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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및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57) 요약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network address server)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

하도록 구성되고,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다중-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 중 한 레벨의 브랜치(branch)를

정의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의 각 영역과 고유하게 연관되는 복수의 네트워크 어

드레스 서버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및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에 대응

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에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어드레스 명칭 프

로세서를 포함한다.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는 상관관계(correlation) 프로세서, 상관관계 송수신기, 및 응답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및 각각의 고유한 각 어드레스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도메인(domain) 명칭 레이블(label)을 분석(resolve)하기 위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로서,

다중-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공통 레벨과 각각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중 하나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 있어서:

상기 공통 레벨의 각 영역과 연관되며,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

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 및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에 대응하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query)에 대해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상

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 - 상기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는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그에 연관된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결정하기 위한 상관관계 프로세서, 다른 네트워크 어드

레스 서버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대응하는 결정된 상관관계의 표시를 수신하기 위해 상기 상관관계 프로세서와 통신하

는 상관관계 송수신기, 및 상기 결정된 상관관계들에 따라 상기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상관관계 프로세

서 및 상기 상관관계 송수신기와 통신하는 응답 프로세서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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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마다 해싱(hashing) 함수로부터 유도된 해시 코드를 포

함하며, 상기 유도된 해시 코드(hash code)를 대응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시키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상기 해싱 함수로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는 해시 코드 프로세서, 및 상기 해

싱 함수로 인코딩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문의하기 위해 상기 상관

관계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검색 엔진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 및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

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5.

다중-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에 대응하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를 수신

하는 단계 -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각각이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공통 레벨과 연관된 복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중 하나이고,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은 각각 상기 공통 레벨의 각각의 고유 영역을 정의

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

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함 -;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그에 연관된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

계;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에 상기 결정된 상관관계를 제공하고,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상기 다른 네

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대응하는 결정된 상관관계의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상기 결정된 상관관계들에 따라 상기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 분석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상관관계 응답 시간을 갖고,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상기 상관관계 응답

시간들 중 최단 시간을 갖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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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은 각각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 및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어드레스 명칭 문자,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

자를 포함하고,

상기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로 상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문의하는 단계, 및 상

기 적어도 하나의 어드레스 명칭 문자 및 그에 연관된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와 각각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레코

드 문자 및 그에 연관된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 분석 방

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은 해싱 함수로 인코딩되고, 상기 상관관계를 구하는 단계는 상기 해싱 함수로 상기 타겟 도메

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된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로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된 데

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 분석 방법.

청구항 9.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계층구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을 맵핑(mapping)하기 위해 복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를 제공하는 단계 - 상

기 계층구조 어드레스 명칭 공간은 복수의 레벨을 갖고, 상기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들 중 적어도 하나의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및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공통 레벨과 연관되고, 상기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상기 연관된 공통 레벨의 각각의 고유 영역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포함하고, 상

기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를 포함함 -;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하나에서, 분석을 위한 타겟 도메인 명칭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은

복수의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포함하고, 상기 각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상기 공통 레벨들의 각각의 레벨 영역들 중 하

나와 연관됨 -; 및

상기 각 어드레스 레이블마다 상기 하나의 공통 레벨을 정의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을 문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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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의되는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상기 문의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상기 각각의 고유 영역 사이의 상

관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문의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다른 문의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에게 상기

상관관계의 표시를 제공하고 상기 다른 문의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로부터 상관관계 표시들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상관관계 표시들에 따라 상기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문의되는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상관관계 표시 응답 시간을 가지며, 상기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상관

관계 표시 응답 시간들 중 최단 시간을 갖는 상기 문의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로부터 상기 응답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 및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

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각각 포함하고, 상기 문의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어드레스 명칭 문자,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

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상관관계 결정 단계는 상기 문의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 및 그에 연관된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와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얻기 위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어

드레스 명칭 문자 및 그에 연관된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로 상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문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은 해싱 함수로 인코딩되고, 상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문의하는 단계는 문의되는

각각의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하는 단계, 및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된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들로 상기 해싱 함수로 인코딩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14.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

체로서,

상기 데이터 패킷은,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도메인 명칭 문자를 포함하는 도메인 명칭 레이블; 및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된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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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며,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로서,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식별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 -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레코드 문

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를 포함함 -;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로부터 고유하게 유도된 해시 코드와 연관되는 컴퓨터 판독 가

능 기록 매체.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은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의 수를 식별하는 문자 카운트 식별자를 포함하는 일부분과,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가 비-ASCII 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또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

청구항 18.

네크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로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각각은 어드레스 명칭

과 상기 어드레스 명칭과 관련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들 중 적어도 하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

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상기 타겟 도메인 명칭을 수신하며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query)를 분석하도록 구성된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 -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

칭은 도메인 명칭 레이블 및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도메인 명칭 문자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 세

트 타입과 연관됨 -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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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은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의 수를 식별하는 문자 카운트 식별자를 포함하

는 일 부분과,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들이 비-ASCII 문자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또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네트

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비-ASCII 문자 세트와 연관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해시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에 해싱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그 해시 코드가 상기 결정된 문의 파라미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더를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내에 위

치시킴으로써 상기 문의를 분석하도록 구성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청구항 22.

타겟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는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은 도메인 명칭 레이

블과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

나의 도메인 명칭 문자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를 문의하는 단계 -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및 상기 어드레스 명칭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하는 복

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들 중 적어도 하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어드레스 명칭 문

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를 포

함하고, 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및

상기 문의 결과에 따라 상기 요구를 분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은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의 수를 식별하는 문자 카운트 식별자를 포함하

는 일 부분과, 상기 도메인 명칭 문자들이 비-ASCII 문자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또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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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들 중 적어도 하나는 비-ASCII 문자 세트와 연관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해시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문의 단계는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에 해싱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단계와, 그 해

시 코드가 상기 결정된 문의 파라미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더를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내에 위치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26.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서버로서,

각각이 각각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는 명칭 데이터베이스 - 상기 데이터베

이스 레코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복수의 어드레스 명칭과 복수의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어드

레스 명칭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레코드 문자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

기 어드레스 명칭들 중 하나 및 상기 각각의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및

상기 명칭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여 상기 도메인 명칭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상기 네트워크 어드

레스에 대한 문의를 분석하도록 구성된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 - 상기 수신된 도메인 명칭은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고, 상기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명칭 문자들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상기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명칭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되며, 상기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도메인

명칭에 대응하는 상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상기 어드레스 명칭 및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상기 명칭 데이터

베이스 내에 위치시키고, 상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와 연관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결정함으로써 상기 문의

를 분석하도록 구성됨 -

를 포함하는 컴퓨터 서버.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대한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들이 각각의 문자 세트와 고유하

게 연관되는 컴퓨터 서버.

청구항 28.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타겟 도메인 명칭을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분석하는 요구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

칭은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하며, 상기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명

칭 문자들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상기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는 상기 명칭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명칭 데이터베이스를 문의하는 단계 - 상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이 각각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베

이스 레코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복수의 어드레스 명칭과 복수의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들을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어

드레스 명칭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레코드 문자들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

는 상기 어드레스 명칭들 중 하나 및 상기 각각의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과 연관됨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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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의 결과에 따라 상기 요구를 분석하는 단계 - 상기 분석 단계는 상기 수신된 타겟 도메인 명칭에 대응하는 상기 하

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상기 어드레스 명칭 및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상기 명칭 데이터베이스 내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상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와 연관된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에 대한 상기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들은 각각의 문자 세트와 고유하

게 연관되는 도메인 명칭 분석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역 네트워크(wide area network)의 도메인(domain) 사이에서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물리적인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서버

(network server)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네트워크 디바이스에는 전형적으로 고유한 숫자 네

트워크 어드레스가 지정된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 하나와 연관된 사용자는 타겟과 통신하기 위해 단지 네트워크 이송 계

층에 상기 타겟의 숫자로 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만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비록 사용자가 적은 수의 네트워크 통신 디바

이스와 통신하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이 시스템이 만족스럽게 동작되더라도, 시스템은 각 네트워크 사용자가 많은 수

의 고유한 숫자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기억하도록 요구하므로, 대형 네트워크에 이식되기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을 통한 통신 디바이스 사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써 1987년 Mockapetris (RFC 1034 및 RFC

1035, Network Working Group; "http://www.ietf.org"에서 현재 이용가능함)에 의해 도메인 명칭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이 제안되었다.

DNS는 도메인 명칭을 숫자(IP, "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킴으로서 인터넷 통신을 용이하게 한다.

DNS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레코드(resource record), 도메인 명칭 서버, 및 리졸버(resolver)로 구성된다. 각 리소스 레코

드는 네트워크 노드의 IP 어드레스 및 그 IP 어드레스와 연관된 도메인 명칭을 포함하여 각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리소스 레코드는 인터넷에 트리 구조형 도메인 명칭 공간을 제공한다. 도메인 명칭 서버는 도메인 명칭 공

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인터넷 서버이다. 특히, 각 도메인 명칭 서버는 도메인 명칭 공간의 자체 서브세트와 연관된 리

소스 레코드들을 유지하는 파일("구역 파일(zone file)")을 갖는다. 이들 레코드는 "인증(authoritative)" 레코드라 칭하여

진다. 또한, 리졸버로부터의 문의(query)를 통해, 도메인 명칭 서버는 리졸버에 의해 비로컬(non-local) 데이터가 요구될

때 검색 프로세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도메인 명칭 서버로부터 구해지는 리소스 레코드의 복사 내용을 일시적으

로 캐시(cache) 처리한다. 리졸버는 클라이언트(client) 요구에 응답하여 도메인 명칭 서버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로컬

프로그램이다.

전형적으로, 특정한 IP 어드레스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연관된 도메인 명칭은 최상위 레벨의 레이블 필드(label field)

및 이보다 하위 레벨의 하나 이상의 레이블 필드를 갖는다. 도메인 명칭을 포함하는 레이블 필드는 분리 기호(delimiter)

(".")를 통해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되고, 도메인 명칭 계층 구조에서 각각의 상대적인 레벨에 대응하여 도메인 명칭에서 각

각 위치가 정해진다. 특정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억세스하기 위해 (원격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이메일 계정을 갖는

수신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인터넷 브라우저(Internet browser)를 통해 리졸버에 타

겟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연관된 도메인 명칭을 제공한다. 리졸버는 최상위 레벨 도메인과 연관된 구역 파일을 갖는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구하도록 도메인 명칭에서 식별된 최상위 레벨 레이블을 갖는 루트(root) DNS 서버에 문의한다. 이

어서, 리졸버는 구해진 IP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식별된 DNS 서버를 억세스하고, 도메인 명칭 계층 구조에서 다음으로 높

은 위치를 차지하는 레이블로 (도메인 명칭에서 최상위 레벨 레이블의 바로 좌측에 있는 레이블) 문의된 레이블과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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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파일을 갖는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구한다. 처리는 도메인 명칭의 각 레이블이 분석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 지점

에서는 최종적으로 문의된 DNS 서버가 리졸버에 지정된 도메인 명칭을 갖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스를 제공한

다. 비록 DNS가 전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더라도, 적어도 3가지의 주요 결함을 겪게 된다.

첫번째로, DNS에 의해 실시된 도메인 명칭들은 ARPANET 호스트 명칭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 레이

블은 "문자" 또는 숫자 0 내지 9 중 하나로 시작하고 끝나야 하고, 그 사이에는 "문자", 숫자 0 내지 9, 또는 -(hyphen: 하

이픈) 만을 포함한다. 또한, 각 "문자"는 'A' 내지 'Z' 및 'a' 내지 'z' 중 하나만이 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용가능한 도메인

명칭의 숫자가 심하게 제한된다. 두 번째로, DNS 시스템은 대/소문자(case)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철자를 갖지만

구성 문자가 대/소문자로는 일치하지 않는 2개의 도메인 명칭이, 동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정해진다. 명백해질 바와 같

이, 이러한 요구조건은 사용될 수 있는 도메인 명칭의 수를 더 제한시킨다. 세 번째로, 각 서브-도메인에 대한 리소스 레코

드이 구역 파일에 저장되므로, 도메인 명칭의 수와 분석 처리의 속도는 도메인 명칭 서버의 하드웨어 한정에 의해 제한된

다.

비록 DNS가 설립되기 오래 전에 이메일 시스템이 존재하였지만, 기존의 이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DNS의

문제점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대부분의 이메일 시스템은 이메일 계정 명칭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 숫자 0 내지 9, 및 문

자 'A' 내지 'Z', 'a' 내지 'z'만을 수용하므로, 이용가능한 계정 명칭의 수를 제한시킨다. 또한, 대부분의 이메일 시스템은 대

/소문자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이용가능한 계정 명칭의 수를 제한시킨다.

기존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화 시스템의 결함 일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RealNames

(www.realnames.com) 및 iDNS (www.idns.org)는 이용가능한 도메인 명칭의 수에 대해 확장을 시도하도록 기존 도메

인 명칭 시스템에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두 시스템은 모두 명칭들이 ARPANET 호스트 명칭에 대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URL 필드에 도메인 명칭을 넣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비영어 언어 문자 세트로부터의

문자 및/또는 기호를 포함하는 도메인 명칭을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할 수 있다. 도메인 명칭은 독점적인 RealNames 또

는 iDNS 서버에 전송되고, 이어서 기존 DNS에 의해 분석되도록 그 도메인 명칭을 ARPANET-호환(compliant) 도메인

명칭으로 해석한다. 명백해질 바와 같이, 이들 해결법은 각 도메인 명칭이 도메인 명칭 서버에 의해 분석되기 이전에 독점

적인 서버에 의해 먼저 해석되어야 하므로 계산의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들 해결법은 아직까지 이메일 메시

지의 발신자 및 수신자를 식별하는 이메일 어드레스 일부가 수신자의 이메일 POP3 서버에 의해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메일 어드레스에 적절하지 못하다.

Microsoft사는 도메인 명칭에 이용가능한 문자 세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해결법(http://search_ietf.orf/internet-

drafts/draft-skwan-utf8-dns-02.txt)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에 따라, DNS 패킷(packet)은 기존의 ASCII 포맷에서

UTF-8 포맷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이 분석법은, UTF-8 문자가 2-바이트(double-byte) 구조를 사용하여 인코딩되므

로, UTF-8 문자를 사용하는 도메인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

으로, 예를 들어 BIND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도메인 명칭 서버는 1개 대신에 2개의 문자로 종래 브라우저로부터 수신된

UTF-8 문자를 부정확하게 해석하므로, 부정확한 도메인 명칭 분석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종래의 병목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 현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용가능

한 도메인 명칭의 수를 확장시키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이메일 어드레스의 계정 명칭 성

분에 이용가능한 문자 세트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한 특성에 따르면, 종래 기술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화 시스템에 대한 결함을 해결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한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도록 구성

되고,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다중-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 중 한 레벨의 브랜치(branch)를 정의한다. 네

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의 각 영역과 고유하게 연관되는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및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를 포함

한다.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포함하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및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식별한다.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

는 상관관계(correlation) 프로세서, 상관관계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상관관계 송수신기, 및 상관관계 프로세서 및 상관관

계 송수신기와 통신하는 응답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각각의 고유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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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상관관계 송수신기는 결정된 상관관계의 각 표시, 및 대응하는

상관관계 표시를 수신하기 위하여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의 표시를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에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응답 프로세서는 상관관계 표시에 따라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1 특성에 따라,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분석하는 방법은 (1)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문의를 수신하는 단계 -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각각

이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의 고유한 영역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

버 중 하나이고,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대응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킴 -;

(2)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서 수신된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과 각각의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

관계를 결정하는 단계; (3) 제1 도메인 명칭 서버에서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게 상관관계의 각 표시를 제공하고,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대응하는 상관관계 표시를 수신하는 단계; 및 (4) 제1 네트워크 어

드레스 서버에서 상관관계 표시에 따라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 특성에 따르면, 종래 기술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화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한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

석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2 특성에 따르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방법은 (1) 계층구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을 맵핑(mapping)하도록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를 제공하는 단계 - 계층구조 어드레스 명칭 공간은 다

수의 레벨을 갖고,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각 레벨의 고유한 서브세트를 정의하는 데이터베이

스 레코드를 포함하고,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을 대응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킴 -; (2)

분석을 위해 다수의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포함하는 타겟 어드레스 명칭을 수신하는 단계 - 각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은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 중 각각의 서브세트들 중 하나와 연관됨 -; 및 (3) 각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에 대해 연관된 어드

레스 명칭 공간 레벨을 정의하도록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 중 적어도 하나에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 특성에 따라, 데이터 패킷은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식별하는 적어도 하나의 어

드레스 명칭 문자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어드레스 명칭 문자로), 및 어드레스 명칭 문자 세

트 타입을 식별하는 어드레스 명칭 식별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4 특성에 따라,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식별하

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포함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를 포함하는 어드레스 명

칭 레이블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 및 어드레

스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분석하는 도

메인 명칭 서버를 구비한다. 각 도메인 명칭 서버는 상관관계 표시 응답 시간을 갖고, 문의에 대한 응답을 복귀시키는 도메

인 명칭 서버는 상관관계 표시 응답 시간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갖는다. 바람직하게,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레코드 문자와, 레코드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한다.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도메인 명칭 문자와,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각 데이터베

이스 레코드를 문의하고, 레코드 문자의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및 연관된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로 도메인 명칭 문자

및 연관된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각각의 고유한 도메인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또한,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해싱(hashing) 함수로부터 유도된 해시 코드(hash code)와 연관되

고, 유도된 해시 코드를 대응하는 도메인 명칭 레이블과 고유하게 연관시킨다.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해싱 함수로 타겟 도

메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는 해시 코드 프로세서와, 해시 처리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해시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레코

드를 문의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포함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는, 해싱

함수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고, 해시 처리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해시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문

의함으로써 상관관계를 구한다.

실시예

도 1을 참고로, 다수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client)(102), 다수의 네트워크 서버(server)(104),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200), 다수의 명칭 분석 서버(250), 및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 네트워크 서버(104),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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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및 명칭 분석 서버(250)를 상호 연결시키는 통신 네트워크(106)를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100)으로 표시된, 네트워

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이 도시된다. 바람직하게, 각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는 통신 네트워크(106)를 통해 네트

워크 서버(104)와 통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개인용 컴퓨터를 표시한다.

전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106)는 인터넷(internet)을 포함하지만, 통신 네트워크(106)는 또한 인트라넷(intranet)과 같

은 다른 네트워크 형태들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이 도메인(domain) 명칭

분석 시스템으로 이후 설명되지만,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은 이메일 사용자 계정 명칭 분석 시스템으

로 동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

스템(100)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당업자들에게 명백하고, 본 발명에 의해 포함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통신 네트워크(106)를 통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와 통

신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0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02)와 통신하는 중앙 연산 유닛(CPU)(204), 또한 CPU

(204)와 통신하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 NVM)(206) 및 휘발성 메모리(RAM)(208)를 구비한다. 바람

직하게, NVM(206)은 자기 또는 광학 저장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도메인 명칭을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시키는 레코드

를 갖는 구역 파일(zone file)(210)을 포함한다. NVM(206)은 또한 RAM(208)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212)를, 구역 파일(210)의 복사 내용으로서 수립하는 CPU(204)에 대한 프로세서 명령, 및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212)와 통신하는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214)를 정의하는 메모리 객체를 포함한다. 명백해질 바와 같이, 네트워크 어드

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는 분석 처리의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RAM(208)에 설립되고, 속도가 큰 관심사가 아닌 어플

리케이션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

인터넷의 기존의 구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버(104)의 도메인 명칭들은 (각각이 특정한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연관되고

다수의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구비함) 함께 다수의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을 갖는 계층구조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

간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COM, EDU, MIL, NET, ORG와 같은 범용 최상위 레벨 도메인 명칭 레이블, 및 CA, UK, JP 등

과 같은 국적 표시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최상위 레벨에 놓인다. 각 최상위

레벨 도메인 명칭 레이블 아래에는 다수의 제2 레벨 도메인 명칭 레이블이 놓이고, 각 제2 레벨 도메인 명칭 레이블 아래에

는 전형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보다 하위의 레벨의 도메인 명칭 레이블이 놓인다.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어드

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는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의 고유한 영역을 정의하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300)를 포함한다.

분석 처리의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바람직하게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각 레벨은 다수의 상이한 네트워크 어드

레스 서버(200)에 걸쳐 분포되고, 각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는 특정한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에 대해 정의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의 고유한 서브세트와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전체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고유한 영역과 연관되고, 특정한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과 연관된 모든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어드레

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는 연관된 어드레스 명칭 공간 레벨에 대해 정의된 모든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함께 식별한다.

그러나, 기존 DNS 구조와 같이, 바람직하게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은 여분 또는 2차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200)를 포함하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각각의 고유 영역에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의해 서

비스가 제공된다.

도 3에는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a, 300b, 300c, 300d)의 구조가 텍스트(text) 포맷으로 도시된다. 명백해질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는 각각이 특정한 도메인 명칭을 식별하는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302) 및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302)과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304)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Mockapetris에 의해 설명되는

DNS에서 현재 사용되는 BIND-기반의 텍스트 구역 파일 리소스 레코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기존의 DNS 규약에 따

라,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304)는 (1) 자신의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다음 최

하위 레벨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네트워

크 어드레스(304a)이거나, 또는 (2) 분석되고 있는 도메인 명칭의 도메인 명칭 네트워크 어드레스(304b)이다.

그러나, Unicode 문자 세트는 다수의 다양한 언어로부터의 기호 및 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BIND-기반의 구역

파일 레코드에서 사용되는 ASCII 텍스트와는 다르게, 종래 도메인 명칭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자 세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Unicode 문자 세트 (ISO 10646)로부터의 문자를 사용하여 바람직하게 각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302)이 정의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을 특정한 문자 세트로 제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드레스 명

칭 레이블(302)이 다수의 문자 세트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고안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하게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는 또한,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302)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문자

세트 식별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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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b)는 Big5 중국 문자 세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자열 "Big5"를 문자 세트 식별자

(306)로써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c)는 UTF8 2-바이트 중국 문자 세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자열

"UTF8"을 문자 세트 식별자(306)로써 포함한다. 또한,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 대한 중국어 확장은 각

각의 UTF8 2-바이트 문자를 2개의 분리된 문자로 잘못 취급함에 따라, UTF8 문자의 부정확한 변환을 제공하게 된다. 그

러므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d)는 Internet Explorer 사용자에게 UTF8 문자에 의해 정의된 도메인 명칭의 정확한

분석을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문자 세트 식별자(306)로써 문자열 "UTF8-Big5"를 포함한다. 부가하여, 바람직하게 각 데

이터베이스 레코드(300)는 또한 문자 세트 식별자(306)로써 8-비트에 따르지 않는 명칭 분석 서버(250)와 인터페이스하

기 위하여 문자열 "UTF7"을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변형에 있어서,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는 또한 각각이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302)

각각으로부터 유도되는 다수의 해시값(hash value)을 갖는 해시 테이블(hash table)(308)을 포함한다. 설명될 바와 같이,

해시 테이블(308)은 도메인 명칭 분석 처리의 속도를 개선시키고, 속도가 큰 관심사가 아닌 경우나, 또는 어드레스 명칭 데

이터베이스(212)가 많은 수의 레코드(300)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도 4에는 타겟 도메인 명칭으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문의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data packet)(400)의 일부가

도시된다. 전체적인 데이터 패킷(400)의 구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패킷이 HEADER, QUESTION, ANSWER,

AUTHORITY, 및 ADDITIONAL 레코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래 DNS 문의에 대해 Mockapetris에 의

해 설명된 데이터그램(datagram) 메시지 포맷과 유사하다. 또한, Mockapetris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QUESTION,

ANSWER, AUTHORITY, 및 ADDITIONAL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QNAME, QTYPE, QCLASS, TTL, RDLENGTH, 및

RDATA 필드(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한다.

또한, Mockapetris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QNAME 필드는 타겟 도메인 명칭을 식별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

(402), 및 도메인 명칭 레이블내의 문자수를 식별하고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에 선행하는 8-비트 문자 카운트 식별자

(403)를 포함한다. 그러나, Mockapetris에 의해 제안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각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402)은 ASCII 문

자만을 포함하는 각 타겟 도메인 명칭 보다는, Unicode 문자 세트로부터의 문자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한편, 상기에 논의

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을 특정한 문자 세트에 제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은 다수의 문자 세트 중 임의의 것으로부터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따라서, 바람직

하게 각 데이터 패킷(400)은 또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16-비

트 문자 세트 식별자(404)를 포함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문자 세트 식별자(404)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데이

터 패킷(400)이 비-ASCII 문자를 포함함을 나타내는 2-비트 프리픽스(prefix)부(404a), 미래의 개선 목적을 위한 2-비트

플래그(flag)부(404b), 및 문자 세트 타입을 식별하는 12-비트 코드부(404c)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코드부(404c)는 RFC 1700에서 제안된 MIBenum 설명서와 같이, 문자 세트의 식별을 위해 표준화된 설명서

를 사용한다. 그래서, RFC 1700으로부터 명백해질 바와 같이, 코드부(404c)에서 사용되는 값 "1000"은 후속의 도메인 명

칭 레이블이 Unicode 문자 세트로부터의 문자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의

한 목적이 임의의 다국적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공통 문자 세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모든 네트워크 분

석 어드레스 서버(200)가 도메인 명칭 레이블의 표시에 대해 공통적인 문자 세트를 채택하면, 12-비트 코드부(404c), 2-

비트 프리픽스부(404a), 및 2-비트 플래그부(404b)는 함께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메인 명칭 레이블은

상표(trade-mark)로 사용되고 있는 로고나 그래픽 표시와 같이, 임의의 인식되는 문자 세트의 일부가 아닌 심볼들을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경우 코드부(404c)는 심볼과 연관된 문자 세트를 식별하도록 유지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바람직하게 2-비트 프리픽스부(404a)는 후속 도메인 명칭 레이블이 비-ASCII 문자를 포함하는

지를 식별하도록 "10"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RFC 1035으로부터 명백해질 바와 같이, 도메인 명칭 레이블이 63 옥텟

(octet)의 길이로 제한되기 때문에, 8-비트 문자 카운터 식별자(403)의 최상위 비트 2개가 전형적으로 "00"이 된다. 그러

므로, Mockapetris에 의해 설명된 DNS 표준과의 호환성을 증진시키고 종래 기술의 명칭 분석 서버(250)(비-ASCII 문자

를 인식하지 못하는)와의 후방(backward) 호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이 ASCII 문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에 대한 문자 카운트 식별자(403)에 선행하는 16-비트 문

자 세트 식별자(404)가 바람직하게 생략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패킷(400)에서 데이터의 마지막 2개 "행(row)"은 8-비트

문자 카운터 식별자(403) (도메인 명칭내의 최종 도메인 명칭 레이블이 3 ASCII 문자를 가짐을 식별함), 및 문자가 함께

"com"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정의하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만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ASCII 문자만으로 구성

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에 대해 8-비트 문자 카운터 식별자(403)의 최상위 비트 2개가 "10"이 아니므로, 명칭 분석 서버

(250)는 종래 기술에 대한 DNS 알고리즘에 대한 수정 없이 이러한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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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2를 참고로,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214)(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와 통신하는)는 상관관계 프로세서

(216), 상관관계 프로세서(216)와 통신하는 상관관계 송수신기(218), 및 상관관계 프로세서(216) 및 상관관계 송수신기

(218)와 통신하는 응답 프로세서(220)를 포함하여 도시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분석되고 있는 도메인 명칭 레이

블(402)과 특정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와 연관된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다. 다른 말로 하면,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네트워

크 클라이언트(102) 중 하나에 의해 문의되는)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에서

대응하는 엔트리(entry)를 갖는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

를 문의하고, 이어서 도메인 명칭 문자 및 연관된 도메인 명칭 문자 세트 식별자(404)를 레코드 문자 (어드레스 명칭 레이

블(302)의) 및 연관된 레코드 문자 세트 식별자(306)와 비교함으로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과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200)의 지정된 고유한 도메인 명칭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명백해질 바와 같이,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가 각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에 위치할 때까지, 또는 각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가 분석될 때까지 각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를 계

속하여 분석한다.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문의하기 위한 검색 엔진(222)을 포함한다. 그러

나, 상기에 논의된 변형에서,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가 해시 테이블(308)을 포함하는 경우, 바람직하게 상관관

계 프로세서(216)는 또한 해시 함수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기 위한 해시 코드 프로세서(224)를 포함하고,

검색 엔진(222)은 해시 처리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로 해시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문의하기 위해 해시 코드 프로

세서(224)와 통신한다. 이 변형에서, 상관관계 프로세서(216)는 해시 테이블(308)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해싱 함수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을 인코딩하고, 이어서 해시 처리된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로 해시 처리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300)를 문의함으로써 상관관계를 구한다.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상관관계 송수신기(218)는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결정된 상관관계의

각각의 표시를 제공하고,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대응하는 상관관계 표시를 수신하도록

구성된다. 응답 프로세서(220)는 상관관계 표시에 따라 문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이제는 도 5를 참고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의 동작을 설명한다. 분석 처리를 설명하기 위해, 네트워

크 어드레스 서버(200) 중 하나에 의해 처리되는 것처럼, 타겟 도메인 명칭으로 명칭 "www.Φ.com"이 사용된다. 명백해질

바와 같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의 모든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일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배치되면, 전원이 들어올 때,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자신의 NVM(206)

으로부터 구역 파일(210)을 판독하고, RAM(208)에 그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를 (복사본으로서)

생성한다. 이어서, 단계 500에서는 도 4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데이터 패킷(400)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

중 하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한 타겟 도메인 명칭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겟 도메인 명칭 문의 요구 (네트워크 서버

(104) 중 하나와 통신하는)를 명칭 분석 서버(250) 중 하나에 전송한다. 상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102)가 여기서 설명되는 명칭 분석 프로토콜에 따르면, 타겟 도메인 명칭이 문자 "Φ"를 포함하므로, 8-비트 문자 카운터

식별자(403) 중 최상위 비트 2개가 "10"이 된다.

데이터 패킷(400)을 수신하면, 명칭 분석 서버(250)는 어드레스 명칭 공간의 최상위 레벨과 연관된 모든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200)에 문의를 전송한다. 본 예에서는 문의가 "COM" 도메인 명칭 공간에 지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도록 루트(root)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전송된다.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02)는 문의를 수신하고, 그 문의를 각각의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214)에

전송한다. 단계 502에서, 각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214)는 데이터 패킷

(400)으로부터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 및 연관된 문자 세트 식별자(404)를 추출한다. 이어서, 어드레스 명칭 프로

세서(214)는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지정된 고유한 어드레스 명칭 영역과 타겟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402) 사

이의 상관관계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단계 504에서는 바람직하게 먼저 도메인 명칭 문의를 수신하여 처리할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 (이후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상관관계 프로세서(216)가 문의를 다른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전송하고, 플래그는 이들 다른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제1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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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각각의 응답을 전송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분석 처리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이외

에, 이후 설명될 바와 같이, 이 단계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가 도메인 명칭 문의에 대해 단일 응답만을 수신하게 됨을

보장한다.

통지가 전달된 이후에, 단계 506에서는 각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상관관계 프로세서(216)의 해시

코드 프로세서(224)가 추출된 타겟 도메인 명칭 레이블(402) 및 연관된 문자 세트 식별자(404)로부터 해시 코드를 유도한

다. 이어서, 각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의 상관관계 프로세서(216)의 검색 엔진(222)은 네트워크 어드

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의 일치하는 엔트리에 대해 유도된 해시 코드로 각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212)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300)를 문의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단계 508에서, 각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200)의 상관관계 송수신기(218)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의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212)에서 도메인 명칭이 발

견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데이터 패킷을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제공한다.

반면에, 일치한다면, 단계 510에서, 일치하는 엔트리를 갖는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com" 도메인

명칭 공간에 지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응답한다. 다른 방법으로,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도메인 명칭에 대해 인증된 레코드를

가지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응답한다.

단계 512에서,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는 문의를 초기화했던 명칭 분석 서버(250)에 검색된

(retrieved)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응답한다. 제1 최상위 레벨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만 응답하면, 명칭 분석 서버(250)는 검색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갖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문의를 전송한다. 처리는 단계 500 내지 단계 512를 따라 반복되지만, "Φ.com" 도메인 명칭 공간

에 지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해 "com"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

(200)에 문의가 전송된다. 이해될 바와 같이, 단계 512에서는 제1 "com"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Φ.com" 도메인

명칭 공간에 지정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또는 검색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중의

하나로 문의를 초기화했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에게 응답한다.

다시, 처리는 단계 500 내지 512를 따라 반복되지만, 문의는 "www.Φ.com" 도메인 명칭 공간에 지정된 네트워크 어드레

스 서버(200)들 중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Φ.com"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전송된다. 단

계 512에서는 제1 "Φ.com"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가 타겟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또는 타겟 도

메인 명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문의를 초기화했던 명칭 분석 서버(250)에 응답한다. 이어서, 네트워크 클라이언

트(102)는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에 응답을 전송하여 네트워크 클라이언트(102)가 타겟 네트워크 서버(104)와의 통

신을 수립하도록 허용한다.

단계 512를 반복할 때, 임의의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로부터 응답이 수신되지 않고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

버에 의해 일치하는 엔트리가 발견될 수 없으면,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는 단계 512에서 타임아웃(time out) 에러와

함께 명칭 분석 서버(250)에 응답한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많은 이점들을 제공한다. 첫번째로, 도메인 명칭 공간의 각 레벨을 별개의 부분으로 분리하고 각 도

메인 명칭 부분을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에 지정함으로서, 이용가능한 도메인 명칭의 수가 더 이상 임의의 한

도메인 명칭 서버의 하드웨어 제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 사이에서 도

메인 명칭 공간을 분포시킴으로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를 설립하는데 드는 시동(startup) 비용이 감소된다. 세번

째로, Unicode 문자 세트를 사용함으로써, 종래 도메인 명칭 서버에 의해 사용되는 ASCII 문자 세트보다, 도메인 명칭의

수가 많이 증진될 수 있다. 네번째로, 도메인 명칭 레이블의 문자 세트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 세트 식별자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100)은 새로운 문자 세트를 인식하고 기존 문자 세트에 대한 개선을 수용하도록 용

이하게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시스템에서 계정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로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200)를 사용

함으로써, 이메일 계정에 지정된 계정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의 타입이 또한 많이 증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고, 상술된 설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기술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는 본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의

된 바대로, 설명된 실시예에 대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임의의 추가, 삭제, 및/또는 수정을 고려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751622

- 15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네트워크 클라이언트(client), 다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server), 및 네트워크 클라이

언트들과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들을 상호연결시키는 통신 네트워크를 도시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분석 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의 개략도이며,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 및 어드레스 명칭 프로세서의

상관관계 프로세서, 상관관계 송수신기, 및 응답 프로세서를 도시하는 도면.

도 3a 내지 도 3d는 도 2에 도시된 어드레스 명칭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샘플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개략도.

도 4는 명칭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 문의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data packet)의 개략도.

도 5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타겟 네트워크 어드레스 명칭 레이블을 분석할 때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들의 순차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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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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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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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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