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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NS(Domain Name Service) 시스템은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 IP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DNS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
다. 그 외에 DNS와 관련된 서비스 혹은 정보들을 DNS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IP-USN 
(IP-Ubiqitous Sensor Network) 환경은 IP를 사용하는 USN 환경이므로 IP 네트워크에서 사
용가능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DNS 시스템을 이용하여 IP-USN 환경의 노드가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조에 대해서 연구한다.

   

1. 서론 

   IP-USN은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USN 환

경에 IP를 사용하는 통신을 목시킨 네트워크 기술이다. 

IP-USN 환경에서 사용되는 노드들은 무선으로 주변의 노

드들과 연결되며,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들을 찾아서 사용

한다. IP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사용

하여 목 하는 노드에 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

은 자원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부분의 경우 URL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근

하고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부분의 경우 

도메인 네임으로 얻어지는 서비스 혹은 자원의 치에 

한 정보를 IP 주소로 바꾸어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IP-USN의 노드들은 목 지의 IP 주소를 얻기 해서 

DNS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IP주소를 얻게 된다. 결국 

노드들은 서비스에 근하기 해서는 DNS 시스템을 이

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DNS는 IP-USN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의 하나

이다. 본 고에서는 서비스 탐색을 해서 별도의 service 

discovery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DNS를 사용하여 필요

로 하는 서비스에 근하여 오버헤드를 이고 빠르게 원

하는 서비스를 찾는 방법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IP-USN

2.1.1 IP-USN 라우터

   IP-USN 라우터는 IP-USN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연

동하는 역할을 한다. IP-USN에 속가능한 단말과 인터

넷에 속 가능한 단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양쪽으로 

모두 연결이 가능하다.

   한 라우터는 IP-USN 환경을 리하기 한 매니  

기능, IP-USN 노드의 상태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

을 수 있다.

   IP-USN 라우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IP-USN과 인터넷의 연동 지원

� IP-USN 네트워크 리 지원

� IP-USN 노드 리 지원

� IP-USN 네트워크 구축 지원  라우  지원

� IP-USN 네트워크 주소 할당

� IP-USN과 인터넷 사이의 라우  지원

� IP-USN 노드들에게 IP 주소 할당 기능

� 패킷의 Fragmentation/ Defragmentation 지원

   IP-USN을 구성하는 라우터는 하나이상으로 IP-USN

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IP-USN 라우터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IP-USN 라우터를 통

해서 모든 트래픽이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

에 부하가 집 되게 된다.

   하지만 다 의 IP-USN으로 구성되는 IP-USN 환경에

서는 각 노드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라우터를 기본 라

우터로 지정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 환경에서는 노드들은 자신의 IP-USN 라우터가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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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연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IP-USN 라

우터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IP-USN 네트워크는 다  라우터 환경이 하나

의 IP-USN 라우터를 사용한 환경보다 강한 생존성을 가

지게 된다.

2.1.2 IP-USN 노드

   IP-USN 노드는 IP-USN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성 

요소로 제한 인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IP-USN의 목 에 

따라 각종 센서 혹은 데이터를 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IP-USN 노드들은 한정된 에 지를 가지고 있

거나 제한 인 네트워크 역폭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송

수신하는 면에 있어서 제한되는 면들이 많다. 그리고 

IP-USN 노드들은 IP를 통한 통신을 하기 때문에 IP 주소

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IP-USN 노드들은 IP-USN 환경에서 통신이 가능하도

록 하기 해서 필요한 IP 주소를 모두 IP-USN 라우터를 

통해서 받게 된다. IP-USN 라우터는 자신의 주변 

IP-USN 노드들, 그리고 자신을 기본 라우터로 이용하는 

IP-USN 노드들에 해서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IP 노드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소를 사용하여 외부의 

인터넷과 통신을 하거나 혹은 IP-USN 노드들끼리 통신을 

할 수가 있다.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네트워

크 서비스에 직 으로 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

는 장 도 있다.

2.2 Service Discovery

2.2.1 SLP

   SLP는 가장 리 알려진 service discovery 방법의 하

나이다. SLP는 DA, SA, UA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며, UA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SA의 주소를 DA

를 사용하여 알아내어 속하는 시스템이다.

UA

DA

SA

SA

SrvReg

SrvRply

SrvRqst

SrvRqst
SrvReg

(그림 1) SLP의 시스템 구조

   SLP의 구조는 (그림 1)와 같다. UA는 DA를 통해서 

SA에 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구조는 체 노드들이 무선으로 이루어져 이동

하는 IP-USN에서 그 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2.2 uPnP

   uPnP(Universal Plug & Play)는 말 그 로 사용자가 서

비스를 사용하기 해서 특별한 설치를 한 제어를 하지 

않아도 PnP와 같이 자동으로 인식  서비스 사용을 

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다.

   uPnP는 XML을 사용하고 UDP 에서 HTTP를 사용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을 해서는 XML

을 해석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필수 이다. 하지만 

IP-USN에 사용되는 노드들은 XML을 해석을 한 부분

을 넣기에는 자원이 아주 빈약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3 DNS

2.3.1 DNS의 계층구조

   DNS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IP 주소를 얻도록 구

성된 분산된 구조의 네이  시스템이다.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 신 사람이 읽기 쉽고 해독이 쉬운 형태로 만들어

진 이름으로 계층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ROOT

Kr. edu. gov. com.

ac

ajou

www ftp

sun

ftpwww

ROOT 

Domain

최상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3단계

Hostname

Hostname

(그림 2) DNS 계층도

   (그림 2)의 DNS 계층도는 DNS의 이름을 배정하는 방

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DNS 시스템에서는 ROOT 도메

인에서 하  도메인들에 한 정보를 리하고 이들 하  

도메인들의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DNS 서버는 계층 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신이 할하는 도메인 네임에 해서는 모든 정보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질의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에러를 리턴하기 해서 혹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리턴

하기 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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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DNS의 Resolve 방식

   도메인 네임에 해서 질의를 하기 해서는 클라이언

트는 먼  자신이 질의할 DNS 서버의 IP 주소를 알고 있

어야 한다. DNS 서버의 IP 주소를 미리 알고 있고 이 

DNS 서버에게 자신의 질의를 보내게 되면 DNS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되돌려주게 된다.

   DNS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한 

IP 주소를 알아내기 해서 다른 DNS 서버들에게 반복

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가장 상 의 ROOT DNS 서버부

터 시작하여 클라이언트가 찾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을 가

지고 있는 DNS 서버에게 도달하기까지 연속 으로 반복

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2.3.3 DNS의 서비스 정보 제공

   DNS는 RFC 2782를 통해서 서비스를 SRV 코드를 

통해서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들에 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NS의 SRV 코드는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들에 

해서 로토콜과 서비스의 이름으로 찾는 경우 해당하는 

값에 해서 리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DNS로 오는 

쿼리에서 서비스를 찾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

서 응답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DNS의 SRV 정보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호

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순 , 서비스의 부하의 수용 가

능성을 사용한다. 

...

_foobar._tcp SRV 0 1 9 old-slow-box.example.com.

            SRV 0 3 9 new-fast-box.example.com. 

            SRV 1 0 9 sysadmins-box.example.com.

            SRV 1 0 9 server.example.com.

server A  172.30.79.10

old-slow-box A 172.30.79.11

sysadmins-box A 172.30.79.12

new-fast-box A 172.30.79.13 

*._tcp SRV 0 0 0 .

*._udp SRV 0 0 0 . 

(그림 3) DNS Zone 일의 형식

   (그림 3)에서는 DNS에서 SRV 코드를 설정하는 

제를 보여 다. 다수의 _foobar._tcp에 해당하는 서버들의 

정보가 있으며, 우선 순 와 이들 호스트들의 부하 수용 

가능성 그리고 포트 번호를 주어 서비스에 근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3. IP-USN을 한 DNS

   DNS 시스템은 계층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을 하  단계의 도메인 서버에게 임하는 방

식으로 도메인에 한 구조를 분산하고 있다. 그래서 도메

인 네임에 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 서버가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

상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DNS 정보를 찾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바

와 같이 DNS 서버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

고 DNS 서버는 자신이 받은 질의에 해서 ROOT 서버

나 자신의 상  DNS 서버를 통해서 질의에 한 IP 주소

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DNS 서버는 자신의 도메인에 해서 모

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모든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면 DNS 질의에 해서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된다.

   USN 환경에서 USN 노드들은 자신의 기본 라우터로

부터 DNS 질의를 보낼 DNS 서버의 정보를 받게 된다. 

USN 노드들이 DNS 질의를 보내기 해서는 먼  등록

되는 DNS 서버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IP-USN 라우터가 USN 노드들에 한 DNS 정보를 

리하는 경우 다  USN 라우터들이 존재하는 USN 환

경에서는 USN 노드들의 정보가 분산 으로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는 USN 노드들은 자신의 기본 라우터

를 통해서 DNS 서버에 속하면서 분산된 DNS 정보들

에 근할 수가 있어야 한다.

   USN 라우터들은 DNS 서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외부의 DNS 서버에 근하여 DNS 정보를 수정하거나 

가져올 수가 있어야 한다.

4. 제안하는 DNS 서비스 탐색 환경

   IP-USN 환경에서 DNS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

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 하나의 IP-USN 라우터로 구성된 IP-USN 네트워크

� 다수의 IP-USN 라우터를 가지고 다수의 IP-USN 

DNS를 가지는 네트워크 환경

� 다수의 IP-USN 라우터를 가지고 외부의 IP-USN 

DNS 정보를 리하는 네트워크 환경

   이  하나의 IP-USN으로 리하는 경우에는 DNS 

정보가 한 곳에서 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나 다수

의 IP-USN 라우터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분산된 정보를 

리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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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다수의 IP-USN 라우터 환경에서의 분산 

DNS

   이 환경은 IP-USN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질의하기 

해서 사용하는 DNS 서버들이 IP-USN 라우터상에서 

동작하는 시나리오이다. IP-USN 노드들이 기본 라우터에

게 DNS 질의를 보내게 되면 라우터들은 자신의 DNS 서

버에서 정보를 찾아서 질의의 결과를 리턴하게 된다.

   다  라우터 환경에서 동작하는 IP-USN 환경에서 라

우터들은 IP-USN 내의 노드들에 한 DNS 정보를 분산

하여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분산된 정보들을 모두 검색하기 

한 메카니즘을 추가하거나 혹은 분산된 정보들을 모아

서 DNS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IP -USN 라우터

    IP -USN 노드

(그림 4) 분산 DNS를 사용하는 다중 라우터 환경

   (그림 4)는 분산 DNS를 사용하는 다  라우터로 구성

된 IP-USN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4.1.2 외부의 DNS 서버에 근하기

   이 환경은 IP-USN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DNS 질의

를 보내기 해서 사용하는 DNS 서버를 라우터에서 동작

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DNS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라우터들이 직 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DNS 서버에 질의를 보내어 그 질의의 

결과를 받도록 하는 구조이다. 

    IP-USN 라우터

    IP-USN 노드

DNS 서버

(그림 5) 외부 DNS를 사용하는 다중 라우터 환경

   (그림 5)는 IP-USN의 외부에 DNS 정보를 리하는 

서버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6. 결론

   IP-USN 환경은 기존의 IP 네트워크 환경과는 달리 

USN 환경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IP-USN의 노드들이 서비스를 탐색하기 해서 어떻게 서

비스 정보에 근하고 이를 이용할 것인지 근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NS를 사용하여 IP-USN 환경에 사용

가능한 service discovery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해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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