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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 및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들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클라이언트 기반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non-ICANN 순응 TLD가 있는 요청된 인터넷 주소를 포착하는 
데 사용된다(604). 그러면,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인터넷 주
소 말단에 첨부한다(606). 게다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프락시 서버들과 함께 작동될 수 있다(616). 더욱이, 수신
자 주소가 비표준 TLD를 포함하고 있는 이메일들을 포착하고 적어도 하나의 표준 TLD를 그 곳에 첨부하는 이메일 주
소 전환 방법과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메일이 소정의 ICANN 순응 TLD가 있는 도메인을 가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수신될 때, 적어도 그 소정의 TLD는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로부터 제거된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최상위 도메인 명칭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을 생성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터넷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통신 연결 매개체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다. 
모뎀을 사용하는 보통 전화선, DSL 선, 케이블 모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Network Interface Card), 근거
리통신망(LAN:Local Area Network)등을 통해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신 형식을 통해 컴퓨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접근한다. 그런 다음 작은 ISP들은 보다 큰 ISP들에게 연결된다. 따
라서,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상의 다른 모든 컴퓨터에 " 연결" 된다.
    

일단 연결되거나 온라인 되면,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 www. domain-name1.com" 과 같은 도
메인 네임 형식의 인터넷 주소 또는, " http://www.domain-name1.com/index.htm" 형식의 URL(Uniform Resour
ce Locater)을 입력하여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본다. 그래서, 가령, 백악관 웹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는 " www.whiteh
ouse.gov" 이다.

그렇게 사람에게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를 기억하기가 더 쉽게되나 이러한 
도메인 명칭들은 IP 주소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IP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십진수(dotted decimal number)의 
4개 옥텟으로 보통 표현되는 32비트수이다. 전형적인 IP 주소는 " 216.27.61.137" 형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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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는 인터넷 주소 즉 " www.domain-name1.com" 를 위에서 언급한 URL로부터 추출하여 추출된 주소를 포함
하여 검색 요청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서버로 전송한다. DNS는 인터넷상의 각 컴퓨터
에 도메인 명칭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준다. DNS서버들은 도메인 명칭을 IP 주소로 맵핑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검색요청에 응해서 DNS서버는 도메인 명칭에 대응하는 IP주소를 브라우저에 보낸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대응하는 컴
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IP주소를 사용한다. 대응하는 IP주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의 서버들이 필요할지 모른
다. 예를 들면, " com" 이라는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제 1 명칭 서버(first name server)는 호스트 명칭들을 저장하고 
있는 제 2 명칭 서버(second name server)에 대한 IP 주소를 저장한다. 제 1 명칭 서버는 " domain-name1" 의 서
버 기계에 대한 실제 IP주소에 대해서 제 2 서버에 독립적인 조회를 한다.
    

각 도메인 명칭과 그 도메인 명칭과 연관된 서버의 숫자로 된 IP주소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보유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주소 " www.domain-name1.com" 에 대한 도메인 명칭은 " domain-name1" 이다. " Top-Level Domain" 
(TLD)라는 표현구는 인터넷 도메인 명칭에 붙는 접미사(suffix)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를 들면, " com" 이라는 접미
사는 최상위 도메인 명칭(TLD)으로 여겨진다. 각 TLD 명칭은 각자의 도메인 명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
다.

    
최상위 도메인 명칭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해 정의되고 승인된
다. ICANN은 IP주소 공간 할당, 프로토콜 파라미터 할당,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 및 루트 서버 시스템 관리 기능들
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적 법인이다. 불편하게도, 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들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ICANN 순응 도메인 명칭의 수는 한정된다. 게다가, 최상위 도메인의 수가 매우 적어 인터넷에
의 접속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ICANN 순응 TLD 명칭은 " .com" , " .net" , " .org" , " .gow" , " .mil" , " .
edu" 및 " .tv" 와 같은 두 문자의 국가 코드를 포함한다. ICANN은 또한 최근에 다음의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 
즉 " .biz" , " .info" , " .name" , " .pro" , " .aero" , " .museum" 및 " .coop" 를 승인해 왔다. 다른 표준 TLD들은 " . 
arpa" 와 " .int" 를 포함한다. " .com" 이라는 연장부분은 상업을, " .net" 는 네트워크 조직을, " .edu" 는 학교 또는 
그 이상의 교육장소를, " .org" 는 조직을 그리고 " .gov" 는 정부사이트를 의미한다. 새 TLD 명칭은 다음과 같은 용도
로 사용되려 한다. " .biz" 는 사업을, " .info" 는 제한 없는 사용을, " .name" 은 개인을, " .pro" 는 전문가(즉, 회계사, 
법률가, 의사 및 엔지니어)를, " .aero" 는 항공 운송 산업을, " .museum" 은 박물관을 그리고 " .coop" 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도메인 명칭들은 다양한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 사이에서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 www.domain-name
1.com" 과 " www.domain-name1.net" 을 브라우저 창에 입력하여 두개의 완전히 다른 웹사이트를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브라우저의 주소 라인에 그들이 찾고자 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예," www.domain-net1.com" )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를 선택한다. 그러면, 요청이 인터넷상의 적합
한 서버에 전달되도록 브라우저는 문자숫자식의 도메인 명칭을 숫자식의 IP주소로 변환시키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과 
연동한다. 일례로," www.domain-name1.com" 에 대한 요청은 183.52.148.72.로 변환될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은 domain-name1의 서버에 전달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또는 표준화된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
을 승인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타 기관에 의해 특정된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외의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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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따르면, 주소 전환 또는 맵핑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주소를 전환시키는 데 사용되어 브라우저와 
다른 연결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ICANN에 의해 아직 활성화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최상위 도메인에 접속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non-ICANN에 의해 인정된 최상의 도메인(TLD) 명칭들을 이용하는 인터넷 주소들의 포착 또는 
수정은 본 발명에 따른 과정과 시스템들의 다양한 실시예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non-ICANN 순응 (non-ICANN compliant) TLD들을 관리하는 과정은 ICANN에 의해 정의된 인터
넷 최상위 도메인 명칭의 기본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일련의 도메인 명칭들을 우선 정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몇몇 또는 
새롭게 정의된 이런 모든 도메인 명칭들은 웹사이트 운영자들, 소비자들에게 팔리거나 아니면 분배된다. 일 실시예에서, 
도메인 명칭들은 그것들이 대소문자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0에서 9까지의 숫자 및 하이픈 " -" 에서 선택된 문자를 
포함하는 RFC 1035로 정의된 문자셋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임의로 RFC 1035를 따르도록 요구된다. 그래서, 다음 
설명에서 이용된 예로 든 도메인 명칭들은 RFC 1035를 따르는 문자들을 이용한다.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분배된다.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주소에 대해 브라우저 같
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부터 요청을 포착하고 사용자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을 요
청하는지를 평가한다. 그 요청이 non-ICANN 순응 TLD들 중의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면,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그 
요청을 ICANN 순응(ICANN compliant) 인터넷 주소로 전환시킨다. 임의로, 그 전환은 제 1 집합의 일부로 정의된 것
들로 제한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 1 집합은 non-ICANN 순응 TLD들의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엔티티(entity) 또는 회
사에 의해 정의된다.
    

게다가,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non-ICANN 순응 TLD들을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들을 현존하는 인터넷 이메
일 기본구조에 의해 인정되는 이메일 주소들로 전환한다.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non-ICANN 순응 도메인 주소들을 이용하게 하는 명칭공간 제공자
(Name Space Provider)와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ayered Service Provider)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윈속2 또는 
이와 동등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 주소전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로피 디스크, CD-ROM으로부터 다운로드되거나 설치될 수
도 있고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미리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운로드된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브라우저나 다른 애
플리케이션으로 부터 받은 비표준 주소 요청들(.com,.net,.org,.mil, ICANN에 의해 정의된 두 문자의 국가코드, 또는 
다른 ICANN에 의해 특정된 TLD들로 끝나지 않는 주소들)을 포착하고 유효한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
를 덧붙인다. 예를 들면, 확장자 " .new.net" 이 요청된 주소의 말단에 부착될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수정된 주소는 
레졸루션(resolution)을 위해 전송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 BestPrice.auction" 등의 non-IC
ANN 순응 인터넷 주소를 요청한다. 종래의 시스템의 과정에서는, 브라우저가 운영시스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런 후 요청된 웹사이트들의 숫자식의 위치를 확인한다. 서버를 찾을 때, 운영시스템은 주소 전환 소프트웨
어에 의해 설치된 연결 툴(concatenation tool)을 이용한다. 연결 툴은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 .ne
w.net" 와 같은 웹사이트 요청에 덧붙여 원래 요청을 " BestPrice.auction.new.net" 로 전환하고, 그 요청을 운영시스
템에 다시 전송한다. 더해진 ICANN 순응 확장자를 가지고, 운영 시스템은 대응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들과 연결
하여 요청된 웹사이트와 관련된 서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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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들은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이메일 주소들을 수정하는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
드하거나 아니면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주소 변환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변환 소프트웨어는 함께 다운로드되거나 단
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될 수도 있다.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는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에서 " .new.net" 또는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다른 지정된 확장자를 non-ICANN 순응 TLD를 갖는 이메일 주소에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 받는 단계에서는, 이메일이 이메일 주소에 첨부된 확장자, 이 예에서 " .new.net" 등을 포함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채 수신될 때, 그 확장자는 제거된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는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주소로부터 왔지
만 ICANN 순응 TLD가 들어 있는 첨부된 확장자는 포함하지 않은 채로 수신자에게 표시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 .inc" 가 ICANN 순응 TLD가 아닌 " joe@idealab.inc" 에서 메세지를 전달할 때, 발신측의 이메
일 전환 소프트웨어는 그 반환 주소가 이제 " joe@idealab.inc.new.net" 가 되도록 ICANN 순응 확장자를 덧붙이거나 
첨부한다. 이메일 메세지를 수신할 때는, 수신측의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는 ICANN 순응 확장자인 " .new.net" 를 
덧붙이는 전 단계를 탐지하고 " joe@ideal.inc" 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덧붙여진 확장자를 제거한
다.

    
다른 실시예는 사용자의 ISP를 통해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투
명한 방법으로 이런 접근이 이루어진다. 유익하게도, 그러한 non-ICANN 순응 TLD를 이용하는 것에 더 많은 소비자
들이 이끌린다. 일례로, 사용자는 브라우저에 웹사이트나 다른 네트워크 자원의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소(예," 
BestPrice.auction)를 입력하거나 제공한다. 운영시스템과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브라우저는 IP주소 검색 요청을 IS
P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보낸다. 그러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는 요청된 페이지의 서버를 나타내는 IP주소
를 찾는다. 이와 유사하게, non-ICANN 순응 TLD 명칭들을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들에 대한 이메일 서버들의 IP주소
들이 찾아진다.
    

    
본 발명의 한 목적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가진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서버)에서, 오직 RFC 
1035를 따르는 문자들을 이용하며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받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상기 자료를 받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ISP 
DNS서버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을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널에서 받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
널에서 실행되고 있고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첨부함으로써 
제 2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전환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받는 단계와; 대응하는 IP(Internet Pro
tocol) 주소를 찾도록 상기 제 2 주소를 상기 ISP DNS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사용자의 브
라우저에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상기 IP주소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접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자원 주소들이 제 1 표준을 따르는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가지도록 요구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기 자원 주소들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RFC 1035를 따르는 제 1 주소가 
제 1 비표준 TLD 명칭군에 속하는 비표준 TLD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제 1 명령어와; 상기 제 1 주소
가 상기 제 1 비표준 TLD 명칭군에 속하는 비표준 TLD를 가지는 것을 결정하는 상기 제 1 명령어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RFC 1035를 따르는 주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하도록 구성된 
제 2 명령어와; 상기 첨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를 IP주소로 전환할 서비스에 상기 첨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 3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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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표준 최상위 도메인(TLD)을 가진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들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비표준을 따르는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필터링하고 그것들에 대응
하는 표준 TLD들을 첨부하도록 구성된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LSP에서 비표준 TLD를 
갖는 제 1 인터넷 주소를 받고 상기 LSP는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의 비표준 TLD가 제 1 비표준 TLD군에 있음을 결정
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의 비표준 TLD가 제 1 비표준 TLD군에 있는지를 결정할 때, 수정된 제 1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도록, 적어도 하나의 소정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더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프락시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프락시 서버가 상기 수정된 제 1 인터넷 주
소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제공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비표준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비표준 TLD가 있
는 제 1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가진 이메일을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상에서 포착(intercept)하도록 계층적 서비
스 제공자(LSP)를 사용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수신자 이메일 주소에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LSP를 통
해 덧붙여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상기 발신자의 SMTP 서
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해 대응하는 IP주소를 찾도
록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서버에 접촉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상기 발신자의 SMTP 서버에 되돌리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사용하는 상기 수신자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상기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상기 이메일을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을 상기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들이 있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메일 주소는 의도하는 이메일 수신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상기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상에서 발신자가 발
송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와;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이
메일 주소에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하여 제 2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
기 제 2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서버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찾도록 SMTP 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서
버)에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IP주소를 찾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에 상기 수신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찾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갖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는 의도하는 이메일 수신자와 관련되며, 발신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
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제 1명령어와;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상
기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상기 제 1 명령어의 결정에 응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
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함으로써 제 2 이메일 주소를 형성하도
록 구성된 제 2 명령어와;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가 서버 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서버)에 전송되
어 대응하는 IP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 3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갖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최초로 받은 이메일에 대한 제 1 이메일 주소가 소정의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제 1 명령어와
;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상기 소정의 도메인을 제거함으로써 제 2 이메일 주소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제 2 명령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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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 예시도이고;

도 2a와 2b는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기 위한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한 예시도이고
;

도 3은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ICANN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TLD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 
예시도이고;

도 4는 ICANN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TLD를 포함하는 수신자 주소에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을 설명한 예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한 예시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를 요청하고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설명한 예시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은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non-ICANN으로 인정된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포함하는 인터
넷 주소를 포착하고 그것을 ICANN에 의해 인정되는 인터넷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ICANN이라는 용어는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를 가리키거나 
표준화된 최상위 도메인 명칭을 승인하거나 생성하도록 정부에 의해 인가된 권한을 가지는 다른 엔티티를 가리킨다.
    

다음 설명 전체에 걸쳐서, 예를 들면 코딩 컨벤션, 운영 시스템, 문서와 프로토콜 표준들, 이메일 시스템들, 인터넷 연결 
시스템들(internet connectivity system) 및 데이터베이스 기록들을 포함하는 특정하게 구현되는 다양한 세부사항들
이 언급될 것이다.

이런 세부사항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르게 지시되지 않으면, 여기서 설명된 기능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실행 
코드에 의해 바람직하게 수행된다. 예를 들면, 다음 설명은 본 발명을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들을 이
용하는 것을 언급한다. 물론, 다른 연결 툴들, FTP, 고퍼(Gopher) 또는 텔넷(Telnet)등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non-ICANN로 인정된 TLD 명칭들을 처리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에 기초한 구현(implementation)은 이제 설명될 것
이다. 웹페이지는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송된다. 서버는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
들을 등록하고 팔고 추적하는 엔티티 (여기서는 TLD 회사를 가리킴)에 임의로 관련된다. 예를 들면, New.net는 non
-ICANN 순응 TLD들의 잘 알려진 공급자이다. 요즘,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New.net에 의해 제의된 비표준 TLD들을 
리졸빙(resolving)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에 기초한 솔루션을 구현시키는 데 이용되는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될 수 있
다. 웹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 전환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자바 애플릿 또는 액티브 엑스 컨트롤(Active X c
ontrol)등이 삽입되어 있다. 이 주소 전환 프로그램은 그것이 진짜임을 확신 시켜주기 위해 디지털로 서명될 수 있고 
저자가 그 주소 전환 프로그램이 작동하기에 안전하고 그 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킬 몇 가지 보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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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기초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볼 때, 사용자는 브라우저가 전자 서명이 유효하고 
내용이 전자서명된 이후로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가정 하에 삽입된 주소 전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허락 될지
에 대해서 웹 브라우저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이다.
    

    
일단 사용자가 삽입된 주소 전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허락하면, 그 삽입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시스템이 마이크로
소프트 윈속 2 (Microsoft Winsock2) 또는 그와 동등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윈속
은 윈도우소켓의 약자로 TCP/IP 프로토콜 등을 통해 다른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호환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이다. 물론, 다른 운영 시스템들과 API들도 사용될 수 있다. 사용
자의 시스템이 윈속 2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삽입된 프로그램은, 이 예에서는 New.net 또는 TLD 
NSP로 명명된 윈속2 명칭공간 제공자 (NSP: Name Space Provider)를 설치하여 ICANN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TL
D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윈속2는 API를 프로토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윈도우 개방 시스템 구조 (WOSA: Windows Open Syste
ms Architecture) 모델을 이용한다. 윈속 DLL은 표준 API를 제공하고 각 벤더의 서비스 제공자 계층은 표준 API아
래에 마련된다. API 계층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SPI:Service Provider Interface)를 통해 서비스 제
공자와 통신하고 동시에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다중 송신할 수 있다. 윈속2는 여기서는 디폴트 제공자로 명
명된 제 1 NSP를 포함하고 New.net NSP는 제 2 NSP로 덧붙여진다.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
ernet Protocol) 서포트가 설치될 때, 디폴트 제공자는 전형적으로 설치된다.
    

    
윈속2 NSP는 특정 컴퓨터들과 그것들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되어 문자 숫자식의 명칭, " www.domain-name1.c
om" 등을 숫자식의 주소, 192.9.200.1등으로 전환하게 하는 DLL(Dynamic Link Library)이다. 인터넷 주소가 웹브
라우저에 입력될 때 또는 HTML문서에서 링크에 의해 참조될 때, 웹브라우저는 윈속2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 
문자 숫자식의 명칭을 숫자식의 명칭으로 전환한다. 교대로, 윈속2는 설치된 명칭 공간 제공자들을 활용하여 윈속2 서
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SPI)를 이용한 전환을 수행한다. 물론, 인터넷 주소는 브라우저뿐만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들에 의해 윈속2에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윈속2에 의한 진보된 네트워킹 모델을 이용할 수 없는 윈도우 3.1 또는 윈도우 95를 사용하면, 그 
사용자는 " winsock.dll" 의 명칭을 수정하고 원래 윈속 DLL을 호출하기 전에 필터링을 수행하는 호환 가능한 API에 
DLL을 맡긴다.

New.net NSP는 상기와 같이 일단 설치되면, 디폴트 제공자에 추가하여 윈속2 서비스의 명칭공간 제공자(Name Spa
ce provider) 카탈로그 안에 리스트된다. 일단 New.net NSP가 윈속2 NSP 카탈로그에 리스트되면, New.net NSP가 
설치된 후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상기의 웹브라우저 예에서처럼, 윈속2를 거쳐 New.net NSP 서비
스에 접속한다.

    
일반적으로, NSP들은 사용자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와 연결해주는 DNS서버 검색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도메인 명
칭 전환을 수행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의해 전형적으로 제공된 IP주소의 위치를 찾는다. DNS서
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NSP는 문자숫자식의 주소를 DNS서버를 보내고 IP주소를 받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 문자
숫자식의 주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을 받는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non-ICANN 순응 TLD, " www.idealab.inc" 
등으로 인터넷 주소 요청을 하면, ISP가 그들의 DNS서버를 공급하여 하기된 바와 같이 non-ICANN 순응 TLD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제공자는 그 주소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non-ICANN 순응 TLD가 ISP에 등록되
지 않고 설치된 New.net NSP에 등록된다면, 그 주소는 리졸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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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이 인터넷 주소 안에서 사용되는 예시 과정(100)을 설
명한다. 일 실시예에서, 도메인 명칭들은 대소문자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0에서 9까지의 숫자 와 하이픈 " -" 에서 
선택된 문자를 포함하는 RFC 1035로 정의된 문자셋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임의로 RFC 1035를 따를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처음으로 인터넷 주소를 브라우저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아니면 제공한다 (102). 브라
우저는 사용자의 ISP DNS서버와 접속하여 주소의 유효성 검증을 시도한다 (104). non-ICANN 순응 TLD 명칭이 사
용자의 ISP DNS서버에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그 ISP DNS서버는 대응하는 IP주소를 찾아 되돌려 준다 (106). 일단 
IP주소가 되돌려지면, 브라우저는 IP주소에 의해 표현되는 서버에 연결한다 (108). 그러면,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시
스템 모니터에 요청된 자원을 찾아서 나타낸다 (118).
    

    
한편, non-ICANN을 따르는 TLD 명칭이 사용자의 ISP DNS서버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윈속2는 적절한 플러그 인, 
가령 위에서 설명된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 등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한다 (110). 주소 전환 소
프트웨어가 이용 가능하면,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는 연결 툴을 사용하여 전송된 인터넷 주소의 말단에 
덧붙여진다 (114). 예를 들면, " www.idealab.inc" 는 브라우저 주소 영역에 입력된다. New.net NSP는 " .new.net" 
을 인터넷 주소 말단에 더해 인터넷 주소로 하여금 ICANN를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새롭게 수정된 인터넷 주소는 IS
P DNS서버에 의해 리졸빙될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수정된 인터넷 주소, " www.idealab.inc.new.net" 는 사용자의 
ISP DNS서버에 다시 전송된다 (116). DNS서버는 수정된 인터넷 주소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대응하는 IP주소의 위치
를 찾는다 (108). 대응하는 IP주소는 브라우저에 되돌려지고 웹사이트가 찾아져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나타내진다 
(118).
    

    
도 2a 와 2b는 non-standard TLD들을 이용하는 예시 과정(200)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시 과정(200)
은 다양한 프로토콜들, FTP, 고퍼, 텔넷등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넷 주소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다음 설명
이 브라우저가 네트워크자원을 요청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가정함에 반해, 본 발명은 다른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
들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또는 윈속2나 그와 동등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문자 숫자식에서 IP주
소로 전환해주는 타 프로그램에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선택한다 (202). 그러면, 디폴트 제공자와 New.net NSP는 
SPI 호출을 통해 윈속2 서비스에 의해 연결될 것이다 (204). New.net NSP는 인터넷 주소(206)가 몇몇의 미리 정의
된 종결부, 또는 ICANN DNS 명칭공간(namespace)에서 정상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 중 어느 하
나를 갖는 종결기준에 맞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206)를 조사한다(216). TLD 마케팅 회사는 이런 미리 
정의된 최상위 도메인 명칭과 각 회사들이 정의한 최상위 도메인들 내에 있는 도메인 명칭들을 정의하고, 등록하고, 팔
고 추적할 지 모른다. 이러한 non-ICANN TLD들은 종결부들, " .inc" , " .store" , " .kids" , " .furniture" , " .hob
bies" , " .shop" , " .law" , " .family" 등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ew.net는 현재 20개의 non-ICANN TL
D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New.net NSP는 인정되고 정의된 비표준 종결부들의 리스트를 업데이트하
는 호스트 서버를 연결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임의로, New.net NSP는 TLD 마케팅 회사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것
들을 포함하여, ICANN DNS서버 명칭공간의 부분이 아니고 비표준인(즉, " .com" , " .org" , " .mil" , " .gov" 또는 " .
uk" , " .de" 등과 같은 국가를 나타내는 두 문자로 된 종결부로 끝나지 않는) 어떠한 종결부들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주소(206)가 정의된 비표준 종결부를 가지는 기준에 맞으면, New.net NSP는 non-ICANN TLD들, 비표준 T
LD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 New.net등의 DNS서버와 연합하여 인터넷 주소(206)를 표준의 ICA
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로 전환한다(216). 예를 들면, 요청된 주소, " www.idealab.inc" 등은 처음으
로 New.net NSP에 의해 " www.idealab.inc.new.net" 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윈속2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New.
net NSP에의해 접속되고 그 전환된 인터넷 주소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보통의 윈속2 애플리케이션에서 온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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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그 전환된 인터넷 주소를 받는다 (218).
    

    
이와 동시에, 인터넷주소(206)은 디폴트 제공자에게 전달되고(208) 결국에는, 요청된 주소(206)에 대한 서버에 대응
하는 IP주소의 위치를 찾도록 접촉하고 있는 사용자의 ISP DNS서버로 들어간다 (210). 인터넷 주소(206)가 이 예에
서 비표준 도메인 명칭, " .inc" 로 끝나기 때문에, 대응하는 IP주소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메세지가 디폴트 제
공자에게 다시 보내진다 (212). 그러면, DNS서버에는 요청된 인터넷 주소(206)에 대응하는 IP주소가 없음을 알리면
서 디폴트 제공자는 부정적인 응답을 윈속2에게 되돌린다 (214).
    

    
전환된 주소, " www.idealab.inc.new.net" 을 검색하도록 제 2의 요청이 윈속2에 의해 디폴트 제공자 NSP와 New.n
et NSP에게 전해진다(230). New.net NSP가 제2의 요청을 받을 때(242), New.net NSP는 전송된 인터넷 주소가 
미리 정의된 비표준 TLD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다시 검증한다(244). 그 주소가 지금 그것에 첨부된 유효한 TLD를 포
함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ew.net NSP는 윈속2에게 부정적인 응답을 보낸다(246). 이로 인해, 무한 루프 
발생이 방지된다.
    

    
또한, 동일한 제 2의 요청이 디폴트 제공자에게 전해진다. 디폴트 제공자는 전환된 주소, " www.idealab.inc.new.ne
t" 를 받는다(232). 그러면, ISP DNS서버는 디폴트 제공자에 의해 접촉된다(234). ISP DNS서버는 요청된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찾는다. DNS서버는 유효한 검색에 의한 전에 캐쉬된 결과를 사용하거나 완전한 검색을 수
행하기 위해 TLD 회사에 의해 제어되는 것들에 이를 때까지 체인을 따라 더 높은 서버들과 접촉한다. 일단 발견되면, 
ISP DNS서버는 대응하는 IP주소(238)를 다시 디폴트 제공자에게 되돌린다(236). 그러면, 디폴트 제공자는 IP주소(
238)를 윈속2에게 되돌린다(240).
    

    
이 예에서 웹브라우저에 의해 만들어진 원시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윈속2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된 모든 NS
P들을 기다린다(248). 그래서 윈속2는 원시 요청(206), " www.idealab.inc" 의 레졸루션(resolution)이 양 NSP들
에 의해 완벽히 되도록 기다린다. 교대로, 원시 요청을 서비스하는 New.net NSP는 제 2의 요청, " www.idealab.inc.
new.net" 의 레졸루션이 완벽히 되도록 기다린다. 디폴트 제공자가 제 2의 요청을 완벽히 하도록 DNS서버 프로토콜과 
ISP의 DNS서버를 사용하므로 IP주소 검색은 늦춰질 수 있다.
    

일단, 상기된 모든 결과들이 윈속2에 의해 모여지면(248), 원시 요청자, 이 경우에는 웹브라우저가 윈속 2 또는 이와 
동등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 결과들을 받는다(250). 원시 검색으로부터, 윈속2는 어떠한 대응하는 IP주
소도 " www.idealab.inc" 에 대한 디폴트 제공자의 검색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다(214).

제 2의 검색으로부터, 윈속2는 New.net NSP의 " www.idealab.inc.new.net" 에 대한 검색으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을 
받으나(246), IP주소(238)를 디폴트 제공자의 " www.idealab.inc.new.net" 에 대한 검색으로부터 받는다(240). 그
러면, 웹브라우저는 요청된 인터넷 주소의 페이지를 표시한다(252).

그래서, 과정(200)에 의해, 비표준 주소들은 인터넷 상에 있는 네트워크 자원, 가령 컴퓨터 등의 대응하는 IP주소들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비표준 주소가 완전하게 표준, 즉 승인된 표준, 가령 ICANN에의해 승인된 표준 등을 
따르는 표준인 것처럼, 웹페이지 또는 다른 내용 (FTP자료등)을 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New.net 또는 다른 TLD 회사에 의해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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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에 대한 레졸루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Layered Service Provi
der)를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져 있다. LSP 솔루션(solution)은 또한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 상주하거나 호스
트된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리고 웹 기반 이메일 시스템, 가령 야후, 핫메일 등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LSP는 
또한 프락시 서버가 사용될 때 이용될 수 있다. 편리하게도, LSP의 사용은 NSP에 기초한 솔루션에 관하여 상기되었던 
바와 같이 두 개의 분리된 서비스 제공자 검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윈속2에 의해 체인들로 축적될 수 있는 LSP들의 생성이 가능하다. LSP는 디폴트 이송 서비스 제공자(TSP:Transpor
t Service Provider)의 최상부에 설치된다. LSP의 한 기능은 다양한 이유들로 두 애플리케이션사이에서 이송되는 자
료들을 필터링하는 것이다. 일례로, LSP는 TCP와 UDP(User Datagram Protocol) 트래픽을 필터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LSP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특별히, LSP는 소켓을 통해서 트래픽의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다. 소켓 트래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응용계층
의 프로토콜의 사용이 탐지될 수 있다. LSP는 HTTP 또는 프락시 응용계층 프로토콜에서 순응하지 않는 주소를 탐지
하고 프로토콜에 있는 적절한 헤더들에 포함되어져 있는 URL을 적절히 수정한다. 그래서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
소가 LSP에 의해 탐지되면, 그에 알맞게 LSP에 의한 주소 수정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를 웹브라우저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거나 선택할 때, 인터넷 주소는 IP주소의 주소를 
찾는 DNS서버로 전달된다. 인터넷 주소가 미리 정의된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고 있으면, LSP은 그 인터넷 
주소를 포착하고 ICANN 순응 TLD, 가령 " new.net" 등을 포함하는 확장자를 첨부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LS
P은 인정되고 정의된 비표준 종결부들의 리스트를 갱신하는 호스트 서버와 접촉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이와 유사하게, 프락시 서버가 사용되면, 상기와 같이, LSP은 인터넷 주소가 미리 정의된 non-ICANN 순응 TLD를 포
함하면 그 인터넷 주소를 포착한다. 프락시 서버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과 다른 서버 호스팅 웹페이지
들사이에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 인터넷 서버이다. 예를 들면, 프락시 서버는 방화벽에 상주하여 클라이언트 시스템
들이 인터넷을 통한 인증되지 않은 접속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게다가, 그 프락시는 방화벽내의 사용자들로부터 오
는 웹페이지 요청을 포착하고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다. 방화벽은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예를 들면 불쾌감을 주
는 웹사이트 등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장치이다. 프락시 서버는 또한 캐싱 서버로서의 기능
도 한다. 프락시 서버의 캐쉬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프락시 서버는 외부 인터넷에 접속을 요구함이 없이 사용자에게 
전에 접속된 웹페이지들을 나타내어 유익하게,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물론, 프락시 서버는 방화벽없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점들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한다.
    

    
그러므로,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의 일 실시예는 프락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하다. 정상적
으로, 프락시 셋업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 가령 http://madonna.mp3에 대한 요청을 보낼 때, 브라우저는 " 
http://madonna.mp3/" 라는 문자열을 프락시의 IP주소로 직접 보낸다. 그러면, 프락시는 그 요청에 대한 DNS서버 검
색을 수행하고, 그 요청된 자원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되돌려 준다. 잠재적 문제점은 프락시 서버의 DNS서
버가 비표준 도메인 명칭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 " madonna.mp3" 에 대한 요청을 리졸빙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는 점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New.net, 다른 TLD 회사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된 LSP가 n
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을 리졸빙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도 6은 TLD LSP가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는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를 탐지하고 리졸빙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600)을 설명한다. 사용자는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선택한다(602). TLD L
SP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면, TLD LSP가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소를 포착한다(604). 
non-ICANN 순응 TLD가 TLD LSP내에 리스트되어 있으면, TLD LSP는 유효한 확장자, 가령 " .new.net"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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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주소의 말단에 덧붙인다(606). 일 실시예에서, TLD LSP는 non-ICANN 순응 TLD들의 리스트들을 갱신하기 위
해 호스트 서버에 주기적으로 접촉한다.
    

그러면, 수정된 인터넷 주소는 프락시 서버에 보내진다(608). 교대로, 프락시 서버는 DNS서버에 접촉한다(610). 유
효한 확장자의 첨가때문에, 대응하는 IP주소가 찾아지고 브라우저에 되돌려진다(612). 일단, 브라우저가 IP주소를 받
으면, 브라우저는 요청받은 URL 또는 인터넷 주소를 나타낸다(614).

만약, TLD LSP가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하지 않으면, non-ICANN 순응 인터넷 주소는 프락시 서버
로 전달된다(616). 교대로, 프락시 서버는 DNS서버에 접촉한다(618). 인터넷 주소가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IP주소는 발견되지 않고 에러 메세지가 브라우저에 되돌려 진다(620).

    
도 3은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가 LSP를 사용하여 non-ICANN 순응 TLD들이 있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메
일 메세지들의 주고 받는 것을 처리하는 예시 과정(300)을 설명한다. 특별히, 과정(300)은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내에 
포함된 non-ICANN 순응 TLD을 포함하는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처리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
는, 주소 전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상기된 바와 유사하게, TLD LSP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
된다. TLD LSP는 소켓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사용자가 non-ICANN 순응 TLD들, 가령, " joe@idealab.inc" 
등으로 끝나는 그 사용자의 주소를 가진 이메일을 보내왔는지를 결정한다.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는 TLD LSP을 포함
하여, 이메일 메세지 주소를 포착하고 확장자, 가령 " .new.net" 등을 첨부하여 표준 TLD를 주소 말단에 갖게 되어서
(304), 이 예에서는 " joe@idealab.inc.new.net" 을 생성한다. 단순 우편 전송 규약(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서버는 접촉되고(306) 교대로, 그 SMTP서버는 발신자의 ISP DNS서버에 접촉한다(308).
    

    
ISP DNS서버는 도메인 명칭에 대한 MX(Mail eXchange) 리코더와 IP주소를 찾는다. MX 리코더는 도메인 명칭에 대
한 메일이 어디로 배달되어야 하는지를 특정한다. 수신자의 메일 주소가 유효하면, 대응하는 IP주소가 찾아진다. 그러
면 이메일이 클라이언트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후에 검색되도록 이메일을 저장하기 위한 서버를 통해 배달 전송
된다. 예를 들면, POP3(Post Office Protocol 3), IMAP(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등을 사용하는 POP 
서버가 수신인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메일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312).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는 수신자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면(314),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는 포착되
고 미리 첨부된 ICANN 순응 TLD 확장자, 이 예에서는 " .new.net" 가 발신자 이메일 주소로부터의 대응하는 TLD L
SP에 의해 제거된다(316). 그래서, 원시 주소, 이 예에서는 " joe@idealab.inc" 는 재산출된다. TLD LSP는 미리 정
해지거나 특정된 ICANN 순응 TLD들을 제거하도록 구성될 수 있어 다른 TLD들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
신자는 전에 첨부된 확장자를 제거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볼 수 있다(318).
    

수신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이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메일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신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메일은 수신자측에서 포착되지 않으므로 수신자는 발신
자의 주소에 첨부된 확장자가 붙은 채로 봐서(320) 이 예에서는 " joe@idealab.inc.new.net" 로 보일 것이다.

    
도 4는 발신자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402),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과정(400)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 name@yahoo.com" 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 joe@idealab.inc" 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진 제 2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발신자의 SMTP 서버는 
호스트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의해 접촉되고 그 호스트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수신자의 주소와 이메일 메세지를 SMTP
에 보낸다.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이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404), 이메일은 SMTP 서
버에 도착하기 전에 LSP에 의해 포착된다. 그러면, 유효한 TLD, 가령 " .new.net" 를 포함하는 확장자는 수신자의 이
메일 주소의 말단에 더해지고(406) SMTP 서버에 보내진다(408). 교대로, SMTP 서버는 MX 레코드와 대응하는 IP
주소를 요청하는 ISP DNS 서버에 접촉한다(410). 일단, IP주소가 찾아지면, 발신자의 이메일은 수신자의 SMTP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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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진다(412). 그러면 SMTP 서버에서, 그 이메일은 수신자의 메일 파일에 첨부되고 수신자의 메일 파일에서, 그 
이메일은 수신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배달하기 위한 수신자의 POP3 서버에 의해 후에 접속될 수 있다(414). 수신
자의 POP3 서버는 이메일 메세지를 수신자에게 성공적으로 배달한다(416). 임의로, 더해진 TLD는 표시할 목적으로 
수신자의 주소로부터 제거된다.
    

    
이메일 전환 소프트웨어가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발신자의 SMTP 서버는 TL
D LSP 포착없이 접촉되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와 메세지는 전달된다(418). 발신자의 SMTP 서버는 DNS 서버와 접
촉하여(420) 수신자의 SMTP 서버와 연관된 채,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요청한다. 이 때, DNS 서
버가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이메일 주소에 대응하는 IP주소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 Not Found" 에러 
메세지를 되돌려준다(422). 에러 메세지는 SMTP 서버에 의해 이메일의 반환 주소로 배달되고 발신자는 발신자의 PO
P/IMAP 서버를 통해 에러 메세지를 검색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500)의 개관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구조는 호스트 
서버(522),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50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504) 및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506)를 포함
한다. 클라이언트(502)는 개인용 컴퓨터,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대화형 네트워크 텔레비전, 네트워크 전화기 또는 인
터넷 액세스를 가진 다른 터미널이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 시스템(502)은 운영 시스템(508), 브라우저(510), 
윈속2내의 디폴트 제공자 NSP(512), TLD NSP(514),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아웃룩 익스프레스, 유도라(
Eudora) 또는 페가수스(Pegasus)가 될 수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516) 및 TLD LSP(524)를 포함한다. 이러한 아
이템들은 비표준 TLD들을 리졸빙하고 유효한 TLD 확장자를 덧붙이는 과정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도 1에서 4와 도 
6을 참조하여 상기된 바와 같이, 확장자, " .new.net" 또는 다른 표준 TLD 확장자는 인터넷 또는 이메일 주소에 첨부
된다.
    

    
상기된 바와 유사하게, non-ICANN 순응 TLD들을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들 또는 이메일 주소들에 대한 IP주소의 최초 
요청들이 사용자의 ISP(504)로 전송된다. 그러면, ISP(504)는 DNS 서버(506)에 접촉하여 대응하는 IP주소들에 대
한 완전한 검색을 수행한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수신할 동안, ISP(504)에 의해 작동되는 이메일 서버 시스템은 SMT
P 서버(518)와 POP3 서버(520)를 포함한다. ISP(504), 특별히 이메일 서버 내에 있는 SMTP 서버(518)는, 또한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찾기 위해 DNS 서버(506)와 통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도 1에 관하여 상기된 바와 같이, non-ICANN 순응 TLD는 사용자의 ISP에 의해 리졸빙된다. 그렇
게 함으로써, 편리하게도 non-ICANN TLD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이음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사용자는 우선 
브라우저에 non-ICANN 순응 TLD을 가진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대응하는 IP주소에 대한 요청
을 ISP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전송한다. non-ICANN 순응 TLD는 사용자의 ISP로 등록되므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는 요청된 인터넷 주소에 대응한 IP주소를 찾을 수 있다. 일단 발견되면, IP주소는 웹 브라우저에 전송된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는 IP주소를 사용하여 요청된 인터넷 주소에 연결하고 디스플레이 한다. 이와 유사하게, non-ICA
NN 순응 TLD들이 ISP 검색과 DNS 서버 시스템을 통해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non-ICANN 순응 TLD 명칭들을 포
함하는 이메일 주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접근방식에 대한 하나의 어려운 점은 non-ICANN 순응 TLD 명칭들을 
등록할 때, ISP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편리하게도,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
을 포착하고 유효한, ICANN 순응 인터넷 주소들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제공한다. 게다가, 프락시 서
버를 사용하여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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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비추어 기술되었지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자명한 타 실시예들도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단지 첨부하는 청구범위에 의해
서만 한정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은 편리하게도,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포착하
고 유효한, ICANN 순응 인터넷 주소들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제공한다. 게다가, 프락시 서버를 사용
하여 non-ICANN 순응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가진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
서,

사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서버)에서, 오직 RFC 1035를 따르는 문자들을 
이용하며 non-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널로부터 
받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상기 자료를 받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ISP DNS서버로부터 부정적인 응답을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널에서 받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고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첨부함으로써 제 2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전환 시스템에서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받는 단계
와;

대응하는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찾도록 상기 제 2 주소를 상기 ISP DNS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상기 IP주소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의 접촉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받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상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부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와 제 2 명칭공간 제공자에게 전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제 1 명칭공간 제공자에게 전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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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를 사용하는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 검색을 시도하고 상기 검색 시도의 결과로 DNS서버의 
부정적 응답을 받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를 제 2 명칭공간 제공자에게 전하고, 상기 제 2 명칭공간 제공자는 상기 제 2 인터넷 주소를 생
성하도록 상기 ICANN 순응 TLD를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첨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인터넷 주소가 리졸빙(resolving)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 1 응답을 상기 제 2 명칭공간 제공자로부
터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인터넷 주소를 상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에게 전하고 상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는 상기 제 2 주소를 상기 
ISP DNS에 전송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ICANN 순응 TLD 명칭들은 .com, .net, .org, .gov, .edu, .mil, .arpa, .int, .biz, .info, .name, .pro, .aero, .
museum, .coop 및 두 문자로 된 국가 코드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

청구항 5.

자원 주소들이 제 1 표준을 따르는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가지도록 요구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기 자원 주소
들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RFC 1035를 따르는 제 1 주소가 제 1 비표준 TLD 명칭군에 속하는 비표준 TLD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
된 제 1 명령어와;

상기 제 1 주소가 상기 제 1 비표준 TLD 명칭군에 속하는 비표준 TLD를 가지는 것을 결정하는 상기 제 1 명령어에 응
답하여 적어도 하나의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RFC 1035를 따르는 주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
하도록 구성된 제 2 명령어와;

상기 첨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를 IP주소로 전환할 서비스에 상기 첨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 3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제 1 명칭공간 제공자와 제 2 명칭공간 제공자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는 표준 TLD 명칭들을 가진 
주소들을 리졸빙하도록 사용되고 상기 제 2 명칭공간 제공자는 비표준 TLD 명칭들을 가진 주소들을 리졸빙하도록 사
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칭공간 제공자 및 상기 제 2 명칭공간 제공자를 지지하고 브라우저를 그 곳으로 인터페이싱하는 윈도우 소
켓 레이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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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첨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프락시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프락시 서버가 상기 첨
부된 표준 TLD를 가진 상기 제 1 주소에 대응하는 상기 자료를 리졸빙할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제공하
도록 구성된 제 4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령어 와 상기 제 2 명령어는 웹페이지에 삽입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령어 와 상기 제 2 명령어는 웹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령어 와 상기 제 2 명령어는 기계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12.

비표준 최상위 도메인(TLD)을 가진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원들에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비표준을 따르는 TLD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들을 필터링하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표준 TLD
들을 첨부하도록 구성된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LSP에서 비표준 TLD를 갖는 제 1 인터넷 주소를 받고 상기 LSP는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의 비표준 TLD가 제 
1 비표준 TLD군에 있음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의 비표준 TLD가 제 1 비표준 TLD군에 있는지를 결정할 때, 수정된 제 1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
도록, 적어도 하나의 소정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인터넷 주소에 더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제 1 인터넷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프락시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프락시 서버가 상기 수정된 제 1 인터
넷 주소를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에 제공할 수 있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비표준 TLD군을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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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LSP는 HTTP와 프락시 응용 계층 프로토콜중의 어느 하나에서 상기 비표준 TLD를 탐지하고, 적합한 프로토콜 
헤더에 포함된 상기 인터넷 주소를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비표준 최상위 도메인 명칭들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비표준 TLD가 있는 제 1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가진 이메일을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상에서 포착(intercept)하
도록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를 사용하는 단계와;

상기 제 1 수신자 이메일 주소에 표준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LSP를 통해 덧붙여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
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상기 발신자의 SMTP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수정된 수신자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대해 대응하는 IP주소를 찾도록 DNS(도메인 네임 시
스템)서버에 접촉하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상기 발신자의 SMTP 서버에 되돌리는 단계와;

상기 대응하는 IP주소를 사용하는 상기 수신자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상기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상기 이메일을 전송하
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을 상기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에게 배달할 목적으로 상기 이메일 서버 시스템에 상기 이메일을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자와 관련된 
이메일 파일에 상기 이메일을 첨부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은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통해 상기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은 웹 기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상기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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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서버 시스템은 SMTP 서버와 POP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LSP는 디폴트 전송 서비스 제공자(TSP)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1.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들이 있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 1 이메일 주소는 의도하는 이메일 수신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상기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상에서 발신자가 발
송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와;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에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하여 제 2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서버에 대응하는 IP주소를 찾도록 SMTP 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
서버)에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IP주소를 찾는 단계와;

상기 이메일에 상기 수신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상기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찾은 IP주소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과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를 상기 수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상에서 받는 단계와;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를 재생성하기 위해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의 말단에서 적어도 상기 ICANN 순응 TLD를 자동적
으로 제거하는 단계와;

제 1 이메일 주소와 연결된 상기 이메일을 상기 수신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
소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non-ICANN 순응 TLD 명칭들을 포함하는 이메일 주소들을 필터링하고 적어도 대응하는 ICANN 순응 TLD 명칭들을 
첨부하는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4.

 - 18 -



공개특허 특2003-0024678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과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상기 발신자의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관련된 프락시 서버에 전
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일 서버는 단순 우편 전송 규약(SMTP)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상기 서버는 SMTP 서버와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POP) 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방법.

청구항 27.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갖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는 의도하는 이메일 수신자와 관련되며, 발신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
가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제 1명령어와;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가 상기 non-ICANN 순응 TLD 명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상기 제 1 명령어의 결정에 응답하
여 적어도 하나의 ICANN 순응 TLD를 포함하는 확장자를 상기 제 1 이메일 주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첨부함으로써 
제 2 이메일 주소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제 2 명령어와;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가 서버 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DNS서버)에 전송되어 대응하는 IP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제 3 명령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령어는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LSP)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첨부된 확장자를 제거하도록 구성된 제 4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30.

non-ICANN 순응 최상위 도메인(TLD) 명칭을 갖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최초로 받은 이메일에 대한 제 1 이메일 주소가 소정의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구성된 제 1 명령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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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목적으로 상기 소정의 도메인을 제거함으로써 제 2 이메일 주소를 형성하도록 구성된 제 2 명령어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명령어는 계층적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메일 주소가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성된 제 3 명령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은 발신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의해 첨부되어 있었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 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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