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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통하

여 이동 호스트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도메

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무관하게 최단 시간에 최상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기 에지 라우터로

최적의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도메인 네임 서버, 에지 라우터, 주소 관리부, 주소 수집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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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이동 네트워크의 구성이 도시된 도면,

도 2 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흐름이 도시된 도면,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가 도시된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반복 모드가 도시된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재귀 모드가 도시된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주소 관리 서버에서 생성된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테이블이 도시된 도면,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의 제 1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흐름이 도시된 도면,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주소 관리부의 요청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주소 관리부로 전송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위치 정보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에지 라우터로 전송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에지 라우터의 응답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의 제 2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

도 14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흐름의 제 1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

도 15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에지 라우터로부터 전송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7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흐름의 제 2 실시예가 도시된 도면,

도 18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

도 19 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에지 라우터로부터 전송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 메시지가 도시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0: 제 1 외부 링크 200: 제 2 외부 링크

110,120,210,220: 도메인 네임 서버 130,140,230,240: 에지 라우터

300: 주소 관리부 400: 인터넷망

500: 주소 수집부 600: 홈링크

700: 상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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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이동 호스트의 위치가 외부 링크로 이동된 경우 상기 이

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라우터에서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도록 하는 도

메인 네임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이동 네트워크 시스템은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호스트(11a, 21a)의 위치에 따라 홈 서브 도메인(10)과

외부 서브 도메인(20)으로 나뉘어지며, 상기 홈 서브 도메인(10)과 외부 서브 도메인(20)과 인터넷망(30)을 통하여 연결되

는 제 1 및 제 2 라우터(40, 50)와, 상기 제 1 및 제 2 라우터(40, 50)에 각각 연결되는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상대 노드

(60, 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이동 호스트(11a, 21a)는 상기 제 1 상대 노드(60)와 통신중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상기 홈 서브 도메인(10)은 이동 호스트(11a) 및 상기 이동 호스트(11a)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11b)로 이루어지

는 홈 링크(11)와, 상기 홈 링크(11)와 서브 네트워크망(12)을 통해 연결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13)와, 상기 서브 네트워크

망(12)과 연결되어 인터넷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 웨이(14)로 구성된다.

한편, 상기 외부 서브 도메인(20)은 상기 홈 서브 도메인(10)의 이동 호스트(11a)가 이동된 이동 호스트(21a)와, 상기 이동

호스트(21a)를 관리하는 외부 에이전트(21b) 및 상기 이동 호스트(21a)의 자동 주소 설정을 제공하는 DHCP 서버(21c)로

이루어지는 외부 링크(21)와, 상기 외부 링크(21)와 서브 네트워크망(22)을 통하여 연결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23)와, 상

기 서브 네트워크망(22)와 연결되어 인터넷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게이트 웨이(24)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홈 에이전트(11b)와 외부 에이전트(21)는 일반적으로 상기 상대 노드(60, 70)와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라우

터(40, 50)와 마찬가지로 라우터가 사용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이동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이동 네트워크 시스템은 상기 홈 링크(11)에 위치한 이동 호스트(11a)가 이동하여 상기 외부 링크(21)에 위치되면,

상기 이동된 이동 호스트(21a)는 상기 외부 에이전트(21b)로부터 상기 홈 에이전트(11b)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상기 이동 호스트(21a)가 상기 홈 링크(11)가 아닌 외부 링크(21)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때, 상기 이동 호스트(21a)는 상기 DHCP 서버(21c)를 통하여 주소 및 네트워크 정보를 할당받거나, 상기 외부 에이전트

(21b)를 통해 네트워크 접두어(network prefix)를 제공받아 상기 이동 호스트(21a) 스스로 위탁 주소를 생성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주소 할당이 완료되면, 상기 이동 호스트(21a)는 상기 홈 링크(11)에 위치할 때 통신 중이었던 제 1 상대 노드

(60)와 상기 홈 에이전트(11b)에게 변경된 주소를 제공하고, 상기 제공된 주소를 통해 상기 홈 에이전트(11b) 및 제 1 상

대 노드(60)는 상기 변경된 주소를 저장 관리하게 된다.

이후, 상기 변경된 주소를 통하여 상기 제 1 상대 노드(60)와의 통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이동 호스트(21a)가 외부 링크(21)로 이동함을 감지하지 못한 제 2 상대 노드(70)는 상기 홈 에이전트(11b)로

패킷을 전송하며, 이를 수신한 홈 에이전트(11b)는 저장된 변경 주소를 통하여 해당 패킷을 외부 링크(21)에 위치한 이동

호스트(21a)에게 재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 호스트가 이동중에도 끊김없이 지속적인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상기 홈 링크(11)의 이동 호스트(11a)가 외부 링크(21)로 이동된 경우 상기 이동된 이동 호스

트(21a)는 상기 홈 서브 도메인(10)의 도메인 네임 서버(13)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서버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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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 홈 링크(11)의 이동 호스트(21a)가 외부 링크(21)로 이동된 경우에도 도 2 의 화살표(80)와 같이 상기 이동된

이동 호스트(21a)는 상기 홈 링크(11)의 도메인 네임 서버(13)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 호스트가 상기 홈 링크(11)에서 외부 링크(21)로 이동한 경우 상기 홈 링크(11)의 도메인 네임 서버(13)를 통

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가중되어 효율적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

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호스트가 위치한 도메인에 따라 최

상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선택하여 이를 통해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최상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는 네트워크 망의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상기 요청에 따른 위치 정보를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로 전송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에지 라우터 및 도메인 네임 서버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 및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

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위치 정보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버의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따른 최소 홉수를 산출하고, 상기 위

치 정보와 산출된 홉수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테이블을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에지 라우터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대한 주소가 상

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반복 모드의 경우 HCi = 2 ×HCgd ×Ldn + 2 ×HCdr,

DNSSPi = {Min(HDdr)} of {Min(HCgd) lists} 에 따라 최소 홉수를 산출하는데, 상기 HCi 는 반복 모드시 요구되는 홉

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터간의 홉수, DNSSPi는 반복 모

드시 최소 홉수이고, 상기 Ldn 은 도메인 네임의 길이이다.

한편, 상기 재귀 모드의 경우 HCr = 2 ×HCgd + 2 ×HCdr, DNSSPr = Min(HCr) 에 따라 최소 홉수를 산출하는데, 상기

HCr 은 재귀 모드시 요구되는 홉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

터간의 홉수, DNSSPr 은 재귀모드시 최소 홉수이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는 외부 링크와 인터넷망 사이에 연결되며 상

기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외부 링크에 이동 호스트가 위치된 경우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

및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와 게이트 웨이와의 홉수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는 이동 호스트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시

상기 이동 호스트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도록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 수조는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별 최소 홉수를 가지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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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동작 모드를 선택하여 요청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은 네트워크 망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제 1 단계와, 제 1 단계의 요청에 따라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가 상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단계의 위치 정보는 상기 에지 라우터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와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전송된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가 상기 에지 라우터에 캐싱되는 제 2 과정을 포

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최소 홉수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따라 산출된다.

한편, 상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되는 주소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인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따른 주소가

함께 전송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은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

치 정보 요청이 전달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전달된 요청에 따라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가 수집

저장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외부 링크와 인터넷망 사이에 연결되는 게이트 웨이에서 상기 위치 정보가 수집 저장

된다. 한편,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외부 링크가 상기 게이트 웨이와 접속되도록 하는 서브 라우터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가 상기 게이트 웨이에 저장되는 제 2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은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링크가 변경되어

상기 이동 호스트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

된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변경된 링크에서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로

요청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전송된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에 캐싱되는 제 2

과정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제 1 단계는 변경 전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의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 2 과정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변경 후 링크에 포함된 에지 라우터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의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2 과정

과, 상기 제 2 과정의 주소가 이동 호스트에 제공되는 제 3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는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망에 포함된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각각 설치된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상기 요청에

따른 위치 정보를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전송하는 주소 관리부(300)

와, 상기 주소 관리 서버(3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위치 정보를 상기 주소 관리부(300)로 전송하는 주소 수집부(500)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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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주소 수집부(500)는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와 인터넷망(400)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 웨이가 사용된다.

또한, 상기 인터넷망(400)에는 초기에 이동 호스트가 위치되어 상기 인터넷망(400)에 접속한 홈 링크(600)가 연결되고,

상기 홈 링크(600)와 인터넷망(400)을 통하여 통신을 수행한 상대 링크(700)가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홈 링크(600)는 이동 호스트를 관리하는 홈 에이전트(610)와, 상기 홈 에이전트(610)와 연결되어 상기 이동

호스트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홈 게이트 웨이(620)와, 상기 이동 호스트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도

메인 네임 서버(630, 640)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상대 링크(700)는 상기 이동 호스트와 통신을 수행하는 상대 노드(710)와, 상기 상대 노드(710)와 인터넷망

(400) 사이에 연결되어 상기 상대 노드(710)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상대 게이트 웨이(720)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상대 노드(710)는 상기 이동 호스트와 통신을 수행하는 임의의 이동 호스트 또는 서버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는 상기 주소 수집부(500)와 각각 연결되는 제 1 및 제 2 서브 라우터(150,

250)와, 상기 제 1 및 제 2 서브 도메인(150, 250)과 각각 연결되는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

와, 상기 서브 라우터(150, 250)와 연결되는 동시에 상기 홈 링크(600)의 이동 호스트가 이동될 경우 이동된 이동 호스트

와 접속되는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에는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셀(C1, C2, C3, C4, C5, C6)이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셀(C1, C2, C3, C4, C5, C6)는 상기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와 연결되는 임의의 기

지국에 의해 통신이 중계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주소 수집부(500)는 상기 주소 관리부(300)의 위치 정보 요청시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포

함된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 및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간의 홉수

와 제 1 내지 제 4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와 주소 수집부(500)간의 홉수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위치 정보를 상기 주소 관리부(300)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주소 관리부(300)는 상기 전송된 위치 정보를 통하여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에

서의 반복 및 재귀 모드에 따라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테이블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www.yahoo.com에 대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통하여 상기 반복 모드(Iterative Mode)와 재귀 모드(Recursive

Mod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반복 모드는 도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810)가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통하여 로컬 네임 서버

(820)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면(①), 상기 로컬 네임 서버(820)는 상기 도메인 네임의 역순으로 우선 루트 네임 서

버(830)에게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②)

이후, 상기 루트 네임 서버(830)는 요청된 하위 도메인(sub-domain com)엔트리를 가지는 주소를 상기 로컬 네임 서버

(820)로 응답하고(③), 상기 로컬 네임 서버(820)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주소를 얻을때까지 이전 하위 도메인을 통해 반복

적으로 하위 서버(840, 850)로 요청하게 되고(④,⑤,⑥,⑦) 최종적으로 주소를 획득한 로컬 네임 서버(820)는 상기 클라이

언트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주소를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⑧)

또한, 상기 재귀 모드는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810)가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 변수로 로컬 네임

서버(820)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면,(①) 상기 로컬 네임 서버(820)는 요청된 도메인 네임의 역순으로 우선 루트

네임 서버(820)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한다.(②)

이를 수신한 루트 네임 서버(830)는 자신의 하위 도메인(sub-domain com)을 가지는 네임 서버(840, 850)에서 쿼리 메시

지를 재전송하게 된다.(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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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주소를 얻을때까지 반복 수행되며, 최종적으로 주소가 얻어지면, 최종 네임 서버(850)

는 자신의 상위 도메인 서버(840)에게 얻어진 주소를 전송하고(⑤), 이러한 과정은 상기 로컬 네임 서버(820)상기 주소가

전송될때까지 반복된다.(⑥,⑦)

이후, 상기 주소를 전송받은 로컬 네임 서버(820)는 상기 클라이언트(810)에게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주소를 전송하

게 된다.(⑧)

상기와 같은 반복 모드와 재귀 모드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테이블은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포함된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와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간의 홉수(HCdr)와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와 외부 게이트 웨이(300)

간의 홉수(HCgd)가 포함되고,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동작 모드, 즉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따라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와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간의 최소 홉수가 산출된다.

여기서, 상기 도 6 의 I Mode는 반복 모드를 의미하고, R Mode는 재귀 모드를 의미한다.

한편, 상기 도 6 에서 반복 모드에 대한 최소 홉수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상기 반복 모드에서는 도메인 네임의 길이에 따

라 홉수가 가변되기 때문이며, 상기 재귀 모드에서는 상기 루트 네임 서버(820) 이전까지의 홉수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상기 주소 관리부(300)는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포함된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 대한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대한 주소를 전송하게 되며, 상기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는 전송된 주소를 캐싱하게 된다.

이때, 상기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는 상기 홈 링크(600)에 위치한 이동 호스트가 이동되어 제 1

또는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위치한 경우 상기 이동된 이동 호스트는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 중 접속된 에지 라우터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상기 이동 호스트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 즉, 반복 모드 또는 재귀 모드를 선택하여 함께 요청하게 된다.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는 상기 이동 호스트의 선택한 모드의 주소를 프라이머리(primary)로 설정하고, 나

머지 모드의 주소를 세컨더리(secondary)로 설정하여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은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상기 주소 관리부(300)가 상기 제 1 외부 링크

(100) 및 제 2 외부 링크(200)에 포함된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S11)

상기 주소 관리부(3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주소 수집부(500)에서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포함된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S12)

상기 수집된 위치 정보가 상기 주소 관리부(300)로 전송된다.(S13)

상기 주소 관리부(300)에서 상기 전송된 위치 정보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 즉 반복 모드와 재귀 모드에

대해서 상기 제 1 및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산출한다.

(S14)

여기서, 주소 관리부(300)는 반복 모드와 재귀 모드에 대하여 하기의 수학식 1 과 수학식 2 를 통하여 상기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대한 최소 홉수를 산출하게 된다.

수학식 1

HCi = 2 ×HCgd ×Ldn + 2 ×H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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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SPi = {Min(HDdr)} of {Min(HCgd) lists}

상기 수학식 1 에서 상기 HCi 는 반복 모드시 요구되는 홉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터간의 홉수, DNSSPi는 반복 모드시 최소 홉수이고, 상기 Ldn 은 도메인 네임의 길이를 의미한

다.

여기서, 상기 수학식 1 은 제 1 에지 라우터(130)에서 제 2 도메인 네임 서버(140)까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쿼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 2 도메인 네임 서버(140)에서 상기 제 1 에지 라우터(130)까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전송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 홉수는 2 ×HCdr 이 된다.

또한, 도메인 네임에 따라 반복적으로 상기 주소 수집부(500)와 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하므로 2 ×HCdg ×Ldn 이 된다.

따라서, 상기 수학식 1 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학식 2

HCr = 2 ×HCgd + 2 ×HCdr

DNSSPr = Min(HCr)

상기 수학식 1에서 상기 HCr 은 재귀 모드시 요구되는 홉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터간의 홉수, DNSSPr 은 재귀모드시 최소 홉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수학식 2 는 제 1 에지 라우터(130)에서 제 2 도메인 네임 서버(140)까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쿼리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 2 도메인 네임 서버(140)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받아야 하므로 2 ×HCdr이 된다.

또한, 상기 인터넷망(400)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상기 제 2 도메인 네임 서버(140)에서 주소 수집부

(500) 사이에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2 ×HCgd 가 되어 상기 수학식 2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기 주소 관리부(300)에서 산출된 최소 홉수에 따라 상기 제 1 및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상기 제 1 내

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각각 전송된다.(S15)

제 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전송된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는 상기 제1 내지 제 4 에지 라우터

(130, 140, 230, 240)에 각각 캐싱된다.(S16)

상기와 같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을 도 8 을 참조로 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상기 주소 관리부(300)에서 제 1 내

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상기 주소 수집부(500)에 요청하게 된다.(S21)

이때, 상기 주소 수집부(500)로 전송되는 요청 메시지는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주소 수집부(500)가 직접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거나 상기 제 1 및 제 2 외부 링크(100,

200)의 제 1 및 제 2 서브 라우터(150, 250)가 상기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주소 수집부(500)로 전송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도 9 의 M(901)은 상기 주소 수집부(500)가 자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T(902)는 상

기 제 1 및 제 2 서브 라우터(150, 250)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주소 수집부(500)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상기 주소 수집부(500)는 상기 주소 관리부(300)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제 1 내지 제 4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위치 정보를 상기 주소 관리부(300)로 전송한다.(S22)

여기서, 상기 주소 관리부(300)로 전송되는 위치 정보 메시지를 살펴보면, 도 10 과 같이,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의 주소(903)와 상기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와 각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간의 홉수

(905) 및 상기 각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와 주소 수집부(500)간의 홉수(906)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위치 정보 메시지에는 각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주소(904)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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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소 관리부(300)는 상기 주소 수집부(500)로부터 전송된 위치 정보에 따라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테이블을 생성하

여 각 에지 라우터(1340, 140, 230, 240)와 각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130, 140)간의 최소 홉수를 산출한다.(S23)

상기 최소 홉수 산출후 상기 주소 관리부(300)는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상기 각 에지 라우터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전송하게 된다.(S24, S25, S26, S27)

이때, 상기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전송되는 도메인 서버 네임 주소는 일반적으로 SP11i 또는 SP11r 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상기 11 중 앞의 1은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에 연결되는 셀(C1, C2, C3, C4, C6,

C7) 넘버이고, 뒤의 1 은 외부 링크의 넘버이다.

또한, 마지막 i 또는 r 은 각각 반복 모드 또는 재귀 모드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기 각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주소 메시지는 도 11 과 같이, 도메인 네임 서버의 프라이머리

(primary) 주소(911)와 세컨더리(secondary) 주소(912)가 포함된다.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110, 120, 210, 220)의 주소가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로 전송되면, 상기 에지 라우터

에 캐싱된다.(S28, S29, S30, S31)

상기 에지 라우터에서는 그에 따른 응답 메지시를 상기 주소 관리 서버(300)로 전송한다.(S32, S33, S34, S35)

상기 응답 메시지는 도 12 와 같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의 전송에 따른 리턴 밸류(RVAL)(921) 값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각 에지 라우터(130, 140, 230, 240)으로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캐싱된 후 상기 각 에

지 라우터(130, 140, 230, 240) 중 임의의 에지 라우터와 접속되는 이동 호스트에서의 도메인 네임 서버 서비스 방법은 도

1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상기 홈 링크(600)에서 이동된 이동 호스트가 상기 제 1 외부 링크(100) 또는 제 2 외부 링

크(200)에서 접속된 임의의 에지 라우터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한다.(S41)

상기 이동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는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

를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한다.(S42)

상기 전송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이동 호스트에 캐싱된다.(S43)

따라서, 상기 이동 호스튼 상기 캐싱된 주소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상기와 같은 이동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을 도 14 를 참조로 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동 호스트가

이동된 외부 링크에서 접속된 에지 라우터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한다.(S51)

여기서, 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도메인 네임 요청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 즉 반복 모드 또는 재귀 모드를

선택하여 이를 함께 요청하게 된다.

상기 이동 호스트가 요청하는 모드 메시지는 도 15 과 같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931)을 선택하여 요청하

게 된다.

상기 도 15 에서 I/R/A 는 각각 Iterative/Recursive/All 을 의미한다.

상기 이동 호스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에지 라우터는 상기 이동 호스트가 요청한 모드의 주소를 프라이머리(primary)로 설

정하여 이동 호스트로 전송한다.(S52)

상기 에지 라우터에서 전송되는 전송 메시지는 도 16 와 같이, 상기 이동 호스트가 선택한 모드의 주소를 프라이머리

(primary) 주소(941)로 설정하고, 나머지 모드의 주소를 세컨더리(secondary) 주소(942)로 설정하여 전송하게 된다.

상기 에지 라우터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전송되면, 상기 이동 호스트에 캐싱된다.(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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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홈 에이전트(610) 및 상대 노드(710)와 바인딩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한다.(S54, S55)

한편, 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외부 링크(100, 200)로 위치 이동시 기존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통하여

접속 후 해당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의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전송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도 1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상기 홈 링크(600)의 도메인 네임 서버(630, 640)로 도메인 네임 서비

스를 요청한다.(S61)

상기 요청에 따라 이동 호스트는 상기 홈 링크(600)의 도메인 네임 서버(630, 640)의 주소를 전송받게 된다.(S62)

상기 전송받은 도메인 네임 서버(630, 640) 주소를 통하여 상기 홈 에이전트(620) 및 상대 노드(71)와 바인딩 업데이트를

수행한다.(S63, S64)

이후, 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제 1 또는 제 2 외부 링크(100, 200)에 이동된 후 접속된 에지 라우터로 도메인 네임 서비

스 동작 모드를 요청하게 된다.(S45)

이때, 상기 요청 메시지는 도 18 과 같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동작 모드(951)를 선택하여 전송하게 된다.(S65)

상기 도 18에서 I/R/A 는 각각 Iterative/Recursive/All을 의미한다.

상기 이동된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에서는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한다.(S66)

상기 에지 라우터에서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전송 메시지는 도 19 와 같이, 상기 이동 호스트가 선택한 모드의 주소를 프

라이머리 주소(961)로 설정하고, 나머지 모드의 주소를 세컨더리 주소(962)로 설정하여 전송하게 된다.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된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가 캐싱되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S67)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음은 자명하며,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순한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하면,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통하여 이동 호스트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무

관하게 최단 시간에 최상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에지 라우터로 최적의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망의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에 대한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 및 상기 도메인 네임 서

버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 및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위치 정보를 통하여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대한 최소 홉수를 산출하여 상기 위치 정보와 상기 산출된 홉수를 도메인 네

임 서버 관리 테이블을 생성하며, 상기 에지 라우터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대한 주소를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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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복 모드의 경우 HCi = 2 ×HCgd ×Ldn + 2 ×HCdr, DNSSPi = {Min(HCdr)} of {Min(HCgd) lists} 에 따라 최소

홉수를 산출하는데, 상기 HCi 는 반복 모드시 요구되는 홉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터간의 홉수, DNSSPi는 반복 모드시 최소 홉수이고, 상기 Ldn 은 도메인 네임의 길이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귀 모드의 경우 HCr = 2 ×HCgd + 2 ×HCdr, DNSSPr = Min(HCr) 에 따라 최소 홉수를 산출하는데, 상기 HCr

은 재귀 모드시 요구되는 홉수, HCgd는 게이트 웨이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 HCdr은 도메인 서버와 에지 라우터간

의 홉수, DNSSPr 은 재귀모드시 최소 홉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청구항 7.

외부 링크와 인터넷망 사이에 연결되고,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 및 상기 외부 링크에 포함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 및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를 통해 상기 에지 라우터로부터

최소 홉수를 가지는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별 주소를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

치.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이동 호스트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시 상기 이동 호스트와 반복 모드및 재귀 모드별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도록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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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동 호스트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요청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동작 모드를 선택하여 요청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장치.

청구항 12.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와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와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로 이

루어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제 1단계;

상기 에지 라우터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따라 산출되는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상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전송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에지 라우터에 캐싱되는 제 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

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에지 라우터로 전송되는 주소는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인 반복 모드 및 재귀 모드에 따른 주소가 함께 전

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17.

외부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의 위치 정보 요청이 전달되는 제 1단계; 및

상기 전달된 요청에 따라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에지 라우터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간의 홉수와 상기 도메인 네임 서

버 및 게이트 웨이간의 홉수로 이루어지는 위치 정보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따라 수집 저장되는 제 2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외부 링크와 인터넷망 사이에 연결되는 게이트 웨이에서 상기 위치 정보가 수집 저장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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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외부 링크가 상기 게이트 웨이와 접속되도록 하는 서브 라우터에 의해 상기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수집된 위치 정보가 상기 게이트 웨이에 저장되는 제 2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

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20.

이동 호스트와 접속되는 링크가 변경되어 상기 이동 호스트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단계; 및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도메인

네임 서버의 동작 모드에 따라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2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변경된 링크에서 상기 이동 호스트와 접속된 에지 라우터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제 1 단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에서 전송된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에 캐싱되는 제 2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

비스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변경 전 링크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 서버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제 1 과정의 도메인 네임 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 2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

인 네임 서비스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변경 후 링크에 포함된 에지 라우터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요청하는 제 1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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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과정의 에지 라우터와 최소 홉수를 가지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주소가 상기 이동 호스트로 전송되는 제 2 과정

과,

상기 제 2 과정의 주소가 이동 호스트에 캐싱되는 제 3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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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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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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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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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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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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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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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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