 통신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인식될 것이

다.

IP 주소가 방문 네트워크(104)에 의해 할당되기 때문에, 모든 패킷이 컴퓨터 호스트들(130, 132)간에 전송되고, 이동 단말

(128)은 방문 네트워크(104)를 통해 라우팅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호스트(130)로부터의 패킷 전송은 컴퓨터 호스트

(132)로부터 IP 네트워크(134), 라우터(120), 셀룰러/PCS 사이트(104), 이동 단말(128)로 진행된다. 부가적이거나 또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지연들은 호스트 컴퓨터(130)와 방문 네트워크(104)간에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전송될 때 이 셋업의 결

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삭제

데이터 세션이 완료될 때, 방문 네트워크(104)는 또한 할당된 IP 주소로부터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을 분리하도록 방문

DNS 서버(118)에 지시한다. 할당된 IP 주소는 다른 단말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방문 DHCP(122)로 "복귀"된다. 분리의 일

부로서,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이 방문 DNS 서버(118)로부터 제거된다. 방문 네트워크(104)는 또한 구내 네트워크

(124)를 통해, 할당된 IP 주소로부터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을 분리하도록 호스트 네트워크(102)에 지시한다. 따라서,

단말(128)의 호스트 네임은 DNS 서버(110)에서 방문 네트워크(104)에 의해 할당된 IP 주소로부터 분리된다.

홈 DNS 서버(110)와 방문 DNS 서버(114) 모두는 동적으로 갱신되고, 이 갱신은 구내 네트워크(124)를 사용하여 안전한

것으로 고려된다. 갱신들 모두는 악의 있는 공격들 또는 사기 행위 관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구내

네트워크(124)는 바람직하게 무선 시스템간 통신들에 이미 존재하는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들이고, 홈 네트워크 ID, 이

동 단말 ID, 사용자의 서비스 프로파일 및 인증 관련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전화 시그널링 네트

워크들에 대한 액세스 및 그 이용은 증인된 무선 운용자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 한정된다. 안전한 방법으로 홈

DNS 서버(110)를 동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다른 구내 네트워크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업자들에게 인식될 것이

다.

발명의 효과

이동 단말들의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 및 시스템에 의하면, DNS 룩

업 실패를 피하고 네트워크 지연들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의 기반구조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

으며, 구현이 용이하고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본 발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예들 및 수정예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미리 결정된 호스트 네임을 갖는 이동 단말에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할당을 제공하는 방법

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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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 액세스된 방문 네트워크(visited network)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단계;

구내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사용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로 상기 IP 주소를 전송하는 단

계; 및

상기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할당된 상기 IP 주소와 연관시키

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 액세스된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해 상기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와 상기 홈 네트워크 간에 통신 링크를 확립하는 단계;

상기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홈 네트워크로 상기 이동 단말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

계;

상기 식별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홈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을 인증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가입 정보(subscription information) 및 인증 정보를 상기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홈 네트

워크로부터 상기 방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IP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IP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상기 단계

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로부터 상기 IP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에서 상기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과 상기 IP 주소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할당된 상기 IP 주소와 연관시키

는 상기 단계는 상기 홈 네트워크의 DNS 서버에서 수행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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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IP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상기 단계

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로부터 상기 IP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에서 상기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과 상기 IP 주소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IP 주소를 상기 이동 단말에 할당하는 상기 단계

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로부터 상기 IP 주소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홈 네트워크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방문 네트워크 내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에서 상기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과 상기 IP 주소를 연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구내 네트워크는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인,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는 ANSI-41 네트워크 또는 GSM-MAP 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의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상기 방문 네트워크 및 상기 홈 네트워크에서 상기 이동 단말

로부터 상기 IP 주소를 분리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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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이동 음성 및 데이터 장치를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음성 및 데이터 장치는 스마트 폰, 랩탑 컴퓨터 또는 팜 장치로부터 선택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은 이동 서버인,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 방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적 인

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홈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방문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동적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제공 방법.

청구항 15.

이동 단말들을 사용하여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들을 이동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상기 이동 단말들의 가입 정보, 식별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기 위한 홈 위치 등록기

(HLR), 및 상기 홈 네트워크에 등록된 호스트 네임들을 상기 이동 단말들에 할당된 IP 주소들에 맵핑(mapping)하는 홈

DNS 서버를 포함하는 상기 홈 네트워크; 및

방문 네트워크에 대해 상기 이동 단말들에 의해 개시된 호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내 네트워크에 의해 상기 HLR과 통신하는

방문자 위치 등록기(visitors location register; VLR), 호스트 네임들을 IP 주소들에 맵핑하는 방문 DNS 서버(visited

DNS server),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복수의 IP 주소들을 갖는 방문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서버, 및

IP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라우터를 포함하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상기 방문 네트워크는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IP 주소들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상기 이동 단말들에 할

당하여, 이에 따라 상기 라우터를 통해 상기 이동 단말들이 상기 IP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방문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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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또한 상기 구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기 이동 단말들에 할당된 IP 주소들을 상기 HLR에 전송하도록 구성되고, 상

기 홈 네트워크는 상기 홈 DNS 서버에서 상기 이동 단말들의 대응하는 호스트 네임들과 상기 할당된 IP 주소들을 동적으

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 단말들이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짐을 나타내는 가입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상기 HLR로부터 수령할 때,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등록된 IP 주소들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상기 이

동 단말들에 할당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는 상기 방문 DNS 서버에서 상기 이동 단말들의 상기 호스트 네임들을 상기 할당된 IP 주소들과 동적

으로 연관시키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방문 네트워크는, 상기 이동 단말들에 의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상기 방문 DNS 서버에서 상기 이동

단말들의 상기 호스트 네임들로부터 상기 할당된 IP 주소들을 분리시키도록 상기 HLR에 지시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

템.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VLR은, 상기 이동 단말들에 의한 상기 방문 네트워크의 액세스 종료시, 상기 홈 DNS 서버에서 상기 이동 단말들의

상기 호스트 네임들로부터 상기 할당된 IP 주소를 분리시키도록 상기 HLR에 지시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구내 네트워크는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시그널링 네트워크는 ANSI-41 네트워크 또는 GSM-MAP 네트워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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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음성 및 데이터 장치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음성 및 데이터 장치는 스마트 폰, 랩탑 컴퓨터 또는 팜 장치로부터 선택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이동 서버인, 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제 15 항에 있어서,

복수의 상기 방문 네트워크들을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들은 상기 이동 단말들의 상기 호스트 네임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HLR은 상기 이동 단말들의 상기 호스트 네임들을 상기 방문 네트워크에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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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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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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