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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DNS 서버는 유저 정보 취득부를 통해서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속성을 식별하고, 이 식별

결과를 응답 작성부에 전달하는 유저 정보 식별부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와, 응답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유저 정보 식별부로부터 전

달받은 유저 속성 정보에 해당하는 네임 해결 방법을 검색하고, 발견한 네임 해결 방법에 따라 네임 해결을 행함으로

써, 네임 해결을 유저의 속성마다 섬세하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응답 작성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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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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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응답용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5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의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6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 내의 응답 작성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보존 유지하는 경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유저 속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 인증 서버가 RADIUS 서버인 경우에, 인증 정보 취득부가 유저 속성 정보를 RAD

IUS 프로토콜의 프록시(Proxy) 기능을 이용해 인증 서버로부터 취득할 때의 메시지 순서의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 인증 서버가 RADIUS 서버인 경우에, 인증 정보 취득부가 유저 속성 정보를 RAD

IUS 서버의 릴레이(Relay) 기능을 이용해 인증 서버로부터 취득할 때의 메시지 순서의 예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른 유저 정보 관리부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3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보존 유지하는 경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응답용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라우팅 테이블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에 행해지는 패킷 전송 

장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19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DNS 서버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 차트.

도 20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DNS 서버로부터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에 행해지는 패킷 전송 장

치의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21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보존 유지하는 경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2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2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른 또 다른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A1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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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DNS 서버

B11 질의 수신부

B12 유저 정보 식별부

B13 유저 정보 취득부

B14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5 응답 작성부

B151 응답 작성 메인부

B152 리졸버부

B16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7 응답 송신부

B18 유저 정보 관리부

B181 인증 정보 취득부

B182 유저 정보 관리부

B2 DNS 서버

B3 DNS 서버

B4 DNS 서버

B5 DNS 서버

C1 네트워크

D1 데이터베이스 서버

D11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E1 인증 서버

F1 패킷 전송 장치

F11 유저 인증부

F12 유저 정보 갱신부

F13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4 유저 정보 취득부

F15 DNS 프록시부

F151 질의 재기입부

F152 응답 해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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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라우팅 테이블

F17 포워딩부

F2 패킷 전송 장치

201 네임 해결 테이블

202 존 파일

203 존 파일

301 네임 해결 테이블

302 존 파일

401 네임 해결 테이블

402 존 파일

403 존 파일

601 라우팅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임(name) 해결 서버 및 패킷 전송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의 속성 

정보에 근거해서 네임 해결 응답을 커스터마이즈(customization) 할 수 있는 네임 해결 서버 및 패킷 전송 장치에 관

한 것이다.

종래 이러한 종류의 네임 해결 서버로는 DNS(Domain Name System)서버가 알려져 있다. 이 DNS 서버는, 예를 들

면 RFC10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IP(Internet Protoco1)망에서 주로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으로부

터 IP 어드레스 또 는 IP 어드레스로부터 FQDN으로의 네임 해결을 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네임 해결을 요구

하는 클라이언트는, DNS 서버에 대해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인 DNS 질의(query)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네임 해

결의 요구를 행하고, DNS 서버로부터 네임 해결 응답으로서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일반적인 DNS 서버는, 동일한 네임(FQDN, IP 어드레스 등)에 대해서 문의받은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해결 결과(IP 

어드레스, FQDN 등)를 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년, 동일한 네임에 대해서 문의받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네임 해결 결과를 돌려주는 부가 기능을 구비한 DNS 서버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

하, 상술한 부가 기능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

우선, DNS의 서버 소프트웨어로서 넓리 보급되고 있는 BIND(Berkeley Internet Name Domain)의 뷰(View)라고 

불리우는 기능이 있다. 뷰를 사용함으로써, DNS 서버는 동일한 네임에 대해서 문의 받았어도, DNS 질의 메시지의 소

스 IP 어드레스 또는 DNS 질의 메시지에 의해 질의 받은 FQDN 또는 IP 어드레스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

는 해결 결과를 바꾸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가 프라이빗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FQDN: www.aaa.com에 대한 질

의에 응답해서 인트라넷에 설치된 웹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돌려줄 수 있고, 역으로,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

드레스가 글로벌 IP 어드레스인 경우에는, FQDN: www.aaa.com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서 엑스트라넷에 설치된 웹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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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에서, 콘텐츠 배신(distribution) 서버 의 부하 분산이나 유저 퍼포먼스의 향

상을 위해서, DNS 서버의 상술한 부가 기능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CDN에서는, 서버간 부하 분산 및 유저 퍼포먼

스 향상을 위하여, 한 개의 콘텐츠를 복수의 서버에 배치해 두어, 각 유저의 요구를 적절한 서버에 할당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DMS 서버는 유저의 요구를 송신하는 서버를 선택할 때에 이용된다.

한 개의 FQDN에 대하여 동일한 콘텐츠를 가진 복수의 콘텐츠 배신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DNS 서버에 등록한 경우

에, 클라이언트가 FQDN에 관한 문의를 행하면, DNS 서버는 서버 부하 및 유저 퍼포먼스의 관점으로부터 최적인 콘

텐츠 배선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클라이언트에 돌려보낸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클라이

언트 또는 로컬 DNS 서버(클라이언트로부터의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네임 해결 처리를 떠맡는 DNS 서버)가

송신한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가 사용된다.

또한, 일본특개평 제2001-273225호 공보(이하 문헌 1이라 함)에서는, DNS 서버가 콘텐츠 배신 서버의 부하 상황 

및 위치 정보 외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로서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위

치 정보(위도, 경도 등)도 취득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의 DNS 질의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최적인 서버를 선택하고, 이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해결 리졸버(resolver)는 상기 클

라이언트의 위치 정보를 DNS 질의 메시지 에 임베드(embed)하고 DNS 서버에 송신한다. DNS 서버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클라이언트의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 기술의 제 1 문제점은, DNS 서버가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다양한 속성 정보에 근거해서 네임 해결

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더라도,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상기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임베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또는 DNS 질의를 행하는 노드 상의 레졸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

네임 해결을 요구하는 각각의 유저는 위치, 기호, 유저 단말기나 네트워크로의 접속 상황 등의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갖

는데, 이 속성들은 유저마다 다르다.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는 이와 같이 유저마다 다른 속성을 고려하여, 해당하

는 네임 해결 결과를 네임 해결을 요구한 유저의 속성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의 예로

서는 동화상 배신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FQDN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의 해결을 행할 때에, 동일한 FQDN을 갖는 D

NS 질의이더라도, 예를 들면 접속 회선으로서 ADSL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광대역에서 배신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해결하고, 반대로 접속 회선으로서 ISDN 회선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는 협대역에서 배신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저의 위치나 선호, 이용되는 단말기를 포함한 보다 많은 유

저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네임 해결을 행함으로써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DNS 서버는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임베드된 데이터에 근거해서만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 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DNS에서, 유저에 관한 정보로서 DNS 질의 메시지에 포함되는 것은 많아야 DNS 질의 메지시의 소스

IP 어드레스만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DNS 서버는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 이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전술한 BIND의 뷰 기능에서도 DNS 서버가 네임 해결을 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DNS 질의 메시지의 소

스 IP 어드레스 뿐이다.

또한, 종래의 기술에 따른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 이외의 정보도 사용하여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

를 행하려고 하는 경우, DNS 질의 메시지 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임베드하여야 한다.

문헌 1에서는, DNS 서버에서 유저의 위치 정보에 근거한 네임 해결을 행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송신하는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유저의 위치 정보를 임베드하는 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

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임베드

하기 위해서, 유저가 이용하는 0S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유저 환경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리졸버에는 유저 속성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DNS 질의 메시지에 임베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리졸버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DNS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의 리졸버를 변경하는데는 큰 비용이 필요

하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리졸버를 변경하고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유저 속성 정보를 임베드한다 해도, 임베드되는 

유저 속성 정보의 종류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DNS 서버가 필요로 하는 유저 속성 정보가 각각의 DNS 서버에 의해서 

달라지는 다른 경우에는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에 의해서, DNS 서버가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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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필요한 유저 속성 정보를 얻는 것은 곤란하다.

종래 기술의 두 번째 문제점은, DNS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돌아가는 DNS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FQDN에

대한 IP 어드레스 등)를 DNS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경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패킷 전송 장치가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어느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생각한다. 클라이언트는 그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우선 그 웹 사이트의 FQDN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DNS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해결 결과로서 얻은 IP 어드레스와의 

접속을 행한다. DNS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웹 사이트의 접속에 관련된 제어에 있어서, 접속처의 제어만을 행하는데, 

즉 그 웹 사이트의 IP 어드레스를 클라이언트에 가르쳐 주기만 한다.

클라이언트와 웹 사이트의 접속에 관련된 제어에는, 그 접속시에 통과하는 패킷을 어떻게 전송할지(헤더 재기입, 출

력 경로 제어, 우선 전송 제어 등)라고 하는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가 있지만, 이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는 클라이언트

에 의해서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웹 사이트 사이의 통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패킷 전송 장치 상에 정적으로 설정되

거나 또는 라우팅 프로토콜 등에 의해 동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DNS 서버에서는 이 패킷 전송 방법들을 제어할 수 

없다.

여기서, 패킷 전송 장치라 함은 이더넷 (R) 스위치,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스위치, 라우터, 레이어 4 

스위치, 레이어 7 스위치 등 패킷의 전송 처리를 행하는 장치 전반을 가리킨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의 접속처의 제어와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전송 방법의 제어 양쪽을, DNS 서버에 의해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면, 2개의 제어가 제휴하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웹 사이트 사

이의 접속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처를 가장 부하가 낮은 웹 서버라 하고, 도중의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그 클라

이언트와 그 웹 서버와의 접속시 통과하는 패킷에 대해서 우선 전송하는 제어를 DNS 서버에 의해서 동시에 행하면, 

클라이언트와 웹 사이트 사이의 액세스의 고속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에서의 접속처의 제어와 패킷 전송 장치 에서의 전송 방법의 제어는 분리되어 행

해진다. 패킷 전송 장치의 입장에서는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송신하는 DNS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를 이용할 수 없고, 반면 DNS 서버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송신하는 DNS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패킷 전

송 장치에서의 전송 방법을 제어할 수 없다.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현재의 유저 환경(유저가 이용하는 단말기, OS,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변경을 강제

하지 않고, 네임 해결 서버가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취득한 유

저 속성 정보에 근거해서 세밀하게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네임 해결 서버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현재의 유저 환경(유저가 이용하는 단말기, OS,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변경을 강제

하지 않고, 네임 해결 서버가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저 속성 정보를 동적으로 취득하고, 이 

취득한 유저 속성 정보에 근거해서 세밀하게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저 속성 정보를 

동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네임 해결 서버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은, 클라이언트에서의 접속처와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의 양자를 제어할 수 있는 

네임 해결 서버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 4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네임 해결 서버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네임 해결 메시지에 의해서 패킷 전송 방

법을 제어할 수 있는 패킷 전송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 1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

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

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 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

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이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 및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에 의해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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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작성하는 응답 작성부를 구비하는 네임 해결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는 패킷 전송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

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rou

ting table)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DNS 프록시부를 구비하는 패킷 전송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 및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취

득부를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 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

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DNS 프록시부를 구비하는 패킷 전송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

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는 패킷 전송 장치에

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네임 해결 서버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

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으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

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네임 해

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네임 해결 서버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

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으로서, 상기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

함되는 정보 이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 기능, 및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에 의해 취득한 상

기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응답 작성 기 능을 포함하는 네

임 해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

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

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행하는 기능을 포함하

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

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

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DNS 프록시 기능을 포함하는 패킷 전송 프

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

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

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을 포함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을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DNS

프록시 기능을 실행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

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한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상기 네

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인 유저에 관

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방법이 제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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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

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한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상기 수

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이

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취득한 속성 정보를 사용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

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 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

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클라이

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을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제 1 네임 해결 서버는,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속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함으로써,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와, 이

취득한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을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응답 작성부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

을 채용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1 네임 해결 서버는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메시지 송

신자의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네임 해결 서버가 네임 해

결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 정보를 그 메시지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즉, 현재의 유저 환경(유저가 이

용하는 단말기, OS, 어플 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네임 해결 서버에서 다양한 속성의 정보에 

기초한 네임 해결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1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 2 네임 해결 서버는, 본 발명의 제 1 네임 해결 서버의 구성에 더해, 유저 정보 관리부를 포함한다. 

이 유저 정보 관리부는 인증 서버가 수집한 속성 정보 및 로그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증 서버로부터 취득하는 인증 

정보 취득부와, 이렇게 취득한 속성 정보 및 로그인 상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속성 정

보를 동적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속성 정보를 동적으로 삭제하거나 하는 유저 정보 갱

신부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채용하여, 네임 해결 시에 참조되는 속성 정보의 등록 또는 삭제를 유저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행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2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제 3 네임 해결 서버는, 네임에 대응하는 접속처와 그 접속처로의 패킷 전송 방법의 양쪽 모두가 등록

되어 있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의해 문의된 네임에 대응하는 접속처와 그 접

속처에로의 패킷 전송 방법의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응답 작성부를 구비한다. 이

러한 구성을 채용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문의된 네임에 대응하는 접속처와 그 접속처로의 

패킷 전송 방법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송신함으로써, 본 발명의 패킷 전송 장치가 그 네

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패킷 전송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 3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킷 전송 장치는,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의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와, 유저

정보 취득부가 취득한 속성 정보를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임베드한 다음, 본 발명의 제 2 네임 해결 서버가 송신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로부터 패킷 전송 방법을 추출하여, 이 취득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보존하는 DNS 프록시

부를 구비한다. 이러한 구성을 채용하여, 패킷을 전송할 때에는, 본 발명의 제 2 네임 해결 서버가 송신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로부터 추출한 패킷 전송 방법을 참조함으로써, 본 발명의 제 4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완전히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

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설명과 이해를 위한 것일 뿐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첨부된 도면을 참보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정한 상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상기한 특정한 상세가 아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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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실시될 수 있음은 당업자들에게는 자명하다. 그 밖의 경우, 본 발명의 불필요한 불명료를 위해 공지된 구성에 대

해서는 상세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클라이언트 A1과 네임 해결 서버인 DNS 서버 B1에 의해서 실현된다. 클

라이언트 A1과 DNS 서버 B1은 네트워크 C1을 통해서 접속되어 있다. DNS 서버 B1은 DNS에서의 네임 해결 기능을

갖는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의 네임 해결 기능을 갖는 서버로서 일반화될 수 있다. 다른 용도에서의 네임 해

결 기능을 갖는 서버의 예로서, WINS(Windows(R) Internet Name Service) 서버나 NIS(Network Information Ser

vice) 서버가 있다. 이하에서는, 네임 해결 기능을 갖는 서버로서 DNS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클라이언트 A1은 「www.biglobe.ne.jp」나 「ftp.nec.com」등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FQDN에 대응하는 IP 어드레

스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역으로 소정의 IP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FQDN을 해결하기 위해서 DNS 서버 B1에 대해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로서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 밖에도, 클라이언트 A1이 DNS 서버 B1을 이용하는 목

적의 예로서는, RFC2782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ftp나 http 등의 서비스명에 대응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

스트와 포트(port) 번호의 해결이나, RFC2916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URI(Universal Res

ource Identifier)의 해결 등이 있다. 이하, DNS 서버 B1에 의해서 FQDN으로부터 IP 어드레스의 해결 또는 IP 어드

레스로부터 FQDN의 해결을 행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다.

클라이언트 A1은 송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응답해서, DNS 서버 B1로부터 돌아오는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로서 D

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DNS 응답 메시지 에는 네임 해결의 결과가 포함된다.

클라이언트 A1의 예로서는, 일반적으로는 PC(Personal Computer)나 휴대용 단말기, 워크스테이션 등의 단말기 노

드(유저 단말기)가 있지만, DNS 서버 B1 이외의 다른 DNS 서버가 어떠한 네임 해결을 행하기 위해서 DNS 서버 B1

에 대해서 재귀적인(recursive) DNS 질의를 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DNS 서버를 클라이언트 A1로서 생

각할 수도 있다.

DNS 서버 B1은 질의 수신부 Bl1과, 유저 정보 식별부 B12와, 유저 정보 취득부 B13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

4와, 응답 작성부 B15와,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 및 응답 송신부 B17을 포함한다.

DNS 서버 B1은 종래의 DNS 서버의 구성과 비교해서 유저 정보 식별부 B12와, 유저 정보 취득부 B13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새롭게 가지는 점이 크게 다르다.

질의 수신부 Bl1은 클라이언트 A1이 송신한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것을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보낸다.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메시지 내에 상기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의 유저 속성 정

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유저 속성 정보를 판독하고, 이것을 식별한

다. 만약, 상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유저 정보 취득부 B13를 통해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

터 DNS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처리를 행한다.

또한,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저 속성 정보와 DNS 질의 메시지를 응답 작성

부 B15에 보낸다.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DNS 질의 메시지만을 응답 작성부 B15에 보낸다.

여기서, 유저 속성 정보라 함은, 예를 들면 유저(클라이언트 Al)의 유저 ID, 위치 정보, 취미 및 행동 이력 등의 기호에

관한 정보; 휴대 전화나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노트북 컴퓨터 등의 유저 단말기 종별, 유저 단말기에 인

스톨되어 있는 OS(Operating System),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PU 속도 및 메모리 등의 유저 단말기

에 관한 정보; 유저 단말기의 IP 어드레스 및 MAC 어드레스,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나 ISD

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등의 접속 회선 종별, 접속 회선 속도, 접속되어 있는 NAS(Network Acce

ss Server)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한 네트워크로의 접속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의 유저에 관한 정보 전반을 나타낸다.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DNS 서버 B1이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 내에 그 메시지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유저 정보 식별부 B12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그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 또는 소스 MAC 

어드레스 등)에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그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것을 유저 정보 식별

부 B12에 보낸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는 DNS 서버 B1로부터 네임 해결을 요구하는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 및 이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참조처가 등록되어 있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는,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유저 속성 

정보를 등록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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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내용예를 도 2에 나타낸다. 도 2의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는 ISP(Internet S

ervice Provider)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에로의 로그인 ID, 유저 단말기의 IP 어드레스, 접속 회선 종별, 접속되어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 및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부의 서버로부터 유저 속성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상기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참조처가 등록되어 있다.

도 2에서, 「-」는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이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번째의 엔트리에서는, 참조처에 표시되어 있는 「-」는 상기 엔트리에 속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유저

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속성 정보를 얻기 위한 참조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2번

째의 엔트리에서는, 접속 회선 종별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저 속성 정보에 대해서는 

참조처에 등록되어 있는 IP 어드레스「8.9.1.4」로 지정되는 노드를 참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3번째의 엔트리에서는, 유저 단말기의 IP 어드레스가「123.45.1.0/24」의 범위 내에 있는 유저 속성 정보를 IP 어드

레스가「9.9.9.9」로 지정되는 노드를 참조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응답 작성부 B15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을 참조하여 DNS 질의 메시지에 의해 요구된 FQDN로부터 IP 어드레

스로 또는 IP 어드레스로부터 FQDN으로의 네임 해결 처리를 행한다. 여기서, 유저 정보 식별부 B12로부터 DNS 질

의 메시지와 함께 유저 속성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는, 유저 속성 정보를 고려한 네임 해결 처리를 행한다. 유저 속성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예를 들면 유저가 동화상의 전달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FQDN으로부터 IP 어드레스로의 네임 

해결을 요구했을 때, 동일한 FQDN에 관한 DNS 질의이더라도, 예를 들면 접속 회선이 ADSL인 유저에게는 광대역에

서 배신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해결하거나, 또는 접속 회선이 ISDN인 유저에게는 협대역에서 배신을 

행하고 있는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각 유저마다의 네임 해결 처리의 커스터마이즈를 행할 수 

있다.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에는 유저의 속성마다 FQDN으로부터 IP 어드레스로 및, IP 어드레스로부터 FQDN으로 등

의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엔트리가 등록되어 있다. 유저 속성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디폴트(default)의 네임 해결 방

법도 등록되어 있다.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의 예를 도 3에 나타낸다. 도 3에 나타낸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은 2종류의 테이블로 구

성된다. 한 가지는 FQDN으로부터 IP 어드레스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존 파일)이고, 존 파일

(202 및 203)이 해당한다. 이 존 파일(202 및 203)에 등록되어 있는 주된 정보에는 엔트리의 종류를 나타내는 TYPE

, 네임 해결의 키가 되는 FQDN, 네임 해결 결과에 의해 응답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DATA가 있다. 이용되는 타입의

예로서는, 소정의 FQDN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의 해결을 나타내는 A레코드, 소정의 FQDN에 대응하는 메일 서버

의 어드레스의 해결을 나타내는 MX 레코드, 및 소정의 FQDN의 다른 네임을 나타내는 CNAME 레코드 등이 있다. 여

기서, 존 파일(202)의 1번째의 엔트리를 참조하면, 엔트리의 종류(TYPE)가 FQDN로부터 IP 어드레스로의 해결을 나

타내는 A 레코드이고, FQDN: www.aaa.com에 대응하는 IP 어드레스(DATA)가 「9.8.7.6」인 것이 나타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유저 속성 정보 및 각 도메인 공간마다 네임 해결 방법의 참조처가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네임 해결 

테이블)이고, 네임 해결 테이블(201)이 해당한다. 네임 해결 테이블(201)에서는, 유저 IP 어드레스, 유저 ID, 접속 회

선의 종별 및 NAS의 IP 어드레스 등의 유저 속성 정보의 조합마다 네임 해결 방법의 참조처가 등록되어 있다.

네임 해결 테이블(201)에서, 「-」는 네임 해결 시에 고려하지 않는 유저 속성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1번

째의 엔트리에서는, 예를 들면 유저 속성 정보 중, 유저 IP 어드레스 및 유저 ID는 고려되지 않고, 접속 회선 종별 및 

NAS 어드레스만이 고려된다. 1번째의 엔트리는 유저 IP 어드레스 및 유저 ID가 임의적이고, 접속 회선이 ADSL이고,

또한 접속하고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가「30.30.30.30」인 유저가 도메인 공간 aaa.com에 속하는 FQDN의 문의

를 행했을 때에, 존 파일 ads1_aaa_com.dat(존 파일 202)가 참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3번째의 엔

트리는, 유저 속성 정보 중, 유저 IP 어드레스, 액세스 회선 종별 및 NAS의 IP 어드레스가 임의적이고, 유저 ID가「jir

o」인 유저가 도메인 공간 bbb.com에 속하는 FQDN의 문의를 행했을 때에, 존 파일 jiro_bbb_com.dat가 참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번째의 엔트리는, IP 어드레스「123.45.1.5」로부터 도메인 공간 bbb.com에 속하는 FQ

DN의 DNS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IP 어드레스「1.2.3.4」로 지정되는 다른 DNS 서버에서 네임 해결 처리가 행해지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엔트리(DEFAULT)에는 유저 속성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디폴트의 IP 어드레스의 해결 방법이 등록되어 있다

. 이 엔트리는 유저 속성 정보가 네임 해결 테이블(201)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 속성 정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

는 경우, 또는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서 DNS 질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가 취득될 수 없는 경우에 참

조된다.

응답 송신부 B17은 응답 작성부 B15로부터 전달받은 네임 해결의 처리 결과에 기초하여 DNS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

고, 이것을 클라이언트 A1에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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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도 4를 참조하여, 본 실시예에서 DNS 서버 B1이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고서 응답 메시지를 송신할 때까

지의 동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질의 수신부 Bl1은 클라이언트 A1로부터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도 4의 스텝 S101), 그 메시지를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전달한다.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 메시지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 처리를 행한다(스

텝 S102).

여기서, 도 5를 참조하여 스텝 S102에서 행해지는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 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되어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도 5의 스텝 S1021). 유저 속성 정보가 임 베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판독하고 취득해서(스텝 S1022),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 처리를 종료한다.

스텝 S1021에서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는 유저 정보 식별부 B1

2로부터 유저 정보 취득부 B13으로 전달되고,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이 그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를 특정하는 키가 되

는 정보를 추출한다(스텝 S1023). 추출하는 키가 되는 정보의 예로서는,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가 있

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A1이 유저 이용 단말기의 리졸버인 경우,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가 유저에 의

해 사용되는 단말기의 IP 어드레스이기 때문이다. 한편, 클라이언트 A1이 유저 이용 단말기의 리졸버이고, 클라이언

트 A1과 DNS 서버 B1이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A1의 소스 MAC 어드레

스는 마찬가지로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를 특정하는 키로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에,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스텝 S1023에서 추출한 정보에 대응하는 엔트

리를 검색한다(스텝 S1024).

스텝 S1024에서, 대응하는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텝 S103의 취득 처리는 종료된다(스텝 S1025).

스텝 S1024에 있어서, 대응하는 엔트리가 존재하는 경우,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대응하는 엔트리의 내용에 기초하

여, 유저 속성 정보를 로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 이외의 다른 정보원을 참조해서 취득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

단한다(스텝 S1025, S1026). 유저 속성 정보를 로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 이외의 다 른 정보원을 참조해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스텝 S1025에서 발견한 엔트리로부터 유

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스텝 S1027).

다른 정보원도 참조해서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스

텝 S1025에서 발견한 엔트리로부터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처리와 더불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 이외의 

다른 정보원도 더 참조해서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 처리를 행한다(스텝 S1028).

상기한 처리에서, 로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 이외의 다른 정보원도 참조해서 상기 정보를 취득할 것인 가의 

여부의 판단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외부 서버 등의 참조처가 등록되어 있는 가의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예를 들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가 도 2에 나타낸 내용인 경우에 대해서 스텝 S1025∼S1028의 예를 설명한

다. DNS 질의 메시지로부터 유저를 특정하는 키가 되는 정보로서 소스 IP 어드레스를 추출하고, 그 IP 어드레스가「

123.45.0.2」인 경우,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IP 어드레스가「123.45.0.2」이 

되는 엔트리를 검색한다(스텝 S1025). 이 경우 발견되는 엔트리는 1번째의 엔트리이고, 그 참조처는「-」이기 때문

에,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다른 노드(외부의 서버 등)를 참조하지 않고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만을 참조해서 

상기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스텝 S1026), 1번째의 엔트리에 나타나 있는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스

텝 S1027).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가「123.45.0.4」인 경우에는, 2번째의 엔트리가 발견된다. 그 참조처에는 참

조처 노드의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다른 노드를 참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하여(스텝 S1026), 2번째의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함과 함께, 등록되어 있는 IP 어드레스의 

노드에 의해 보존 유지되는 유저 속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도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스텝 S1028).

도 4에 나타낸 플로우차트의 설명으로 돌아간다.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스텝 S102에서의 유저 속성 정보 취득 처

리 후, DNS 서버 B1이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를 함께 응답 작성부 B15에 전

달한다. 스텝 S102에서, 그 메시지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가 취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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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서 생각해서 그 메시지를 취급하고, 그 DNS 질의 메시지만을 응답 작성부 B15에 전달한다.

응답 작성부 B15는 DNS 질의 메시지와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를 함께 전달받은 경우, DNS 질의 메시지에 의해 문

의 받은 FQDN 또는 IP 어드레스 및 유저 속성 정보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을 참조해서 검

색한다(스텝 S103). DNS 질의 메시지만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의해 문의받은 FQDN 또는 I

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디폴트의 엔트리를,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을 참조해서 검색한다(스텝 S103).

응답 작성부 B15는 검색한 엔트리의 내용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이 다른 DNS 서버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지의 여부

를 판단한다(스텝 S104). 여기에서, 도 3에 나타낸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의 네임 해결 테이블(201)의 참조처로서

다른 DNS 서버의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네임 해결이 다른 DNS 서버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지의 여부가

판단된다.

스텝 S104에서, 다른 DNS 서버에 의해 네임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네임 해결 처리가 다른 DN

S 서버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처리를 행한다(스텝 S106). 네임 해결 처리가 다른 DNS 서버에 의해 행해지도록 하는 

방법의 예로서, 이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제 1 방법은, 다른 DNS 서버에 유저 정보 식별부 B12로부터 전달받은 유저 속성 정보와 DNS 질의 메시지의 양쪽 모

두 또는 DNS 질의 메시지만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의 응답 작성부 B15의 구성을 도 6에 나

타낸다.

도 6을 참조하면, 응답 작성부 B15는 응답 작성 메인부(response generation main unit) B151과 리졸버부 B152를 

포함한다. 응답 작성 메인부 B151은 상술한 스텝 S103 및 스텝 S104의 처리를 행하고, 스텝 S104에서 네임 해결이 

다른 DNS 서버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리졸버부 B152에 대해서 유저 정보 식별부 B12로부터 전달받

은 유저 속성 정보와 DNS 질의 메시지의 양쪽 모두 또는 DNS 질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또한 네임 해결이 행해져야

할 다른 DNS 서버를 리졸버부 B152에 통지한다. 리졸버부 B152는 응답 작성 메인부 B151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유저 속성 정보와 DNS 질의 메시지의 양쪽 모두 또는 DNS 질의 메시지만을 전송한다.

리졸버부 B152가 유저 속성 정보와 DNS 질의 메시지의 양쪽 모두를 다른 DNS 서버에 전송 가능한 방법으로는, 예

를 들면 DNS 질의 메시지를 DNS 메시지의 포맷 에 따라 구축하고, 그 중에 유저 속성 정보를 임베드해서 송신하는 

방법이 있다. DNS 메시지의 포맷에는 부가적인 정보를 임베드하기 위해서 부가 정보부라고 불리우는 필드가 준비되

어 있어, 부가 정보부에는 임의의 정보를 DNS의 자원 레코드의 형식으로 임베드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수신한 유저 속성 정보를 자원 레코드 형식으로 인코드하고, 이 인코드된 정보를 DNS 질의 메시지의 

부가 정보부에 임베드하여, 이 취득된 메시지를 다른 DNS 서버에 전송한다(스텝 S106). 그리고, 리졸버부 B152는 

상기 DNS 질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른 DNS 서버로부터, 대응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 메시지를 응답 

송신부 B17에 전달하여, 응답 송신부 B17이 그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전송한다(스텝 S107).

이 전송 방법은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된 DNS 질의 메시지를 종래의 DNS 서버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의 DNS 서버 B1과 그 이외의 종래의 DNS 서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 2 방법은, 네임 해결이 다른 DNS 서버에서 행해져야 하는 지를 통지하는 메시지를 DNS 응답 메시지로서 클라이

언트 A1에 돌려주고, 통지를 받은 클라이언트 A1이 새롭게 다른 DNS 서버에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하는 방법이다

. 이 경우, 응답 송신부 B17은 클라이언트 A1이 새롭게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해야 하는 다른 DNS 서버의 IP 어드

레스를 포함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송신한다(스텝 S107).

한편, 스텝 S104에서, 응답 작성부 B15가 자신의 서버에서 네임 해결을 행해 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색한

엔트리의 내용에 따라 FQDN으로부터 IP 어드레스로 또는 IP 어드레스로부터 FQDN으로의 네임 해결을 행하고(스텝

S105), 그 결과를 응답 송신부 B17에 전달한다.

응답 송신부 B17는 수신한 네임 해결 결과에 기초하여 DNS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것을 클라이언트 A1에 송신

한다(스텝 S107).

이상의 제 1 실시예의 설명에서는, DNS 서버 B1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그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는 것이

었다. 다른 가능한 구성으로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가 DNS 서버 B1 내가 아니고 다른 서버 내에 보존 유지

되는 구성이 있다. 이 경우에 얻어진 구성을 제 1 실시예의 다른 예로서 도 7에 나타낸다.

본 예에서는, 상술한 도 1의 구성과는 달리, 상술한 DNS 서버 B1 대신에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포함하고 있

지 않은 DNS 서버 B2가 이용되고, 또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을 그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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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D1이 이용된다.

도 7에 나타낸 구성에서 행해지는 DNS 서버 B2의 동작에 대해서는, 상술한 DNS 서버 B1의 동작에서 유저 정보 데

이터베이스 B14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로 바꾸는 것에 의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D1의 기능은 전용의 노드에 의해 실현하거나, 또는 다른 DNS 서버 B1 또는 B2 중 하나의 기능으

로서 실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은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으로서 관리되고,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그 다른 DNS 서버 B1 또는 B2에 대해서 DNS 메시지를 사용하여 유저 속 성 정보를 취득한다.

이 경우의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의 내용예를 도 8에 나타낸다. 도 8에 나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301)은 도 3에 나

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201)과 같은 형식을 채용하고 있어, 유저 속성 정보는 3번째의 엔트리를 참조함으로써 취득된

다. 3번째의 엔트리는 유저 속성 정보가 파일 user_com.dat(존 파일 302)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존 

파일(302)에는 도 2에 나타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유저 속성 정보가 저장되고 

있고, 이 정보는 유저 이용 단말기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FQDN를 키로서 DNS의 자원 레코드의 일종인 TXT 레

코드의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존 파일(302)의 1번째의 엔트리로부터, 유저 이용 단말기의 IP 어드레스가「123.45.0.2」인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로서, 로그인 ID가 taro(1ogin id = taro), 접속 회선 종별이 ADSL(access media = ADSL), 접속하고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가「30.30.30.30」(NAS address = 30.30.30.30)인 것을 알 수 있다.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유저 이용 단말기의 IP 어드레스가「123.45.0.2」인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

버 D1에 대해서 도메인명이「123.45.0.2.user.com」인 TXT 레코드를 요구하는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다음에, 제 1 실시예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DNS 서버 B1이 유저 속성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참조함으로써, 유

저 속성 정보를 고려한 네임 해결 처리의 커 스터마이즈를 행한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미리 유저 속성 정

보를 등록 해 두면, DNS 서버 B1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참조함으로써, 임의의 유저 속성 정보를 고려한 

네임 해결 처리를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서는, DNS 서버가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신한 DNS 질

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 뿐이다. 다른 속성 정보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송신하

는 DNS 질의 메시지 내에 필요한 속성 정보를 모두 임베드할 필요가 있어, 클라이언트에서 리졸버가 변경되어야 한

다.

본 실시예에서, DNS 서버 B1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참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의 리졸버의 변경의 

필요가 없다. 그리고, DNS 서버마다 고려하는 유저 속성 정보의 종류가 다른 경우라도, 종래 기술에서는 대응이 곤란

했지만, 본 실시예에 의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등록되는 유저 속성 정보의 종류를 DNS 서버마다 변경하

는 것만으로 유연하고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도 1에 나타낸 제 1 실시예에서의 클라이언트 A1과 네트워크 C1과 함께, 

본 발명에 따른 DNS 서버 B3과 인증 서버 E1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관리를 DNS 서버 B3의 구성 요소인 유저 정보 관리부 B18

이 인증 서버 E1과 제휴함으로써 자동적으 로 행하는 점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와 다르다. 이하, 클라이언트 A1, D

NS 서버 B3, 인증 서버 E1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인증 서버 E1은 시스템 내의 유저(클라이언트 Al)의 인증 요구에 응답해서 유저 인증을 행하여, 유저의 시스템으로의

로그인을 허가 또는 금지한다. 여기서의 시스템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ISP가 운영하는 네트

워크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가 운영하는 회원제 WEB 서비스 등, 이용 시에 유저 인증이 행해지는 시

스템 전반을 가리킨다. 본 시스템 내의 유저는 여기서의 시스템 유저의 일부 또는 모두이다.

인증 서버 E1은 유저 인증을 행하는 동시에, 인증 요구를 송신한 유저(클라이언트 Al)가 시스템에 로그인 했는지 로

그아웃 했는지라고 하는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파악하고, 유저 속성 정보를 더 수집하고, 이들 정보를 로그로서 보존 

유지한다. 인증 서버 E1이 수집하는 유저 속성 정보의 예로서는, 제 1 실시예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저(클라이

언트 Al)의 위치 정보; 취미 또는 행동 이력 등의 기호에 관한 정보; 휴대 전화, PDA, 노트북 컴퓨터 등의 유저 단말기

의 종별, 유저 단말기에 인스톨되어 있는 OS,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PU 속도, 메모리 등의 유저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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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관한 정보; 유저 단말기의 IP 어드레스, ADSL이나 ISDN 회선 등의 접속 회선 종별, 접속 회선 속도 및 접속되어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로의 접속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인증 서버 E1의 예로서는, ISP 등에서 유저 인증 및 과금 처리에 넓리 이용되고 있는 RADIUS 서버가 있다. 이 RADI

US 서버는 RADIUS 프로토콜에 의한 유저 인증 처리에 있어서, 유저로부터 수신한 인증 요구에 포함되는 ID와 패스

워드에 기초하여 유저에 인증을 행하여, 유저의 로그인을 허가 또는 금지한다. RADIUS 프로토콜은 ISP가 운용하는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유저 인증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RADIUS 서버에는 유저가 네트워크 시스템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할 때에, 유저의 로그인 상황 및 유저 속

성 정보가 NAS 등의 RADIUS 클라이언트로부터 송신된다. RADIUS 서버는 이들 정보를 과금이나 백-트레이스(bac

k-trace)의 목적으로 수집하고, 어카운트 로그(Account Log)로서 보존 유지한다. RADIUS 클라이언트가 RADIUS 

서버에 송신하는 유저 속성 정보로는, 예를 들면 유저 ISP의 로그인 ID, 유저가 이용하고 있는 단말의 IP 어드레스, 유

저가 접속하고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 및 접속 회선 종별 등이 포함된다.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은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와 유저 정보 갱신부 B182를 포함한다.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은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고,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

는 정보 및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여, 이들 정보를 유저 정보 갱신부 B182에 전달한다.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

의 검출과,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 및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을 실현하는 방법의 예로서 다음 2가지 방

법이 있다.

제 1 방법은, 인증 서버 E1이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했을 때에,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유

저 속성 정보를 인증 서버 E1로부터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에 통지해 주는 방법이다.

제 2 방법은,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이 인증 서버 E1에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문의함으로써,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고,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했을 때에,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제 1 방법에서는,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이 인증 서버 E1로부터의 통지를 대기하는 수동적인 처리에 의해 유저의 로

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는데 반하여, 제 2 방법에서는,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서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이 인증 서버 E1에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문의하는 능동적인 처리를 행한다.

이하, 각각의 방법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선, 제 1 방법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RADIUS 프로토콜의 프록시 기능 및 릴레이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프

록시 기능은 RADIUS 서버가 RADIUS 클라이언트로부터 유저의 로그인 상황 및 유저 속성 정보를 수신할 때마다, 이

들 정보를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기능이다. 프록시 기능은 표준화된 기능으로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RADIUS 서버의

거의 모두에 지원된다.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여 유저의 로그인 상황 및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의 순서의 예를 도 10에 나타낸다. 도 10

은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 했을 때의 순서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10에서 인증 서버 E1은 RADIUS 서버이다. 유저 

인증이 성공해서,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RADIUS 클라이언트로부터 인증 서버 E1에 대해서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가 송신된다.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에는 유저 속성 정보가 속성 = 속성값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도시한 예에서는,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에 유저 ID가 taro ((1) User Name = taro), NAS의 IP 어드레스가 「30.30.30.30」((4) NAS-IP-Address =

30.30.30.30), 유저 이용 단말기의 IP 어드레스가 123.45.0.2 ((8) Framed-IP-Address = 123.45.0.2), 접속 회선 

종별이 ADSL ((61) NAS-Port-Type = ADSL)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한 

지를 나타내는 정보 ((40) Acct-Status-Type = Start)도 포함된다.

인증 서버 E1은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하면,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한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를 유저 정

보 관리부 B18에 송신한다.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은 수신한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로부터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

.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은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후, 인증 서버 E1에 대해서 어카운팅 응답 메시지를 송신

한다.

다음에, 릴레이 기능을 사용한 유저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한다. 릴레이 기능은 어카운트 로그에 새로운 로그가 

추가될 때마다, RADIUS 서버가 그 새로운 로그를 다른 노드헤 송신하는 기능이다. 릴레이 기능은 사실상의 표준으로

서, 많은 RADIUS 서버에 지원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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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능을 사용하여 유저의 로그인 상황 및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의 순서예를 도 11에 나타낸다. 도 11은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 했을 때에 행해지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11에서 인증 서버 E1은 RADIUS 서버이

다. 유저 인증이 성공하여,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인증 서버 E1이 보존 유지하 는 어카운트 로그에 새로운 로

그가 추가된다. 인증 서버 E1은 새롭게 추가된 로그에 기초하여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를 작성하고, 이것을 유저 정보 

관리부 B18에 송신한다.

도 11에서는,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에 유저 ID가 taro ((1) User Name = taro), NAS의 IP 어드레스가「30.30.30.30

」 ((4) NAS-IP-Address = 30.30.30.30), 유저 이용 단말기의 IP 어드레스가 123.45.0.2 ((8) Framed-IP-Addres

s = 123.45.0.2), 접속 회선이 ADSL ((61) NAS-Port-Type = ADSL)인 것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유저

가 시스템에 로그인 한 지를 나타내는 정보((40) Acct-Status-Type = Start)도 포함된다.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은 

수신한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로부터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은 어카운팅 요구 메시지를 수

신한 후, 인증 서버 E1에 대해서 어카운팅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다.

다음에, 제 2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한다.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은 정기적으로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문의하는 

메시지를 인증 서버 E1에 송신하여, 유저의 로그인 상황에 변화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저의 로그인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유저 속성 정보의 송신을 요구한

다.

제 2 방법의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NFS(Network File System)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1)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NFS는 TCP/IP 환경 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통

해서 제공되는 파일 서비스로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되어 있는 다른 노드가 보존 유지하는 파 일을 자신의 노드 

상에 마운트함으로써, 이 파일을 마치 로컬 파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NFS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이 인증 서버 E1이 보존 유지하는 유저의 로그인 상황 및 유저 속정 정보를 포함한 

로그 파일을 마운트한다.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은 자기 노드 상에 마운트되어 있는 로그 파일을 정기적으로 체크함

으로써,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한다.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한 경우는, 마운트되어 있는 로그 

파일로부터 로그인 상황이 변화한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한다.

한편, SNMP는 TCP/IP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다른 노드의 관리 및 감시를 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관리하는 측의

'SNMP 매니저'와 관리되는 측의「SNMP 에이전트」의 2개로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라고 불리우는 

관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노드의 관리가 행해진다. SNMP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을 

SNMP 매니저로 하고, 인증 서버 E1을 SNMP 에이전트로 하여, 인증 서버 E1의 MIB 중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

내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한 경우는, 인증 서버 E1의 MIB로부터의 로그

인 상황이 변화한 유저 속성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다.

유저 정보 갱신부 B182는 인증 정보 취득부 B181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관리를 행한다. 이 관리는, 예를 들면, 본 시스템에 로그인 한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

에 추가하거나, 역으로 로그아웃 한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삭제하거나 하는 것

을 포함한다.

다음에, 제 2 실시예의 동작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DNS 서버 B1이 클라이언트 A1로부터 DN

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고서 DNS 응답 메시지를 송신할 때까지의 동작은, 도 4에 나타낸 제 1 실시예에서의 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도 12를 참조하여 유저 정보 관리부 B18에서의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증 정보 취득부 B181는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면(도 12의 스텝 S201), 그 로그인 상황의 변화가 유

저의 로그인이나 또는 로그아웃에 대응하는 지를 판단한다(스텝 S202).

유저가 시스템에 로그인 한 경우에는,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여, 이들 정보를 유저 정보 갱신부 B182에 전달한다(스텝 S203). 유저 정보 갱신부 B182는 유저의 로그인 상

황을 나타내는 정보를 조사하고,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추가 등록한다(스텝 S204).

스텝 S202에서, 유저가 시스템으로부터 로그아웃 한 경우에는,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이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

의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들 정보를 유저 정보 갱신부 B182에 전달하고(스텝

S205), 유저 정보 갱신부 B182는 유저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유저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검색하고, 그 엔트리를 삭제한다(스텝 S206).

이상의 제 2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 DNS 서버 B1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그 구성 요소로서 포함한다. 다

른 가능한 구성으로서, 제 1 실시예와 마 찬가지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가 DNS 서버 B1 내가 아니고 다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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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내에 보존 유지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구성을 제 2 실시예의 다른 예로서 도 13에 나타낸다.

도 13에 나타낸 구성에서는, 상술한 도 9의 구성과 비교해서, 상술한 DNS 서버 B3 대신에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

14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DNS 서버 B4가 이용되고, 또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를 그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D1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도 13에 나타낸 구성에 있어서, 종래의 DNS 서버 또는 본 발명의 DNS 서버 B1, B2, B3, B4(후술하는 제 3 실

시예에서의 DNS 서버 B5를 포함함)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D1로서 이용해도 좋다. 이 경우, DNS 서버에서의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로서 이용된다.

이 경우, 유저 정보 갱신부 B182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에 대해서 유저 속성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 방

법으로서, DNS 동적 갱신(Dynamic Update)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DNS 동적 갱신이라 함은 DNS 서버가 보존 유

지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엔트리의 추가 및 삭제를 다른 노드로부터 행하기 위한 방식을 뜻한다. DNS 동적 갱

신을 행하는 노드는 추가 또는 삭제될 정보를 DNS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자원 레코드의 형식으로 인코드하고, 이 정

보를 임베드한 메시지를 DNS 서버에 송신한다. DNS 서버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보존 유지되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서 엔트리의 추가 또는 삭제를 행한다.

DNS 동적 갱신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유저 정보 갱신부 B182가 인증 정보 취득부 B181로부터 전달받은 유저 속

성 정보를 DNS의 자원 레코드에 인코드하고, 이 정보를 임베드한 메시지를 DNS 서버에 송신한다. DNS 서버는 메시

지를 수신하면, 응답용 데이터베이스(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에 대응)에 대해서 메시지에 임베드된 자원 레코드

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추가 또는 삭제한다. 작성되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내의 엔트리의 예로서는 도 8에 나타낸 존 

파일(302)이 있다.

도 13에 나타내는 구성에서의 DNS 서버 B4의 동작에 대해서는, 상술한 DNS 서버 B3의 동작에서, 유저 정보 데이터

베이스 B14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로 대체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다음에, 제 2 실시예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DNS 서버가 네임 해결을 커스터마이즈하기 위해 필요한 유저 속성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함에 있어, 그 속성 정보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망에는 방대한 수의 유저가 존재하고, 또한 개개의 유저의 속성 정보(위치

, IP 어드레스, 접속 회선 종별 등)는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해진다.

본 실시예에서는,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이 인증 서버 E1과 제휴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관리를 행한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대한 유저 속성 정보의 등록 및 삭제는 유저 정보 관리부 B18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

해진다. 그 결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설정 관리(유저 속성 정보의 등록 및 삭제)에 필요한 수고나 비용을 

제 1 실시예와 비교해서 보다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은 인증 서버 E1로부터 유저 정보를 취득하지만, 유저 정보의 취득을 

위해 인증 서버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유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상술한 바에서는 RADIUS 서버의

프록시 기능 또는 릴레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NFS를 사용하는 방법 및 SNMP를 사용하는 방법을 예로서 나타냈

지만, 이들의 기능은 표준화 또는 사실상 표준화된 기능이라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많은 인증 서버에서 설정 변경을 

행하는 것만으로 이용 가능한 기능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에 도입할 때, 새로운 인증 서버를 설치하

거나, 기존의 인증 서버를 전용의 인증 서버로 대체하는 등의 도입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본 시스템의 도입 후

에도, 동일한 인증 서버에서 인증 처리나 로그의 수집이 행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인증 처리나 과금 처

리 등의 운용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는 도 9에 나타낸 제 2 실시예에 설명된 클라이언트 A1과 인증 서버 E1과 

더불어, DNS 서버 B5와 패킷 전송 장치 F1을 포함하여 실현된다. DNS 서버 B5와 인증 서버 E1 및 패킷 전송 장치 F

1은 네트워크 C1을 통해서 상호 접속된다. 클라이언트 A1이 네트워크 C1측과 송수신하는 패킷은 반드시 패킷 전송 

장치 E1을 경유한다. 여기서, 패킷 전송 장치라 함은 이더넷 (R) 스위치, ATM 스위치, 라우터, 레이어 4 스위치, 레이

어 7 스위치 등 패킷의 전송 처리 기능을 갖는 장치 전반을 가리킨다.

DNS 서버 B5는 도 1에 나타낸 제 1 실시예에서의 DNS 서버 B1의 구성과 비교해서, 유저 정보 취득부 B13 및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를 그 구성 요소로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다르다. 이하, DNS 서버 B5를 포함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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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DNS 서버 B5 대신에 제 1 및 제 2 실시예에 나타낸 DNS 서버 B1, B2, B3, B4의 어느 것으

로 대체해도 좋다.

또한,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에서 등록되는 내용을 도 15에서 예로서 나타낸다. 이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에는

네임 해결 테이블(401), 존 파일(402) 및 존 파일(403)이 포함되어 있다. 네임 해결 테이블(401) 및 존 파일(402)(또

는 403)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도 3에서의 네임 해결 테이블(201) 및 존 파일(202)(또는, 203)에 대응

한다.

여기서, 제 3 실시예에서는, 유저 속성 정보로서 제 1 및 제 2 실시예에서 설명한 유저 속성 정보의 예에 더하여, 패킷

전송 장치에 관한 속성 정보를 포함해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네임 해결 테이블(401)은 네임 해결

테이블(201)과 비교해서, 유저 속성 정보로서 유저 ID나 접속 회선 종별 등의 속성 정보만이 아니라,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이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마다 네임 해결 방법의 참조처를 등록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서,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의 예로서는, 패킷 전송 장치 F1의 식별자(ID), 패킷 

전송 장치 F1이 지원하는 전송 방법(예를 들면, 이더넷 (R) 의 VLAN을 지원할지, URL 베이스의 스위칭을 지원할지 

등)등의 정보가 있다.

도 15에 나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401)에는, 유저 속성으로서 유저 ID, 접속 회선 종별, 그룹 ID 등의 속성 정보뿐만 

아니라, 패킷 전송 장치 ID를 포함하여, 이 패킷 전송 장치 ID마다 네임 해결의 참조처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존 파일(402)(또는, 403)은 존 파일(202)(또는, 203)에 나타낸 필드(Type, FQDN, Data)에 더하여, 각 엔트리에서의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부가 데이터)를 갖는 점이 다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를 패킷 전송 장치 F1 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저장하기 위해

서 사용한다. 패킷 전송 방법은, 그 패킷을 전송하는 우선도(패킷 전송 우선도), 그 패킷이 전송될 논리 네트워크(VPN

(Virtual Private Network), vlan 등)의 ID (논리 네트워크 ID), 그 패킷이 전송되는 논리 채널(ATM의 VCI(Virtual C

hannel Identifier),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의 LSP (Label Switched Path) 등)의 ID, 그 패킷의 헤

더에 대한 재기입, 추가, 삭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존 파일(402)에서의 첫 번째의 엔트리는, www.ddd.com에 대한 A 레코드의 응답은「20.1.1.1」이고, 또한, 클라이

언트 A1이 그 엔트리를 참조한 결과로서 송신하는, 행선지(destination) IP 어드레스가「20.1.1.1」인 패킷에 대해서

, 소스 IP 어드레스(SrcIPAddr)를「40.1.1.1」로 재기입하고, MAC 헤더내의 vlan-ID (vlanID)를「111」로 재기입

하여, 출력 포트(21)를 통하여 통상의 전송 우선도(priority)에서 얻어진 패킷을 전송하는 전송 방법이 패킷 전송 장치

F1에 사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하여 DNS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 참조될 응답용 데이터베이스(B16) 내의 엔트리에 있

어서 Additional Data 필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응답 작성부( B15)는 작성된 DNS 응답 메시지 내로 Additional 

Data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한다. 이 저장 방법은 상술한 DNS 메시지에 있어서의 부가 정보부에 Additional D

ata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DNS 응답 메시지에 있어서의 부가 정보부에 Additional Data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함으로써, 그 응답 메시지

는, 클라이언트 A1로부터 문의된 FQDN에 대한 IP 어드레스(또는 기타의 자원 레코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패킷 전

송 장치 F1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 A1로부터 그 IP 어드레스로 송신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도 동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

패킷 전송 장치 F1은, 유저 인증부 Fl1, 유저 정보 갱신부 F12,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 유저 정보 취득부 F14, 

DNS 프록시부 F15, 라우팅 테이블 F16, 및 포워딩부(forwarding unit) F17를 포함한다.

유저 인증부 Fl1은 패킷 전송 장치 F1에 접속되는 클라이언트 A1의 유저를 식별, 인증하는 기능을 가진다. 게다가, 

인증시에 얻을 수 있는 유저의 다양한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갱신부 F12를 통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

3에 저장한다. 패킷 전송 장치 F1에 있어서 유저 인증을 행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더넷 (R) 스위치에 있어서 표준화

되어 있는 유저 인증 기구인 IEEE 802.1x를 들 수 있다.

패킷 전송 장치 F1이 IEEE 802.1x를 지원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A1에 있어서의 유저의 유저 ID, 패스워드 등의 정보

를 기초로 하여, 유저 인증부 Fl1가 인증 서버 C1과 RADIU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여 인증을 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 A1이 네트워크 C1 측과 통신하는 것을 허가 할것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유저 정보 갱신부 F12는, 유저 인증부 Fl1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의 관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패킷 전송 장치 F1에 로그인 하여 통신을 행하는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

스 F13에 추가하고, 역으로 로그아웃 한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으로부터 삭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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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행한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는 유저 인증부 Fl1이 인증한 유저의 유저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유

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에 저장되는 유저 속성 정보의 예는, 제 1 실시예에서 언급한 유저 속성 정보의 예와 같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도 16의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501)로 나타낸다.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501)에

는, 패킷 전송 장치 F1이 수신한 패킷에 대응하는 입력 포트 및 소스 MAC 어드레스에 대해서, 그 패킷의 유저 ID, 접

속 회선 종류, 접속 회선 속도, 그룹 ID가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의 엔트리에서는, 입력 포트가「02」이고 소스 MAC 어드레스가「00:12:34:56:78:9a」인 패킷에

대해서는, 그 패킷의 송신자의 유저 ID가「taro」이고, 접속하고 있는 회선의 종류가 이더넷 (R)이고, 그 속도가 100 

Mbps이고, 그 패킷 송신자가 포함되는 그룹의 ID가「silver」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유저 정보 취득부 F14는, DNS 프록시부 F15 내의 질의 재기입부 F151에서 수 신한 DNS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에게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유저 속성 정보를 질의 재기입부 F1

51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DNS 프록시부 F15는, 클라이언트 A1과 DNS 서버 B5와의 사이에서 흐르는 DNS 질의 메시지 및 DNS 응답 메시지

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판독하여 해석하고, 메시지의 내용을 재기입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가진다. DNS 프록시부 F15는

, 그 구성 요소로서, 질의 재기입부 F151과 응답 해석부 F152를 포함한다.

질의 재기입부 F151는, 클라이언트 A1이 DNS 서버 B5를 향하여 송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에 관한 유저 속성 정보를 그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가하여 DNS 서버 B5에 송신하는 기

능을 가진다. 이 때에 필요에 따라서 유저 속성 정보에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 그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에 관한 유저 속성 정보는, 유저 정보 취득부 F14를 통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

이스 F13으로부터 취득되고, 필요에 따라서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가 부가된다.

응답 해석부 F152는, DNS 서버 B5가 클라이언트 A1로 향하여 송신한 DNS 응답 메시지로부터, 그 메시지 내에 임

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응답 해석부는 또한 추출한 패킷 전송 방법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라우팅 테이블 F16에 등록한다.

라우팅 테이블 F16은 포워딩부 F17이 수신한 패킷의 전송 방법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이다. 라우팅 테이블 F16이 

나타내는 테이블의 예로서, 라우터에서의 수신 패킷의 전송 방법이 저장된 테이블, 이더넷 (R)스위치에 있어서의 스

위칭 방법이 저장된 테이블 등을 들 수 있다. 라우팅 테이블 F16 내의 엔트리는, 종래와 같이, 정적으로 설정되거나 

혹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초하여 작성되는 방법 외에, 응답 해석부 F152에 의

해서 작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라우팅 테이블 F16의 내용예는 도 17에 도시되어 있다. 라우팅 테이블 F16 에 있어서의 2번째의 엔트리에서는, 패킷

전송 장치 F1이 수신한 패킷의 입력 포트, 소스 MAC 어드레스, 행선지 IP 어드레스, 및 vlan-ID가 각각「11」, 「00

:bc:de:f0:12:34」, 「60.1.1.1」, 및「200」인 경우에, 그 패킷에 대해서, 소스 IP 어드레스, 행선지 IP 어드레스, vl

an-ID를 각각 「40.1.1.1」, 「90.1.1.1」, 「333」으로 재기입, 출력 포트「31」로부터 송신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게다가, 우선도는「고우선도」로 되어 있어, 패킷 전송 우선도를 높게 하여 송신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포워딩부 F17은 패킷 전송 장치 F1이 수신한 패킷의 전송 방법을 해결하고, 그 전송 방법에 근거하여 그 패킷을 전송

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수신한 패킷의 전송 방법은 라우팅 테이블 F16을 참조함으로써 해결된다.

다음으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A1이 DNS 질의 메시지를 DNS 서버 B5에 대해서 송신하고, 대응하는 D

NS 응답 메시지가 클라이언트 A1에 되돌려질 때까지의 패킷 전송 장치 F1 및 DNS 서버 B5의 동작을 도면을 참조하

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클라이언트 A1가 DNS 서버 B5에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했을 때의 패킷 전송 장치 F1 에 있어서의 동작을 

도 18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클라이언트 A1이 DNS 질의 메시지를 네트워크 C1측에 송신하면, 패킷 전송 장치 F1은 그 메시지를 검출하고 그 메

시지를 수신한다. 패킷 전송 장치 F1에 의해서 수신된 DNS 질의 메시지는, DNS 프록시부 F15내의 질의 재기입부 F

151로 절달된다(도 18의 스텝 S301).

여기서, 그 메시지에는, 행선지 IP 어드레스로서 DNS 서버 B5의 IP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

을 통상의 패킷과 같이 전송하지 않고 질의 재기입부 F151에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으로서, DNS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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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인 것을 나타내는 특정의 포트 번호를 갖는 패킷만을 질의 재기입부 F151에 전달하는(일반적으로 DNS 질의 

메시지는 행선지 포트 번호 53번인 패킷인 것을 기초하여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질의 재기입부 F151에 있어서,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

이스 F13을 참조하여 검색한다(스텝 S302).

예를 들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이, 도 16에 나타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501)와 같은 엔트리를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포트(11)로부터 수신되고 소스 MAC 어드레스가「00:bc:de:f0:12:34」인 DNS 질의 메시지는, 유

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을 참조함으로써, 송신자의 유저 ID가「hanako」이고, 접속 회선의 종류가 이더넷 (R)이

고, 접속 회선의 속도가 10Mbps인 유저 속성 정보가 검색된다. 그룹 ID의 항목 「-」로 되어 있어 그룹 ID가 불명이

거나, 또는 취득할 필요가 없는 속성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스텝 S302에 있어서의 유저 속성 정보의 검색의 처리 결과,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에게 대응하는 유저 속

성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질의 재기입부 F151에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를 그 DNS 질의 메시지에 부가하고, 얻어

진 메시지를 DNS 서버 B5에 송신한다(스텝 S303 및 S304).

스텝 S304에 있어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을 참조하여 해결한 유저 속성 정보 외에, 유저 속성 정보로서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를 그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가할 필요가 있다면,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도 그 메시지에 부가하고, 얻어진 메시지를 DNS 서버 B5에 송신한다. 예를 들면,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

13을 참조하여 해결한 유저 속성 정보 외에, 패킷 전송 장치 F1의 ID를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부가한다.

스텝 S302에 있어서의 유저 속성 정보의 검색의 처리 결과,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에게 대응하는 유저 속

성 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질의 재기입부 F131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보를 부가하지 않고 그대로 

DNS 서버 B5에 송신한다(스텝 S303 및 S305).

다음으로, 패킷 전송 장치 F1을 통하여 DNS 서버 B5가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의 DNS 서버 B5에 있어서의

동작에 대해서 도 1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질의 수신부 Bl1이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도 19의 스텝 S401), 그 메시지를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전달한다.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받은 DNS 질의 메시지 내에,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식별

한다(스텝 S402).

스텝 S402의 처리 결과, 그 메시지 내에,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임베드

되어 있는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를 판독하여 식별하고, 식별한 유저 속성 정보와 함께 응답 작성부 B15로 그 메시

지를 전달한다(스텝 S403).

스텝 S402의 처리 결과, 그 메시지 내에,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메시지에 대응하는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는 없는 것으로 하여 그 메시지를 응답 작성부 B15에 전달한다.

스텝 S402와 스텝 S403 이 후에, 스텝 S404 내지 스텝 S408의 동작에 대해서는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했던 도 4의 

스텝 S103 내지 스텝 Sl07과 같다.

그리고, 스텝 S408에서는, 응답 작성부 B15가 작성한 DNS 응답 메시지에 있어서,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패킷 전

송 방법도 동시에 부가되어 있는 경우, 응답 송신부 B17은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포함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대해서 송신한다.

다음으로, 패킷 전송 장치 F1이 DNS 서버 B5로부터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의 동작을 도 20의 플로우차트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DNS 서버 B5가 DNS 응답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송신하면, 패킷 전송 장치 F1은 그 메시지를 검출하고, 그 메

시지를 수신한다. 패킷 전송 장치 F1에 의해서 수신된 DNS 응답 메시지는 DNS 프록시부 F15 내의 응답 해석부 F15

2로 전달된다(도 20의 스텝 S501).

여기서, 그 메시지에는, 행선지 IP 어드레스로서 클라이언트 A1의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을 

통상의 패킷과 마찬가지로 전송하지 않고 응답 해석부 F152에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이 방법에 관해서는, 도 

18의 스텝 S301의 동작의 설명에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DNS 응답 메시지는 소스 포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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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3번인 패킷인 것을 기초하여 식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 해석부 F152는, 수신한 DNS 응답 메시지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메시지에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이 임베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스텝 S502).

스텝 S502의 결과, 패킷 전송 방법이 임베드되어 있는 경우, 응답 해석부 F152는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판독한

다(스텝 S503). 이하, DNS 서버 B5에서, 도 15에 나타낸 존 파일(402)에서의 첫 번째의 엔트리를 이용하여 DNS 응

답 메시지가 작성되고, 그 메시지가 DNS 서버 B5로부터 클라이언트 A1에 송신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응답 해석부 F132는 라우팅 테이블 F16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엔트리를 참조하고, 수신한 DNS 응답 메시지

내에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에 의해 작성되는 엔트리와 동일한 엔트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스텝 S504

및 S505).

스텝 S505의 처리 결과, 동일한 전송 방법을 나타내는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응답 해석부 F152는, 라우팅 테

이블 F16에 대해서, 수신한 DNS 응답 메시 지 내에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작성한다(스텝 S5

06).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 F16에 대해서 패킷 전송 방법을 나타내는 엔트리의 작성예를 설명한다. 도 15에 나타낸 응답

용 데이터베이스 B16에서 존 파일(402)의 첫 번째 엔트리를 사용하여 DNS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고 클라이언트 A1

을 향하여 송신된 그 메시지를 패킷 전송 장치 F1이 수신한 것으로 가정한다. 게다가, 그 메시지의 송신처인 클라이언

트 A1의 MAC 어드레스가「00:12:34:56:78:9a」이고, 클라이언트 A1과 패킷 전송 장치 F1과의 사이에서, 패킷 전

송 장치 F1의 포트「02」를 경유하여, vlan-ID가「100」의 이더넷 (R) vlan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으로 하면, 도 1

7에 나타낸 라우팅 테이블 F16에서의 1번째의 엔트리가 작성된다.

스텝 S505의 처리 결과, 동일한 전송 방법을 나타내는 엔트리가 존재하는 경우, 중복하는 엔트리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텝 S506의 동작이 스킵(skip)된다.

다음으로, 응답 해석부 F152는 수신한 DNS 응답 메시지 내에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그 메시지로부터 삭제하고

(스텝 S507), 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전송한다(스텝 S508).

스텝 S502의 처리 결과, 패킷 전송 방법이 임베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응답 해석부 F152는 수신한 D

NS 응답 메시지를 그대로 클라이언트 A1에 전송한다(스텝 S508).

이상으로,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 본 실시예에서, 패킷 전송 장치 F1 내의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은 유저 인

증부 Fl1과 인증 서버 E1과의 사이에서의 인 증시 얻어지는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인증부 Fl1에 의해서 유저 정보 

갱신부 F12를 통하여 저장함으로써 형성된다. 그 밖에도, 패킷 전송 장치 F1의 매니저 등에 의해, 외부로부터 수동적

으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 내에 유저 속성 정보가 기입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저 인증부 Fl1,

유저 정보 갱신부 F12 및 인증 서버 E1은 본 실시예에서의 구성 요소로서 필요치 않다.

그리고,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 제 3 실시예에 있어서, 패킷 전송 장치 F1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을 그 구

성 요소로서 포함한다. 다른 구성으로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은 패킷 전송 장치 F1 내가 아니라, 다른 서버(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안에 보존 유지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구성을 제 3 실시예의 다른 예로서 도 2

1에 도시하고 있다.

도 21에 나타낸 구성은 상술한 도 14의 구성에 비해, 상술한 패킷 전송 장치 F1을 대신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을 포함하지 않은 패킷 전송 장치 F2가 사용되고, 또한, 제 1 실시예의 설명에서 도 7에 나타낸 데이터베이스 서

버 D1이 사용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D1의 기능은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NS 서버 B1, B2 또는 B5 

중 하나의 기능으로서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유저 정보 취득부 F14는 DNS 메시지를 이용하여 유저 속성 

정보의 취득을 행한다.

도 21에 나타내는 구성에서의 패킷 전송 장치 F2의 동작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을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Dl1과 대체함으로써 상술한 패킷 전송 장치 F1의 동작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도 14를 이용하여 설명한 본 실시예에서, 패킷 전송 장치의 DNS 프록시부 F15가 질의 재기입부 F151과 응

답 해석부 F152의 양쪽 모두를 가지는 구성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DNS 프록시부 F15가, 질의 재기입부 F151 또는 

응답 해석부 Fl52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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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프록시부 F15가 질의 재기입부 F151만을 가지는 패킷 전송 장치 F3의 구성예가 도 22에 도시되어 있다. 이 구

성의 경우, 패킷 전송 장치 F3은 클라이언트 A1로부터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 송신자의 유저 속성 정보

를 임베드하여, DNS 서버 B5에 송신하는 한편, DNS 서버 B5로부터 되돌려진 DNS 응답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클라이언트 A1에 송신한다.

또한, DNS 프록시부 F15가 응답 해석부 F152만을 가지는 패킷 전송 장치 F4의 구성예가 도 23에 도시되어 있다. 이

구성의 경우, 패킷 전송 장치 F4는 클라구언트 A1로부터 수신한 DNS 질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DNS 서버 B3

에 송신하는 한편, DNS 서버 B3로부터 되돌려진 DNS 응답 메시지에 대해서는,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추출하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엔트리의 작성을 행한다.

다음으로, 제 3 실시예의 효과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A1에 의해 DNS 서버 B5에 송신된 DNS 질의 메시지는 패킷 전송 장치 F1에 의해 도중에

서 일단 수신되고 그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 유저에 관한 유저 속성 정보는 그 DNS 질의 메시지에 임베드된다. 

이 때, 필요에 따라서 유저 속성 정보로서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도 임베드되고 얻어진 메시지는 DNS 

서버 B5로 전송된다. 또한, 그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 면, DNS 서버 B5는 DNS 질의 메시지에 임베드된 유저 속

성 정보에 기초하여 DNS 응답 및 그 응답에 대응하는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DNS 응답 메시지

에 임베드하고 얻어진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송신한다. 패킷 전송 장치 F1은 그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그

응답 메시지에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추출하여 라우팅 테이블(routing table) F16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작성한

다.

종래에는 DNS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송신된 DNS 응답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용되지만, 본 실시예는 클

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사이에 배치된 패킷 전송 장치도 그 DNS 응답 메시지에 저장된 정보

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 그 응답 메시지의 수신 결과로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송신되는 패킷에 대한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전송 방법은 그 DNS 응답 메시지 내에 임베드된다. 예를 들면, Web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것은 클라이언트 A1

이 부하가 낮은 Web 서버에 접속시키고, 뿐만 아니라 패킷 전송 장치 F1이 클라이언트 A1과 그 Web 서버간의 접속

을 통과하는 패킷을 우선적으로 전송시키도록 허용하는 제어를 DNS 서버가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설명된 DNS 응답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기능에 의해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전송 

방법의 제어도 유저 속성 정보 및 패킷 전송 장치 F1에 관한 속성 정보에 기초하여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 특권 유

저에 의해 송수신되는 패킷을 우선적으로 전송하거나 특권 유저용 vlan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의 제어를 행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1 구체예를 설명한다. 이러한 구체예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응한다. 

본 구체예는 도 1에 나타낸 구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구체예에서, 클라이언트 A1은 DNS 서버 B1에 대해서 네임 해

결을 요구하는 유저에 의해 이용되는 단말기이다. 또한, DNS 서버 B1은 도 2에 나타낸 내용을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

스 B14에서 보존 유지하고 도 3에 나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201), 존 파일(202, 203)을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에

서 보존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IP 어드레스가「123.45.0.2」인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저 1과 IP 어드레스가 「123.45.0.4」인 단말기를 이용하는 

유저 2가 FQDN:www.aaa.com의 네임 해결을 DNS 서버 B1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 www.aaa.com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FQDN이고, 이 웹사이트는 액세스하는 유저의 위치 정보(접속된 NAS의 IP 어드레스)와 네트워

크에의 접속 회선 종별을 고려하여, 이들 유저 속성 정보에 적절한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Kawasaki시로부터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저(이후, IP 어드레스가 「30.30.30.30」인 NAS에 접속

된 유저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Kawasaki시와 접속된 유저라 함)에게, Kawasaki시의 지역 정보가 제공되고, Yokoha

ma시로부터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저(이후, IP 어드레스가 「20.20.20.20」의 NAS에 접속된 유저가 네트워크를 통

해서 Yokohama시와 접속된 유저라 함)에게, Yokohama시의 지역 정보가 제공된다.

ADSL을 통해 접속된 유저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가 광대역 액세스에 적절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웹

페이지 상에 표시되고, ISDN 회선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저에 대해서는, 협대역 접속에 적절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웹페이지 상에 정보가 표시된다. 다른 웹 서버에 의해 호스팅되는 이들 웹페이지에 있어서는,

이후, ADSL을 통해 Kawasaki시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저용 웹페이지는 IP 어드레스가 「9.8.7.6」인 웹 서버에 의

해 호스팅 되고, ISDN 회선을 통해 Yokohama시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유저용 웹페이지는 IP 어드레스가 「9.8.7.3」

인 웹 서버에 의해 호스팅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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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저 1 및 유저 2는 이들 사용 단말기를 통해서 DNS 서버 B1에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DNS 서버 B1의

질의 수신부 B11은 수신된 DNS 질의 메시지를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전달한다. DNS 질의 메시지에 유저 속성 정

보가 임베드되지 않기 때문에,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DNS 질의 메시지를 유저 정보 취득부 B13에 전달한다.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우선 수신된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를 조사한다. 이 경우, 유저 1에 의해 송신된 D

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레스는 「123.45.0.2」이고, 유저 2에 의해 송신된 DNS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어드

레스는 「123.45.0.4」이다.

다음으로, 소스 IP 어드레스에 기초하여,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로부터 유저 1 및 유저 2에 관련된 엔트리를 검

색한다. 이 경우, 유저 1에 관련된 엔트리는 도 2에 나타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첫번째 엔트리이고, 이로

부터 로그인 ID가 「taro」, 접속 회선이 ADSL 회선, 접속된 NAS의 IP 어드레스가 「30.30.30.30」인 유저 1의 속

성 정보가 얻어진다.

유저 2에 관련된 엔트리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의 두번째 엔트리이고, 이로부터 로그인 ID가 「hanako」, IP

어드레스가 「123.45.0.4」, 접속된 NAS의 IP 어드레스가 「20.20.20.20」인 유저 2의 속성 정보가 얻어진다. 또한,

IP 어드레스가 「8.9.1.4」인 노드를 참조하여 다른 속성 정보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유저 정보 취

득부 B13이 IP 어드레스 「8. 9. 1. 4」의 노드를 참조하여 유저 2의 속성 정보로서 접속 회선이 ISDN 회선이라는 부

가 정보가 얻어진 것으로 한다.

유저 정보 취득부 B13은 이와 같이 얻어진 유저 1 및 유저 2의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전달하고, 유저 

정보 식별부 B12는 유저 1 및 유저 2의 속성 정보와, 질의 수신부 B11로부터 전달받는 유저 1 및 유저 2에 의해 송신

되는 DNS 질의 메시지를 응답 작성부 B15에 전달한다. 응답 작성부 B15는 유저 속성 정보 및 문의받은 FQDN에 해

당하는 엔트리를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으로부터 검색한다.

이 경우, 유저 1로부터의 DNS 질의에 해당하는 엔트리로서, 도 3에 나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201)의 첫번째 엔트리

가 발견되고, 또한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존 파일(202)의 첫번째 엔트리가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유저 1로부터의 F

QDN:www.aaa.com에 대한 DNS 질의에 대해서는, 네임 해결은 IP 어드레스 「9.8.7.6」을 얻는다.

또한, 유저 2로부터의 DNS 질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엔트리로서 네임 해결 테이블(201)의 두번째 엔트리가 발견되고,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존 파일(203)의 첫 번째 엔트리가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유저 2로부터의 FQDN:www.aaa.co

m에 대한 DNS 질의에 대해서는, IP 어드레스 「9.8.7.3」이 네임 해결에서 얻어진다.

응답 작성부 B17은 네임 해결 결과를 응답 송신부 B17에 전달한다. 응답 송신부 B17은 수신된 네임 해결 결과를 DN

S 응답 메시지 내에 임베드하고 얻어진 메시지를 유저 1 및 유저 2에 송신한다.

DNS 서버 B1로부터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저 1은 IP 어드레스가 「9.8.7.6」인 웹 서버에 액세스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IP 어드레스가 「9.8.7.6」인 웹 서버에는, ADSL 회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Kawasaki시에 

접속된 유저에 적절한 웹페이지가 호스팅되기 때문에, 유저 1에는 유저 1의 속성에 적절한 웹페이지가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DNS 서버 B1로부터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저 2는 IP 어드레스가 「9.8.7.3」인 웹 서버에 액

세스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IP 어드레스가 「9.8.7.3」인 웹 서버에는, ISDN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Yokoha

ma시에 접속된 유저에 적절한 웹페이지가 호스팅되기 때문에, 유저 2에는 유저 2의 속성 에 적절한 웹페이지가 표시

된다.

다음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제 2 구체예를 설명한다. 본 구체예는 제 2 실시예에 대응하고, 도 9에 나타낸 구성을 갖

는 것으로 한다. 본 구체예에서, 인증 서버 E1은 RADIUS 서버이고, ISP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는 유

저의 유저 인증 및 과금 처리에 이용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A1은 ISP에 의해 운영되는 상술한 네트워크

에 로그인하는 유저의 이용 단말기이고, 이 유저는 클라이언트 A1을 이용하여 DNS 서버 B3으로부터 네임 해결을 요

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제 유저가 ISP에 의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에 로그인한 것으로 한다.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저가 로그인하면, 

인증 서버 E1은 RADIUS 클라이언트로부터 Accounting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

된 Accounting Request 메시지를 DNS 서버 B3에 전송한다. 여기서, Accounting Request 메시지에는, 도 9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유저 속성 정보로서, 유저의 로그인 ID가 taro, 접속된 NAS의 IP 어드레스가 30.30.30.30, 유저의 이용

단말기(클라이언트 A1)의 IP 어드레스가 123.45.0.2, 접속 회선이 ADSL 회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유저가 

네트워크에 로그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Accounting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면, 유저 정보 관리부 B18의 인증 정보 취득부 B181은 메시지를 유저 정보 관

리부 B182에 전달한다. 이 경우, Accounting Request 메시지에는 유저가 네트워크에 로그인한 기재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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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정보 관리부 B182는 Accounting Request 메시지에 기재된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B14에 

등록한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도 2에 나타낸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첫번째의 엔트리가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

스 B14에 추가된다. 유저가 네트워크에 로그인한 후 DNS 서버 B1로부터 네임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행되는 동

작은 전술한 제 1 구체예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 3 구체예를 설명한다. 본 구체예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대응하고, 본 구

체예는 도 14에 나타낸 구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본 구체예에서, 클라이언트 A1은 DNS 서버 B5에 대해 네임 해결을

요구하는 유저에 의해 이용되는 단말기이다. 또한, DNS 서버 B5는 도 15에 나타낸 네임 해결 테이블(401)과 존 파일

(402, 403)을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으로서 보존 유지하고, 패킷 전송 장치 F1은 NAT(Network Address Transl

ation) 기능을 갖고 도 16에 나타낸 내용을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으로서 보존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패

킷 전송 장치 F1의 식별자(ID)는 「switch99」인 것으로 한다.

여기서, MAC 어드레스가 「00:12:34:56:78:9a」이고 vlan ID가 「100」인 vlan을 통해 패킷 전송 장치 F1의 포트 

「02」에 접속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유저 1과, MAC 어드레스가 「00:bc:de:f0:12:34」이고 vlan ID가 「200」

인 vlan을 통해 패킷 전송 장치 F1의 포트 「11」에 접속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유저 2 각각이 http://www.ddd.co

m/index.htm1의 URL을 갖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유저 1 또는 유저 2에 의해 이용되는 단말기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 A1은 FQDN:www.ddd.com에 대응하는 I

P 어드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DNS 서버 B5에 DNS 질의 메시지를 송신한다. DNS 질의 메시지가 패킷 전송 장치 F1

을 통과할 때, 패킷 전송 장치 F1은 DNS 메시지의 행선지 포트 번호(53)와 매칭하는 패킷을 DNS 프록시부 F15 내의

질의 재기입부 F151에 전달한다. 질의 재기입부 F151은 그 질의 메시지의 송신자에 대응하는 유저 속성 정보를 유저

취득부 F14를 통해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 F13으로부터 취득한다.

유저 1의 경우, 정보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501)의 첫번째 엔트리와 매칭하고, 유저 2의 경우, 두번째 엔트리와 

매칭한다. 질의 재기입부 F151은 수신된 DNS 질의 메시지의 부가 정보부에 취득된 유저 속성 정보 및 패킷 전송 장

치 F1의 ID(「switch99」)를 임베드하고 취득된 메시지를 DNS 서버 B5에 전송한다.

유저 속성 정보가 임베드된 DNS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DNS 서버 B5는 유저 정보 식별부 B12에 의해 그 DNS 질

의 메시지에 임베드된 유저 속성 정보를 식별하고, 응답 작성부 B15에 의해 그 유저 속성 정보 및 질의의 내용에 대응

하는 엔트리를 검색한다. 유저 1로부터의 DNS 질의 메시지의 경우, 정보는 응답용 데이터베이스 B16 내의 네임 해결

테이블(401)의 첫번째 엔트리와 매칭하고,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의 정보는 존 파일(402)의 첫번째 엔트리와 매칭한

다.

결과적으로, 유저 1로부터의 FQDN:www.ddd.com에 대한 DNS 질의 메시지에 응답되는 DNS 응답 메시지에는, IP 

어드레스 20.1.1.1이 응답부에 삽입되고, 대응하는 패킷에 대한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전송 방법으로서 「SrcIPA

ddr=40.1.1.1, vlanID=111, outport=21, priority=0」이 부가 정보부에 삽입된다. 유저 2의 DNS 질의 메시지의 경

우, 정보는 네임 해결 테이블(401)의 세번째 엔트리와 매칭하고,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의 정보는 존 파일(403)의 첫

번째 엔트리와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유저 2로부터의 FQDN:www.ddd.com에 대한 DNS 질의 메시지에 응답되는 DNS 응답 메시지에는, IP 

어드레스 「60.1.1.1」이 응답부에 삽입되고, 대응하는 패킷에 대한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의 전송 방법으로서 「Sr

cIPAddr=40.1.1.1, DestIPAddr=90.1.1.1, vlanID=333, outport=31, priority=1」이 부가 정보부에 삽입된다. 응답

작성부 B15에 작성된 DNS 응답 메시지는 응답 송신부 B17에 의해 클라이언트 A1(유저 1 또는 유저 2)에 송신된다.

DNS 서버 B5로부터 클라이언트 A1로 송신된 DNS 응답 메시지는 도중에 패킷 전송 장치 F1을 통과한다. 그 응답 메

시지가 패킷 전송 장치 F1을 통과할 때, 패킷 전송 장치 F1은 DNS 메시지의 소스 포트 번호(53)와 매칭하는 패킷을 

DNS 프록시부 F15 내의 응답 해석부 F152에 전달한다. 응답 해석부 F152는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라우팅 테이블 F16에 엔트리를 작성한다.

유저 1에 대한 DNS 응답 메시지의 경우, 그 응답 메시지의 응답부 및 부가 정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도 17에 나타낸 내용 예의 첫번째 엔트리가 라우팅 테이블 F16에 작성된다. 유저 2에 대한 DNS 응답 메시지의 경우,

그 응답 메시지의 응답부 및 부가 정보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도 17에 나타낸 내용 예의 두번째 엔트리

가 라우팅 테이블 F16에 작성된다.

라우팅 테이블 F16에 엔트리를 작성하면, 응답 해석부 F152는 수신된 DNS 응답 메시지 내의 부가 정보부 필드를 삭

제하고 취득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A1에 전송한다.

송신된 DNS 질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DNS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클라이언트 A1은 그 응답 메시지에 의해 응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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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dd.com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HTTP 접속을 확립하여 그 접속 상에서 요구 처리 등을 행한다. 유저 1의 경

우, IP 어드레스 「20.1.1.1」에 대해서 HTTP 접속을 확립하고, 유저 2의 경우에는, IP 어드레스 「60.1.1.1」에 대

해서 HTTP 접속을 확립한다. 이들 접속 상에 흐르는 모든 패킷은 패킷 전송 장치 F1을 통과한다.

이 때, 유저 1과 IP 어드레스 「20.1.1.1」 사이의 접속 상에 흐르는 패킷에 관해서는, 도 17에 나타낸 라우팅 테이블

(601) 내의 첫번째 엔트리에 기초하는 전송 방법이 적용되고, 유저 2와 IP 어드레스 「60.1.1.1」 사이의 접속 상에 

흐르는 패킷에 있어서는, 라우팅 테이블 F16 내의 두번째 엔트리에 기초하는 전송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유저 1에 의해 송신된 패킷이 라우팅 테이블 F16에서 전송 우선도가 「통상」이기 때문에, 통상 우선도로

전송이 행해지지만, 유저 2에 의해 송신된 패킷이 전송 우선도가 「고우선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전송 우선도로 전

송되는 패킷보다 더 높은 우선도로 전송이 행해진다. 즉, 유저 2는 유저 1보다 더 순조롭게 Web 접속되는 것으로 기

대된다.

본 구체예에 의해서, DNS 서버 B5 및 패킷 전송 장치 F1을 사용함으로써 종래의 DNS 서버가 제공하는 FQDN으로

부터 IP 어드레스로의 해결 기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A1에 의해 송신된 패킷이 통과하는 패킷 전송 장치 F1에서

의 패킷 전송 방법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DNS 서버 및 패킷 전송 장치에서, 구성 요소인 각 장치의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기한 각 장치의 기능을 실행하여 네임 해결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DNS 서버를 실현

하는 컴퓨터 처리 장치의 메모리에 로딩하여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즉, 상술한 DNS 서버 및 

패킷 전송 장치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네임 해결 프로그램은 자기 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또는 

기타 다른 기록 매체 에 저장되고, 그 기록 매체로부터 컴퓨터 처리부에 로딩되어, 컴퓨터 처리부의 동작을 제어함으

로써, 상술한 각 기능을 실현한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예 및 구체예를 들어 본 발명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 및 구체예에 한정되지 않고 그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음의 효과를 달성한다.

첫 번째 효과는 클라이언트에서 리졸버를 변경하지 않고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유저)의 임의의 속성 정보

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서버에서의 네임 해결 응답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저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본 발명의 제 1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해 유지되고, 네

임 해결 요구 메시지 수신 시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함으로써, 유저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네임 해결 처리가 커스

터마이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효과는 네임 해결 서버가 네임 해결 응답을 커스터마이즈하는데 이용되는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에

관한 유저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 발명의 제 2 네임 해결 서버가 인증 서버와 제휴하여 그 인증 서버로부터 관련 유저 속성 정보를 동적으

로 취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유저 속성 정보를 자동적으로 등록·삭제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효과는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송신되는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DNS 서버 사이에 배치된 패킷 전송 장치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 발명의 네임 해결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송신할 때, 그 메시지는 통상의 네임 

해결 응답과 함께 그 응답에 대응하는 본 발명의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도 임베드하여 송신되고, 본 발

명의 패킷 전송 장치는 그 응답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 도달하기 전에 그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그 응답 메시

지 내에 임베드된 패킷 전송 방법을 추출하여 자신의 노드 내의 라우팅 테이블에 대응하는 엔트리를 작성하기 때문이

다.

본 발명이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하여 예시 및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기타 다양하

게 변경, 생략 및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

지 않고 본 청구항에 나타난 특징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실시예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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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한 네임(name)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

의 결과를 돌려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인 유

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2.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

를 돌려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이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 및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에 의해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응답 작성부를 구비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는 2종류 이상인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가,

유저 ID, 유저의 위치 정보, 이용 단말기에 관한 정보, 접속 회선 종별과 접속 회선 속도 및 접속하고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임의의 하나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요소로서 더 구비하고,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의 상기 속성 정보의 취득 시에 네임 해결 요구 메시

지를 사용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외부에 설치된 다른 네임 해결 서버인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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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작성부는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가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다른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여, 상기 다른 네임 해결 서버에서 상기 네임 해결이 행해지도록 처리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0.
제 5 항에 있어서,

유저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응답해서 상기 유저의 인증을 행하는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유저의 인

증 처리를 행할 때에 얻어지는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인증 정보 취득부, 및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갱신하는 유저 정보 갱신부를 더 구비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부가 유저의 로그인(log-in)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고, 유저가 로그인인 경우에, 유저 정보 갱신부

가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유저가 로그아웃인 

경우에, 상기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부는 RADIUS 프로토콜에서의 프록시(Proxy)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부는 RADIUS 프로토콜에서의 릴레이(Relay)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부는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부는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6.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갱신부는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서 DNS 동적 갱신(Dynamic Update)

기능을 사용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17.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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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routing table)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DNS 프록시부를 구비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전송 방법은 패킷 전송 우선도, 논리 네트워크 ID, 논리 채널 ID, 헤더 재기입, 추가 및 삭제 방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0.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DNS 프록시부는 일단 수신한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응답하여,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중, 상기 패킷 전송 방법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서,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에

송신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1.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패킷 전송 장치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

저 정보 취득부, 및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

보 취득부를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DNS 프록시부를 구비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부를 구비하고,

상기 DNS 프록시부는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에 관한 속

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를 통해 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부가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요소로서 더 구비하고,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부는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의 상기 속성 정보의 취득 시에 네임 해결 요구 메시

지를 사용하는 패킷 전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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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외부에 설치된 네임 해결 서버인 패킷 전 송 장치.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자신의 노드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서의 유저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유저 인증부, 및

인증 시에 얻어진 상기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갱신하는 유저 정

보 갱신부를 구비하는 패킷 전송 장치.

청구항 28.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

를 돌려주는 네임 해결 서버로서,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는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는 패킷 전송 장치에서의 패킷 전송 방법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서버.

청구항 30.
네임 해결 서버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

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인 유

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프로

그램.

청구항 31.
네임 해결 서버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

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이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저 정보 취득 기능, 및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에 의해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

를 작성하는 응답 작성 기능을 포함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이 취득하는 상기 속성 정보는 2종류 이상인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이 취득하는 상기 속성 정보가,

유저 ID, 유저의 위치 정보, 이용 단말기에 관한 정보, 접속 회선 종별과 접속 회선 속도 및 접속하고 있는 NAS의 IP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임의의 하나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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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내부 요소로서 더 구비하고,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은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5.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은 상기 속성 정보가 저장된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는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로부터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은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의 상기 속성 정보의 취득 시에 네임 해결 요구 메

시지를 사용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외부에 설치된 다른 네임 해결 서버인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38.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작성 기능은 상기 유저 정보 취득 기능이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다른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여, 상기 다른 네임 해결 서버에서 상기 네임 해결이 행해지도록 처리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

램.

청구항 39.
제 34 항에 있어서,

유저로부터의 인증 요구에 응답해서 상기 유저의 인증을 행하는 인증 서버로부터, 상기 인증 서버가 상기 유저의 인

증 처리를 행할 때에 얻어지는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인증 정보 취득 기능, 및

취득한 상기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갱신하는 유저 정보 갱신 기능을 더 포함

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 기능이 유저의 로그인 상황의 변화를 검출하고, 유저가 로그인인 경우에, 유저 정보 갱신 기능이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유저가 로그아웃인 경우

에, 상기 로그인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1.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 기능은 RADIUS 프로토콜에서의 프록시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2.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 기능은 RADIUS 프로토콜에서의 릴레이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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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3.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 기능은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4.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 정보 취득 기능은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5.
제 39 항에 있어서,

상기 유저 정보 갱신 기능은 상기 유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갱신하기 위해서 DNS 동적 갱신 기능을 사용하

는 네임 해결 프로그램.

청구항 46.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행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

청구항 47.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DNS 프록시 기능을 포함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

청구항 48.
제 46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전송 방법은 패킷 전송 우선도, 논리 네트워크 ID, 논리 채널 ID, 헤더 재기입, 추가 및 삭제 방법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

청구항 49.
제 47 항에 있어서,

상기 DNS 프록시 기능은 일단 수신한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

는 정보 중, 상기 패킷 전송 방법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나서,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

트에 송신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

청구항 50.
패킷 전송 장치 상에서 동작하고,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유

저 정보 취득 기능을 포함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

보 취득 기능을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DNS 프록시 기능을 실행하는 패킷 전송 프로그램.

청구항 51.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

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한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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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송신자인 유

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고, 이 속성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임 해결 방법.

청구항 52.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대해서 네임 해결을 행하고,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의해서 상기 네임 해결의 결과

를 돌려주는 처리를 행하는 네임 해결 서버에 의한 네임 해결 방법으로서,

상기 수신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로서,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이외의 상기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 및

상기 취득한 속성 정보를 사용해서 상기 네임 해결을 행하여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

임 해결 방법.

청구항 53.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의 제어를,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54.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네임 해결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 송신된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에 기초해서 상기 수신한 패킷을 상기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방법인 패킷 전송 방법이 보존 유지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재기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55.
수신한 패킷을 다른 노드에 전송하는 처리를 행하는 패킷 전송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된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송신자인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취득하는 단

계, 및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일단 수신하고,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의 유저에 관한 속성 정보를 상기 유저 정

보 취득 기능을 통해서 취득하고, 상기 속성 정보를 상기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에 부가하여, 상기 얻어진 네임 해결 

요구 메시지를 상기 네임 해결 서버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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