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2-002674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7

H04Q 9/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2-0026745
2002년04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0-0057990         
(22) 출원일자 2000년10월02일         

(71)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윤종용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72) 발명자 최문정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황골마을쌍용아파트249-1806호

(74) 대리인 정홍식

심사청구 : 없음

(54)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통신방법

요약

    
본 발명은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시스템은 복수
개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기기들 중 제 1기
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업서버; 상기 네트워
크내의 기기들에게 호스트명을 제공하는 DNS서버; 및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게 사설 IP어드레스를 할당하는 D
HCP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인텔리전트 기기뿐만 아니라 더미 기기까지도 IP를 기반
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홈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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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홈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홈네트워크의 초기화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로컬네트워킹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서버의 해제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아웃고잉 네트워킹에서 패킷변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인커밍 네트워킹 방법의 신호흐름도이다.

도 9는 인커밍 네트워킹에서 패킷변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네트워크 시스템
에서의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홈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기기로는 퍼스널 컴퓨터, 팩스, 스캐너, 프린터 등과 같은 정보계 기기와, 
TV, 셋탑박스, DVD, VCR, 오디오, 캠코더, 가정용 게임기 등과 같은 A/V기기와, 커피메이커,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
기, 전자레인지, 카메라 등과 같은 제어계기기 및 리모콘, 인터폰, 센서, 라이트 등과 같은 더미기기가 있다.

이들 기기들은 도 1에 나타낸 것같이, 홈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USB, IEEE1394, 전화선, 파워선, W
ireless Lan, 블루투쓰(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다.

홈네트워크내의 기기들이 서로 다른 복수개의 서브망을 구축하고 있고, 각 기기들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홈네트워크 구성방법으로서 분산되어 있는 가정내의 기기들에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공통의 가
상 컴퓨팅환경을 구축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도 2는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미들웨어는 이기종간 디바이스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홈네트워크내에서 여러 기기들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위치하고, 클라이언트 서버환경에서는 분산된 애플리케이션과 분산된 데
이터를 투명하게 연결한다.

다양한 통신프로토콜, 시스템구조, OS,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따라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26745

 
현재까지 제안된 홈네트워크의 미들웨어 방식으로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 HAVi(Home AV Interoper
ability), JINI, Home Wide Web 등이 있다.

이중에서, HAVi는 IEEE1394를 기반으로 설계된 별도의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지만, 인터네트워킹에는 미흡하다.

또한, UPnP, JINI는 인터네트워킹을 위해 TCP/IP프로토콜을 하부에 사용하고 있으며, PC 및 PC 주변기기 사이의 네
트워킹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디지털 가전 기기들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오디오/비디오 데이터)에는 미흡하다.

TCP/IP기술을 사용하면 홈네트워크를 벗어나도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집안의 여러 가지 제품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홈네트워크의 경우, 별도의 네트워크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
문에 가능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가 요망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인텔리전트 
기기뿐만 아니라 더미 기기까지도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네트
워크 내의 기기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인텔리전트 기기뿐만 아니라 더미 기기까지도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내의 로컬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외부와의 인터네트워킹도 가능한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기들에 대한 정보
를 등록하고, 상기 기기들 중 제 1기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룩업서버;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게 호스트명을 제공하는 DNS서버; 및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
에게 사설 IP어드레스를 할당하는 DHCP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제
공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기기들을 관리하는 룩업서버를 포함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룩업서버가 상기 기기들로부터 각각 그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
공받아 등록하는 단계; 상기 기기들 중 제 1기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상기 룩업서버에 요구하여 
제공받는 단계; 및 상기 제 1기기가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2기기에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이 제공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홈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홈네트워크(1)와 홈네트워크(1)의 외부에 있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네트워크(1)는 IP백본망(10), 게이트웨이(12), 브라우터(14), 서비스에이전트(16), DNS서버(18), DHCP서버(2
0), 룩업서버(22), IP 서브망(24), 비IP 서브망(26) 및 로컬장치(LD1, LD2, LD3)를 포함한다.

한편, 홈네트워크(1)의 외부에는 홈네트워크와 접속하기 위한 원격장치1(42), 외부DNS서버(30), 인터넷(40), 외부 
홈네트워크(44) 및 외부 홈네트워크(44)에 접속되어 있는 원격장치2(43)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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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네트워크에 대하여 설명한다.

게이트웨이(12)는 홈네트워크(1)가 다른 홈네트워크 및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
노드이다.

따라서, 게이트웨이(12)에서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사설 IP 어드레스와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
크에서 사용되는 공용IP어드레스 사이의 변환이 행해진다.

또한, 홈네트워크(1)내의 기기들은 인텔리전트 기기인 경우 IP서브망(24)에 연결되고, 더미기기와 같은 비인텔리전트 
기기들은 비IP서브망(26)에 연결되어 있다.

더미기기는 자체 제어능력이 없고, 단순히 규정되어 있는 동작만을 행하는 전등, 문, 세탁기와 같은 기기들이다.

홈네트워크 내부의 기본 프로토콜은 TCP/IP를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복수개의 노드가 연결된 환경에서 특정 노
드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홈네트워크내의 모든 노드를 IP 어드레스로 구별한다.

DNS(18)는 홈네트워크(1)내의 장치에 호스트명을 제공한다.

한편, 홈네트워크(1)내의 장치의 호스트명은 사용자에 의해 부가되거나 장치의 기능적 의미를 나타내도록 이미 만들어
진 디폴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디폴트 네임이 존재할 경우에는 확장 넘버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호스트명은 
그 장치의 사설 IP 어드레스를 할당받기 위해 DHCP(20)에 의뢰할 때 사용한다.

DHCP(20)는 홈네트워크(1)내의 기기들에게 고유식별자(즉, IP어드레스)를 제공한다.

브라우터(Brouter)는 브리지 및 라우터로서 IP백본망(1)과 IP서브망(24) 사이에 존재하며, 백본망(1)과 IP서브망(
24)간에 전송되는 IP패킷의 경로를 찾아준다.

서비스 에이전트(16)는 비IP서브망(26)과 IP백본망(10)사이에 있으면서, 비IP 노드에 IP네트워킹을 이용하는 서비
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서비스를 변환하는 기능을 행한다.

서비스 에이전트(16)는 TCP/IP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기를 홈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비IP서브망(26)에 접속
되어 있는 각각의 기기들(이하, 비IP기기라고 칭한다)을 대신하여 각각의 기기들이 DHCP서버(20)로부터 사설 IP어드
레스를 할당받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에이전트(16)는 비IP노드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즉, 비IP노드가 파워온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은 홈네
트워크에 삽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와 같은 상태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비IP기기를 대신하여 할당 받아온 사설IP 어드레스를 관리하고, 여러 개의 비 IP기기의 사설 IP어드레스와 그들
의 하드웨어 어드레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홈네트워크내의 기기들은 다른 기기에 접속을 요구하면 클라이언트(Service Client)로 정의하고, 다른 기기에 의해 접
속이 요구될 때 접속을 제공하면 서버(Service Server)로 정의한다.

서버는 항상 자신이 제공하는 억세스 포인트를 열어 놓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들어오면 접속된다.

그러나, 홈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들은 접속 요구와 접속 제공의 경우에 따라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홈네트워크에서 각 기기들의 동작상태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지 서버로 사용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
이다.

 - 4 -



공개특허 특2002-0026745

 
즉, 어떠한 기기가 DHCP에 접속하여 자신의 IP어드레스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기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DHCP
는 서버가 된다.

그러나, 그 기기가 자신의 동작을 다른 기기의 요청을 받고 제공할 때에는 서버가 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는 직접 인터페이스(Direct Interface)와 간접 인터페이스(Indirect Interface)가 있
다.

직접 인터페이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IP네트워킹 패스를 통하여 데이터 유닛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이고, 간접 인터페
이스는 서버가 비IP노드인 경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서비스 에이전트를 통하여 데이터 유닛을 주고 받는 것이
다.

룩업 서버(22)는 홈네트워크(1)내에 있는 기기들의 등록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서버이다.

홈네트워크(1)내에 있는 기기들에 할당된 IP어드레스를 룩업서버(22)가 관리하므로, 홈네트워크 내부의 모든 노드는 
네트워크 미디어 인터페이스에 무관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룩업서버(22)는 외부DNS서버(30)에 홈네트워크의 URL 및 홈네트워크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공용IP 어드레스
를 등록하여 홈네트워크와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홈네트워크(1)의 외부에 있는 장치 및 네트워크에 대하여 설명하면, 외부DNS서버(30)는 홈네트워크(1)의 룩
업서버(22)로부터 홈네트워크의 URL 및 홈네트워크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공용IP 어드레스를 등록받아 저장하고 있
으므로, 홈네트워크 외부에서 홈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에 있어서 접속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와 통신하는 로컬네트
워킹과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인터네트워킹이 있다.

또한, 인터네트워킹에는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서 홈네트워크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임의의 노
드에 아웃고잉 네트워킹과 홈네트워크 외부의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임의의 노드에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 접속하는 인커밍 네트워킹이 있다.

먼저, 홈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기기가 홈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다른 기기에 접속하는 로컬 네트워킹 방법에 대하여 도
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홈네트워크 내의 기기들은 전원이 온상태로 되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초기화과정을 수
행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노드의 IP어드레스, 노드의 호스트네임, 노드의 도메인네임, 노드가 사용할 서브
넷마스크, 노드가 사용할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노드가 사용할 DNS 서버 어드레스가 있다.

도 4는 홈네트워크의 초기화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각각의 노드가 자신이 사용할 사설 IP 어드레스를 얻도록 하기 위해, DHCP서버(20)가 도메인명을 DNS(18)에 요구
하면(202), DNS(18)는 DHCP(20)에 그 도메인 네임을 응답한다(204).

그러면, 홈네트워크에 있는 서버(SS) 및 클라이언트(SC)가 DHCP서버(20)에 IP어드레스를 요청하고(206, 208), D
HCP(20)에서 서비스 서버(SS) 및 서비스 클라이언트(SC)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한다(21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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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IP서브망(26)에 접속되어 있는 비IP기기들은 서비스에이전트(16)가 비IP기기들을 대신하여 DHCP서버(20)
에 IP어드레스를 요청한다.

DHCP(20)는 DNS(18)에 기기의 도메인명과 IP어드레스를 통보하고(216), DNS(18)는 기기의 도메인명과 IP어드레
스를 저장한다(216).

서버(SS)는 룩업서버(22)에 자신의 디바이스 유형, 벤더, 모델명, 시리얼넘버와 같은 기기정보와 할당된 IP 어드레스, 
URL등과 같은 자신들의 정보를 룩업서버에 등록한다(218).

도 5는 로컬네트워킹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설명한 초기화 과정을 끝낸 홈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SC)가 룩업서버(22)에 서버(SS)에 접속하기 위한 조회
신호를 보내면(306), 룩업서버(22)는 서버(SS)에 대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낸다(308).

이때, 전송되는 정보는 서버(SS)의 IP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서비스 클라이언트(SC)는 전송된 IP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서버(SS)에 접속을 요구하고(310), 서비스서버(S
S)는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응답신호를 보낸다(312).

한편, 서비스 에이전트(16)는 TCP/IP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기를 홈네트워크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비IP기기들의 상태
와 사설 IP 어드레스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클라이언트(SC)가 비IP노드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서버는 항상 서비스 
에이전트(16)가 된다.

도 6은 서버의 해제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룩업서버(22)는 서버(SS)에 상태여부를 체크하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고(402), 서비스 서버(SS)로부터 응답신호
가 없으면(404), 등록해제과정을 행한다.

또한, 서버가 등록의 해제를 룩업서버에 요구하면(406), 등록해제과정을 행한다.

룩업서버(22)는 DHCP(20)에 IP어드레스 할당을 해제해줄 것을 의뢰하고(408), DHCP(20)는 IP어드레스 할당을 해
제한다(410).

또한, DHCP(20)는 DNS(18)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의 해제를 의뢰하고(412), DNS(18)는 DHCP(20)에 서비스 해
제에 대한 응답을 한다(414).

다음은 상기 설명한 초기화과정, 로컬 네트워킹 과정, 등록해제과정을 기초하여 인터네트워킹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아웃고잉 네트워킹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아웃고잉 네트워킹에서 패킷변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설명한 초기화 과정을 통해 홈네트워크내의 각각의 기기들에는 사설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다. 그런데, 인터
넷상에서는 사설 IP 어드레스를 이용하는 패킷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홈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공용 IP어드레스를 공
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용 IP 어드레스 공유방법으로는 NAPT(Network Address Port Translation)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NAPT(Network Address Port Translation)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외부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네트워크의 진입
점에 해당하는 노드에서 내부와 다른 외부 포트값을 할당하여 외부에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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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부에서 이에 대한 응답패킷이 도달하는 경우에 패킷에 포함되어 있는 포트값을 기반으로 하여 원래의 IP어드
레스와 포트값으로 복원해 낸다.

NAPT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는 널리 알려진 주지의 기술이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다음은 인커밍 네트워킹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인커밍 네트워킹 방법의 신호흐름도이고, 도 9는 인커밍 네트워킹에서 패킷변환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홈네트워크(1)가 ISP와 같은 인터넷 접속를 제공하는 서버를 통하여 IP어드레스를 할당받으면(502), 홈네트워크(1)
의 룩업서버(22)는 외부 DNS서버(30)에 홈네트워크의 URL 및 홈네트워크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공용IP 어드레스를 
등록한다(504).

따라서, 외부에 있는 원격장치들 즉, 원격클라이언트(42 또는 43)는 외부 DNS서버(30)에 홈네트워크(1)의 공인 IP
어드레스를 요청하면(506), 외부 DNS서버(30)는 홈네트워크(1)의 공인 IP어드레스를 통지한다(508).

원격클라이언트(42 또는 43)는 홈네트워크(1)의 공인 IP어드레스를 이용하여, 홈네트워크(1)의 룩업서버(22)에 접
속한다(510).

그러면, 룩업서버(22)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홈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512). 이때, 전송되는 정
보는 홈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 대한 사설IP어드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원격클라이언트(42 또는 43)는 룩업서버(22)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접속하고자 하는 기기에 접속한
다(514).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로컬네트워킹과 인터네트워킹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사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한 변형이 가능함
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권리를 청구하는 범위는 상세한 설명의 범위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청구범위로 한정
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이 제공되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들을 인텔리전트 기기뿐만 아니라 더미 기기까지도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내의 기기에 접속할 수 있다.

더욱이, 네트워크 내의 로컬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외부와의 인터네트워킹도 할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기기들 중 제 1기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업서버;

 - 7 -



공개특허 특2002-0026745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게 호스트명을 제공하는 DNS서버;및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게 사설 IP어드레스를 할당하는 DHCP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는 IP어드레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가 더미기기인 경우, 상기 더미기기들을 관리하는 서비스에이전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는 상기 DHCP에 상기 더미기기들에게 사설 IP어드레스를 할당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룩업서버는 상기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는 외부DNS서버에 상기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를 등록하여, 외부 네트워
크에서 상기 네트워크 내부의 노드에 접속하고자 할 때, 상기 외부 DNS서버가 상기 네트워크의 IP어드레스를 제공하
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내에 있는 기기중 어느 하나가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에 접속하고자 할때, NAPT 프로토콜을 이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제 5항 또는 6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네트워크는 인터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8.

복수개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기 기기들을 관리하는 룩업서버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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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룩업서버가 상기 기기들로부터 각각 그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등록하는 단계;

상기 기기들 중 제 1기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상기 룩업서버에 요구하여 제공받는 단계;및

상기 제 1기기가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2기기에 접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기기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 2기기의 IP 어드레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룩업서버는 상기 등록된 기기들에 상태여부를 체크하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단계; 및

상기 체크신호에 대한 응답신호가 없는 경우, 등록을 해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더미기기들을 관리하는 서비스에이전트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기기가 접속하고자 하는 제 2기기가 더미기기인 경우, 상기 제 1기기는 상기 서비스에이전트를 통하여 접속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은

(a)상기 네트워크가 인터넷 접속를 제공하는 서버를 통하여 공인IP어드레스를 할당받으면, 상기 할당된 IP어드레스를 
외부 DNS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b)상기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는 원격기기들이 상기 외부 DNS서버에 상기 네트워크의 IP어드레스를 요구하는 단계;

(c)상기 외부 DNS서버가 상기 네트워크의 IP어드레스를 제공하는 단계;및

(d)상기 네트워크의 IP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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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내의 룩업서버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원격기기는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기기에 접속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내의 기기들에 대한 정보는 상기 기기들의 사설IP어드레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IP를 기반으로 한 네트
워크 시스템에서의 통신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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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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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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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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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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