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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로컬 네트워크에서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가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로컬 네트워크의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각각 할당된 IP 어드레스와 이에 각각 대응하는 도메인 네

임이 등록된다.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 DNS 질의 패킷을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면 DNS 질의 패킷을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

답 패킷으로 변경하여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 송신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 DNS 

질의 패킷을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면 DNS 질의 패킷을 그대로 다른 네트워크로 통과시킨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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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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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로컬 네트워크 구성도,

도 2는 통상적인 텔넷 사용에 따른 화면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의 처리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텔넷 사용에 따른 화면 예시도,

도 5는 통상적인 DNS 패킷 포맷도,

도 6은 도 5의 이더넷 헤더 포맷도,

도 7은 도 5의 IP 헤더 포맷도,

도 8은 도 5의 UDP 헤더 포맷도,

도 9는 도 5의 DNS 메시지 포맷도,

도 10은 도 9의 DNS 메시지의 회답 피일드 포맷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와 연동(interworking)되는 로컬 네트워크(local network)에 관한 것으로,

특히 IP 어드레스(address)가 할당된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access) 디바이스가 액세스

하는 방법 및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IP 어드레스가 할당된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구비하며 IP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로컬 네트워크는 

도 1과 같이 구성된다. 도 1에 보인 로컬 네트워크(100)는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gateway)(106)를 구비하여 IP 

네트워크인 인터넷(102)에 연동되고, 다수의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108)와,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를 통

해 인터넷(102)에 접속됨과 아울러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을 엑세스하는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인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104)를 구비한다. 통상적으로 PC(104)와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 

및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은 이더넷 인터페이스(Ethernet interface)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로컬 네트워크(100)로서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PC(104) 사용자

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102)에 접속하는 경우라면 ADSL 모뎀(

MODEM)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에 해당되며, 도시하지 않았지만 공지된 바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

웨이(106)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인터넷(102)에 PC(104)를 접속하게 된다. 그리고 로컬 네트워

크 디바이스들(108)은 예를 들어 각각 IP 어드레스를 가지며 PC(104)에 의해 액세스되는 텔레비젼 수상기, 냉장고, 

세탁기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102)상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도 1에 보인 바와 같은 DNS 서버(server)(110)에 호스트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

를 맵핑(mapping)시켜 등록함으로써 PC(104) 사용자는 기억하기 힘든 IP 어드레스 대신에 도메인 네임만을 입력하

여 인터넷(102)을 통해 원하는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DN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110)에 도메인 네임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로컬 네트워크(10

0)를 구성하는 모든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의 도메인 네임을 DNS 서버(110)에 등록하는 것은 번거러울 뿐

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이에따라 로컬 네트워크(100)에 있어서 PC(104) 사용자가 DNS 서버(110)에 등록되지 

않은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을 웹(WEB), 텔넷(telnet: Telecommunication Netwo

rk), FTP(File Transfer Protocol), 핑(ping: Packet Internet Groper)등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경우에는 로컬 네트

워크 디바이스들(108)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직접 입력해야만 하였었다. 텔넷을 이용하여 IP 어드레스가 '192.168.8

2.1'인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액세스하기를 원한다면 도 2의 화면 예시도에 참조 부호 200로서 표시한 바와 같이

'telnet 192.168.82.1'를 입력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바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에 있어서 DNS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IP 어드레스를 가지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

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

스들의 IP 어드레스를 암기하고 있거나 IP 어드레스와 도메인 네임을 윈도 호스트 파일(window host file)에 저장했

어야 하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의 IP 어드레스가 변경되면 변경된 IP 어드레스를 기억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로컬 네트워크에서 IP 어드레스가 DNS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 및 로컬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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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각각 할당된 IP 어

드레스와 이에 각각 대응하는 도메인 네임이 등록된다.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이 포

함된 DNS 질의 패킷을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면 DNS 질의 패킷(query packet)을 등록된 도

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패킷(answer packet)으로 변경하여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 송신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 DNS 질의 패킷을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

부터 수신하면 DNS 질의 패킷을 그대로 다른 네트워크로 통과시킨 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본 발명은 전술한 도 1과 같은 DNS 서버(110)에 등록되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 각각에 할당된 

IP 어드레스에 대응되게 특정한 도메인 네임을 각각 지정하고, 이와 같이 지정한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 대신에 

사용자가 PC(104)에 입력하면 해당하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하기 표 1의 

예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 각각에 지정되는 도메인 네임을 각각의 IP 어드레스에 대응되게 로컬 네트

워크 게이트웨이(106)에 등록해 놓는다.

[표 1]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 IP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

1 192.168.82.1 web.console1

2 192.168.82.2 web.console2

3 192.168.82.3 web.console3

·

·

·

·

·

·

·

·

·

상기한 바와 같은 상태에서 PC(104) 사용자가 DNS 서버(110)에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

이스들(108)의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거나 DNS 서버(110)에 IP 어드레스가 등록된 인터넷(102)상의 호스트 컴퓨터

의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PC(104)는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이 포함된 DNS 질의 패킷을 송신한다. 이와 같

이 PC(104)가 송신하는 모든 DNS 질의 패킷은 로컬 네트워크 게 이트웨이(106)를 거치게 된다.

상기한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처리 흐름도를 (300)∼(312)단계로 보인 도 3을 

참조하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는 사용자가 PC(104)를 사용하여 DNS 서버(110)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에 대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단계에서 (302)단계로 진행

한다. (302)단계에서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는 사용자가 PC(104)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

이스들(108) 각각에 할당된 IP 어드레스와 이에 각각 대응되게 지정하는 도메인 네임을 수신하여 상기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등록한다.

그리고 만일 (304)단계에서 DNS 질의 패킷을 수신하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는 (306)단계에서 수신된 D

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308)단계에서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이 상

기한 표 1과 같이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인지를 확인한다. 만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 네임인 경우라면 (31

2)단계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DNS 질의 패킷을 외부의 IP 네트워크, 즉 도 1의 예에서 인터넷(102)으로 

통과시킨다. 이에따라 DNS 질의 패킷은 인터넷(102)을 거쳐 DNS 서버(110)로 전송되고, DNS 서버(110)는 DNS 질

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메시지를 PC(104)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달리 수신된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10)단계에서 DNS 질의 패킷을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패킷으로 변

경하여 PC(104)로 송신한다.

이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가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DNS 질

의 패킷을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는 예를 통상적인 DNS 패킷의

포맷을 보인 도 5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NS 패킷은 도 5에 보인 바와 같이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500)와 IP 헤더(502)와 UDP(User Datagra

m Protocol) 헤더(504)와 DNS 메시지(message)(506)로 구성된다. 이더넷 헤더(500)와 IP 헤더(502)와 UDP 헤더(

504)는 DNS 메시지(506)를 발신지(source)에서 목적지(destination)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DNS 메시지(506)는 질의, 회답 피일드를 포함한다. 질의 피일드는 얻고자 하는 IP 어드레스에 대한 도메인 네임이 

포함되어 있게 된다. 회답 피일드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가 포함되어 있게 된다.

상기한 이더넷 헤더(500)의 포맷은 도 6과 같은데, DNS 질의 패킷을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

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목적지 MAC 어드레스 'Destination Mac address'와 발신지 MAC 어드레스 'Source Mac 

address'이다. 즉, DNS 질의 패킷의 발신지 MAC 어드레스 'Source Mac address'와 목적지 MAC 어드레스 'Destin

ation Mac address'를 서로 바꾸어서 DNS 회답 패킷의 발신지 MAC 어드레스 'Source Mac address'와 목적지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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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드레스 'Destination Mac address'를 구성한다.

상기한 IP 헤더(502)의 포맷은 도 7과 같은데, DNS 질의 패킷을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total length'와 'header checksum'과 '32bit source IP address'와 '32bit destination IP add

ress'이다. 즉, 'total length'는 질의 패킷의 전체 길이 + DNS 회답 길이로 되고, 16비트의 'header checksum'은 체

크섬 펑션(checksum function) 이용하여 DNS 회답 패킷의 체크섬을 구한다. 그리고 DNS 질의 패킷의 '32bit sourc

e IP address'와 '32bit destination IP address'를 서로 바꾸어서 DNS 회답 패킷의 '32bit source IP address'와 '32

bit destination IP address'를 구성한다.

상기한 UDP 헤더(504)의 포맷은 도 8과 같은데, DNS 질의 패킷을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 바와 같이 모두, 즉 '16bit source port number'와 '16bit destination port number'와 'UDP le

ngth'와 'UDP checksum'이다. DNS 질의 패킷의 '16bit source port number'와 '16bit destination port number'를 

서로 바꾸어서 DNS 회답 패킷의 '16bit source port number'와 '16bit destination port number'를 구성한다. 그리

고 DNS 회답 패킷의 'UDP length'는 질의 UDP 길이 + DNS 회답 길이가 되고, 'UDP checksum'은 체크섬 펑션을 

이용하여 회답 패킷의 체크섬을 구한다.

상기한 DNS 메시지의 포맷은 도 9와 같은데, DNS 질의 패킷을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정해야 하는 부

분은 밑줄로 표시한 바와 같이 'flags'와 'number of answer RRs'와 'answers' 부분이다. 'flags'는 질의를 나타내는 

경우의 값은 0x01 0x00인데, 회답 패킷에서는 회답을 나타내는 값인 0x81 0x80로 변경된다. 'number of answer R

Rs'는 질의 패킷의 값은 0x00 0x00인데, 회답 패킷에서는 0x00 0x01로 변경된다. 그리고 회답 피일드, 즉 'answers

'에는 도 10과 같이 'domain name pointer'= c0 0c, 'type'= 0x00 0x01, 'class'= 0x00 0x01, 'TTL(time-to-live)'

= 0x00 0x00 0x00 0x80, 'resource data length'= 0x00 0x04, 'resource data'= IP가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따라 PC(104)에서는 DNS 서버(110)에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에 대

한 IP 어드레스를 질의하는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DNS 회답 패킷을 통해 받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도메인 네임만을 이용하여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의 IP 어드레스가 실제로는 DNS 서버(110)에 등록되지 않은 IP 어드레스이고 DNS 서비

스를 받을 수 없지만, 마치 DNS 서버(110)에 등록된 IP 어드레스처럼 DN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PC(104) 사용자가 도메인 네임이 'web.console'로 지정된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텔넷을 이용하여 액세스하기를

원한다면 도 4의 화면 예시도에 참조 부호 400으로서 표시한 바와 같이 IP 어드레스 대신에 'telnet web.console'만

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의 IP 어드레스는 DNS 서버(110)에 등록되지 않은 IP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컬 

네트워크(100)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102)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는 도메인 네임이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에 해당하지 않는 DNS 질의 패킷은

외부 네트워크로 통과시키는 반면에,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S 질의 패킷을

외부 네트워크로 통과시키지 않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DNS 회답 패킷을 PC(104)로 송신하므로 외부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따라서 DNS 서버(110)에 등록되지 않은 IP 어드레스를 가지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에 대하여 마치 등록

된 도메인 네임의 IP 어드레스인 것처럼 DNS 스푸핑(spoofing)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DNS 서버(110)를

이용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외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로컬 네트워

크 디바이스들(108)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의 IP 어드레스를 일일히 기

억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편리성이 증대된다.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은 DNS 스푸핑 대신에 로컬 네트워크(100)내에서 DNS 서버를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

에 구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NS 서버를 전술한 바와 같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로서

사용되는 ADSL 모뎀에 포팅(porting)하기에는 이미지 사이즈(image size)가 적합하지 않다. 또한 로컬 네트워크 게

이트웨이(106)에서는 DNS 서버의 기능을 모두 필요하지 않는다. 즉, DNS 서버(110)는 모든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서비스해주는 반면에,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에서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의 도메인 네임을 IP 어

드레스로 변환해주는 기능만이 필요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DNS 서버를 구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즉,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는 작은 리소스(resource)를 이용하여 최적 성능을 구현하여야 하는 엠베디드 시

스템(embedded system)인데, 이러한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에 계속적으로 리소스를 차지하고 다른 DNS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 서 업데이트(update)를 하게 되는 DNS 서버를 구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또한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DNS 서버는 다른 DNS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기 때문에 로컬 네트워크(100)에서 임의의 도

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로컬 네트워크(100)에서 임의의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

스를 사용한다면 이는 DNS 서버(110)와 같은 다른 DNS 서버로 전파되어 나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자면 비용을 지불하고 공인된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DNS 스푸핑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도메인 네임들에 대해서만 DNS 기능을 

구현한다면 작은 코드 사이즈(code size)를 이용해서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108)에 대한 DNS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DNS 스푸핑은 PC(104)측에서 보면 마치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가 DNS 서버처럼 작동하지만, 

로컬 네크워크 게이트웨이(106)는 실제적으로는 DNS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DNS 서버(110)에게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전송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로컬 네트워크(100)에서는 공인되지 않은 임의의 도메인 네임 및 IP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DNS 스푸핑의 경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106)에서는 단지 도메인 네임을 감시하고 도메

인 네임을 포함하는 DNS 질의 패킷이 수신됐을 경우에만 DNS 스푸핑 기능이 작동할 뿐만아니라 작동하더라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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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코드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고 결과를 나타내므로 성능에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만일 로컬 네트워크(100)내에서 DNS 서버를 구현한다면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공인받아야 하기 때문

에 원하는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사용 할 수 없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은 'web.console'이라는 도메인 네임은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배포하는 도메인 네임의 포맷(format)이 아니기에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되

지만, 본 발명의 DNS 스푸핑에 따르면 로컬 네트워크(100)내에서는 임의의 도메인 네임 및 IP 어드레스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

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

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DNS 서버에 등록되지 않은 IP 어드레스를 가지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에 대하여 

마치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IP 어드레스인 것처럼 DNS 스푸핑을 수행함으로써, DNS 서버를 이용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외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과 통신

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는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의 IP 어드레스를 일일히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

므로 편리성이 증대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

바이스와,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에 다른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구비한 로컬 네트워크에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DNS(Domain Nam

e System) 기반으로 액세스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각각 할당된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와 이에 각각 대응하는 도메인 네임을 

상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등록하는 과정과,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부터 DNS 질의 패킷을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

인 네임이 상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도메인 네임이 상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DNS 질의 패킷을 그대로 

상기 다른 네트워크로 통과시키며, 상기 도메인 네임이 상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

기 DNS 질의 패킷을 상기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여 상

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는, 개인용 컴퓨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 방법.

청구항 4.
로컬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IP(Internet Protocol) 어드레스가 할당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는 DNS(Domain Name Sys

tem) 질의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와,

상기 로컬 네트워크 디바이스 및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에 연결되고, 상기 IP 어드레스 및 이에 각각 대

응하는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는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며,

상기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DNS 질의 패킷을 수신하고, 상

기 수신된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DNS 질의 패킷을 그대로 다른

네트워크로 통과시키며, 상기 수신된 DNS 질의 패킷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DNS 질

의 패킷을 상기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DNS 회답 패킷으로 변경하여 상기 로컬 네

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로 송신함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는, 홈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디바이스는, 개인용 컴퓨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 네트워

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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