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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홈 네트워크에서 동적 네트워킹을 실현하는 장치의 대등연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홈 네트워크에서 동적 네트워킹을 실현하는 경우의 장치연결방법에 관한 것인데, 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중의 대등장치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장치연결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포함한다: 연결개시장

치가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장치연결청구를 발송하는 단계; 연결목표장치가 랜덤방식으로 연결도전값을 생성하여, 연결개

시장치에 발송하는 단계; 연결개시장치가 연결도전값에 근거하여 연결응답값을 생성하여, 연결목표장치에 발송하는 단계;

연결목표장치가 연결응답값에 근거하여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연결개시장치가 연결회

답 메시지에 근거하여 연결 결과를 판단하고, 연결회답 메시지가 성공임을 표시한 경우, 연결개시장치와 연결목표장치 사

이에 대등연결을 설정한다. 연결단절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미 대등연결관계를 설정한 장치간의 임의의 장치

가 상대방 장치를 향해 연결단절 메시지를 발송하면, 연결이 단절된다. 개시장치와 목표장치는 상호 서비스 제공장치 및

서비스 사용장치가 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등장치의 연결설정방법과 연결단절방법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크에서 동적 네트워킹을 실현시 장치대등 연결방법에 있

어서,

대등연결 지지가 필요한 모든 장치에 대하여 연결설정을 진행하는데, 연결을 허가하는 사용자의 명칭, 비밀번호를 포함하

는 계정 데이터, 장치가 허가하는 최대 일괄발송연결수에 대한 실행 연결 배치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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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대등장치의 연결설정방법은:

a. 홈 네트워크 중의 연결개시장치가 네트워크 중의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장치연결청구를 발송하는 단계;

b. 연결목표장치가 연결을 허가하는 연결개시장치를 향하여, 랜덤방식으로 연결도전값을 생성하여,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상기 연결도전값을 발송하는 단계;

c. 연결개시장치가 수신한 연결도전값에 근거하여 연결응답값을 생성하여, 연결목표장치에 발송하는 단계;

d. 연결목표장치가 수신한 연결응답값에 근거하여 연결발기장치를 향해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 연결개시장치가 수신한 연결회답 메시지에 근거하여 연결결과를 판단하고, 만약 연결회답 메시지에 연결결과가 성공임

을 표시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연결개시장치와 연결목표장치 사이에서 대등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또한, 연결단절방법은:

f. 연결개시장치 또는 연결목표장치가 상대방 장치를 향해 연결단절 청구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g. 연결단절 청구메시지를 수신한 연결목표장치 또는 연결개시장치가 당해 차수에 연결이 단절되었다고 인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에 대하여 연결설정을 하는 경우, 장치에 있어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진행

하거나, 또는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의 인터페이스를 소유한 기타 장치를 통하여 상기 장치에 대하여 원격설치를 진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개시장치는 서비스 제공장치 또는 서비스 사용장치이고; 상기 연결목표장치도 서비스 사용장치 또는 서비스 제

공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중의 장치연결청구에서, 메시지 필드는 메시지 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사용자 명칭 및 연결청구 일련번호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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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단계에서, 상기 연결에 대한 허가는: 현재 이미 연결목표장치와 연결한 장치 개수가 허가하는 연결 장치 개수의 최

고치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고; 연결목표장치 중에 연결개시장치의 사용자 정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연결목표장치와 연결한 장치의 개수가 허가하는 연결장치 개수의 최고치에 도달한 경우, e단계에서, 연

결목표장치가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결과가 과부하인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며; 상기 b단계에서, 연결목표장치 중

상기 연결개시장치의 사용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e단계에서, 연결목표장치가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결과가 엑세스 금지인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

대등연결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 메시지 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회답 일련번호, 연결결과, 인증 계산법 식별부호 및, 도전값을 포함하

는 연결도전값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에서 메시지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청구 일련번호 및 응답문자열로 구성된 응답값을 포함하는 도전응답값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서 메시지2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회답 일련번호 및, 연결결과를 포함하는 메시지 필드를 가지는 연결

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에는 연결목표장치가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성공을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연결회답 메세지를 발송하

면, 연결목표장치와 연결개시장치가 각각 장치의 현재 연결수에 1을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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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b단계에서, 상기 연결목표장치는 동시에 연결도전값을 더 저장하고; 상기 단계c에서, 상기 연결개시장치는 연결도전

값에 대응되는 시크리트 키 정보를 검색하여, 연결도전값과 함께 상기 연결응답값을 생성하며; 상기 d단계에서, 연결목표

장치가, 저장한 연결도전값 및 이 연결도전값에 대응되는 시크리트 키에 근거하여, 연결응답값의 정확성을 판단하는데, 정

확한 경우 연결개시장치를 향하여 연결성공을 포함한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결개시장치를

향하여 엑세스 금지를 포함한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

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e단계 다음에, 대등연결관계를 확립한 연결개시장치와 연결목표장치 간에서, 안전 메커니즘 중의 암호화 방법에 근

거하여 전송 시크리트 키를 생성하고, 상기 전송 시크리트 키는 연속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f단계에서, 메시지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및 연결단절원인을 포함하는 연결단절청구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실현시의 장치대등연결방법.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f, g 에는, 연결단절청구를 하는 연결목표장치와 연결개시장치의 신호를 발송 및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시

에, 상기 장치의 현재 참여한 연결개수에서 1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에서 동적

네트워킹을 실현하는 경우의 장치대등연결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 및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는 경우의 장치대등연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개인이 가정생활 디지털화, 정보화에 대한 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홈 네

트워크 E-Home(이와 관련되어 많은 기술용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 홈(Smart Home), 일렉트릭 홈(Electronic

Home), e-홈(e-home), 디지털 패밀리(Digital Family), 네트워크 홈(Network Home), 인텔리전트 홈(Intelligent

Home) 등이 있다)는 이미 현재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되었다. 홈 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장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는 중요

한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이 있으므로 인해 가정의 모든 전기기구를 전체로 연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장치 간 상호연

결과 정보전송을 실현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의 요구 조건은 상업상 네트워크와 전혀 상이한데, 예를 들면 따로 배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사용이 편리하

고 비용이 적은 등등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가정 장치의 상호연결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술로는 HomePNA등이 있는데,

등록특허 10-0695242

- 5 -



각각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전화선으로 디지털 장치의 상호연결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전화의 정상적 사용에도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다. 또한 전력선을 이용하여 네트워킹하고, 이미 가정 내에 설치한 전력선

을 통하여 신호 및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가정전기기구의 자동화 제어를 편리하게 실현할 수 있다.

도1은 디지털 가정의 네트워크 체계 토폴로지 구조를 표시하는데, 백본 네트워크와 제어 서브네트워크의 두 계층을 포함

한다. 홈 백본 네트워크는 네트워킹 형태로서 유선 방식의 접속(유선 백본 네트워크)와 무선 방식의 접속(무선 백본 네트워

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일부 무선 이동장치의 상호연결을 실현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정보 엑세스를

할 수 있도록, 무선 백본 네트워크는 홈 백본 네트워크 중의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백본 네트워크 중, 일반적으로 하

나의 홈 네트워크서버(101)가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가정의 과정 중심 및 기억 중심으로 기능하며, 한 대의 PC장치일 수

도 있고 전용서버일 수도 있다. 백본 네트워크 중의 문호 게이트웨이(102)는 가정내부장치(104)및 이동장치(103)와의 상

호 연결과 가정의 광대역 접속에 사용되며, 홈 백본 네트워크 중의 장치(103, 104)로 하여금 인터넷(105)으로부터 공유정

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홈 백본 네트워크는 가정의 정보/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정보 장치, 통신 장치, 오

락 장치 등의 상호연결 및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였다. 홈 백본 네트워크의 주요 데이터는 문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한다.

제어 서브네트워크는 가정용 전기기구, 자동화 장치, 보안(감시)장치 등 장치(108)의 상호연결에 사용되고, 그의 구축은

가정 자동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제어 서브네트워크 중 전송되는 데이터는 주로 장치에 대한 각종의 제어 명령

및 장치의 상태 데이터이다. 제어 서브네트워크(106)는 한 편으로 각 종류의 가정 장치(108)의 상호연결을 실현하는 동시

에, 다른 한 편으로 제어 서브네트워크와 백본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을 실현하며, 이와 동시에 원격전화경보와 전화원격제

어(공중전화 교환네트PSTN(107)를 이용한다)에 외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홈 백본 네트워크와 인터넷(105) 간의 인터랙션은 두 층의 합의를 포함한다: 첫째는 사용자가 원격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

하여 홈 백본 네트워크 중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용자가 홈 백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엑

세스하는 것이다.

홈 백본 네트워크와 홈 제어 서브네트워크 간의 인터랙션은 제어 게이트웨이(106)를 통하여 실현된다. 제어 게이트웨이

(106)는 백본 네트워크와 제어 서브네트워크 간의 프로토콜 전환을 책임지며, 제어 서브네트워크 중의 서비스를 홈 백본

네트워크 중의 서비스로 표현되게 한다. 제어 서브네트워크 중의 장치와 서비스에 대한 조작을 제어 게이트웨이(106)의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조작으로 전환한다. 제어 서브네트워크 프로토콜 중,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전부 XML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제어 서브네트워크 중의 서비스는 제어 게이트웨이(106)에 대응되는 XML으로 설명하고, 백본 네트워크 서비

스로써 제어 게이트웨이(106)에 등록한다.

가정의 사용자가 원하는 여가를 즐기고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의 수많고 복잡한 가정 전기기

구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협동 작업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홈 네트워크 체계의 백본 네트워크 중, 합리적이고 효과

적인 장치간 동적 네트워킹과 리소스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백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홈 네트워크 백본 네트

워크의 고속 전송, 높은 서비스 품질, 동적 네트워킹 및 효과적인 리소스 공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홈 네트워크 범위내에서 가정내 각종 장치의 동적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은 아래의 의미를 가리킨다: 네트

워크 장치의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의 수동적 네트워크 파라미터 배치가 필요없이, 네트워크에서 동적으로 관련

되는 장치를 선택하여 하나의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단일한 장치로 완성할 수 없는 기능을 실현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의 단일 장치의 원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리소스 공유는 아래의 의미를 가리킨다: 네트워크

중의 장치가 자체의 리소스를 발표하는 동시에, 기타 장치의 제공 가능한 리소스를 편리하게 검색 및 이용할 수도 있으며,

임의의 두 장치간의 직접적 통신과 리소스 공유를 통하여 단일 노드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홈 백본 네트워크 중 장치간의 동적 네트워킹 및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A. 홈 백본 네트워크 장치를 로컬 네트워크 또는 무선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단계;

B. 장치가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으로 어나운스먼트 데이터(announcement data)를 발표하여 본 장치의 데이터를 어

나운싱하는 단계;

C. 장치가 인터셉트 또는 탐색 방식으로 기타 장치의 존재 메세지를 획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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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비스 사용장치 또는 서비스 제공장치가 하나의 리소스 관리장치에 등록하여, 리소스 관리장치와 함께 홈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또는 한 개 이상의 서비스 사용장치 또는 서비스 제공장치가 대등연결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

E. 홈 네트워크에 가입한 서비스 사용장치는 리소스 관리장치로 서비스 탐색청구를 발송함으로써, 홈 네트워크 내의 서비

스 제공장치의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 사용장치는 또한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해 서비스 임대청구와 서비스 호출

청구를 발송함으로써, 서비스사용장치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획득하며; 또는 서비스 사용장치가

자신과의 대등연결관계가 있는 서비스 제공장치에 서비스 탐색청구, 서비스 임대청구와 서비스 호출청구를 발송함으로써,

상기 서비스 제공장치의 서비스 정보 및 사용 권리를 획득하여, 서비스 제공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기술의 D단계에서, 상기 서비스 사용장치 또는 서비스 제공장치가 대등연결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홈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과정이 바로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동적 네트워킹에서의 장치대등연결방법이다.

발명내용

본 발명의 목적은 홈 네트워크 중 동적 네트워킹을 실현하는 경우의 장치대등연결방법을 제공하는 것인데, 가정범위에서

동적으로 홈 네트워크 백본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 즉 장치의 대등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한 가지 연결방법을 설정함에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관련되는 홈 백본 네트워크 구성 장치는, 정보장치, 통신장치, 오락장치 등을 포함하고, 프로토콜 게

이트웨이 방식을 통하여, 또 일부 가정용 전기기구장치, 예를 들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오디오 등과 인터랙션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이러한 장치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받는 캐리어(Carrier)를 가리킨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서비스는, 장치에서 실행되어 백본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정의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만족하는 기능 실

체이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리소스 관리장치는, 네트워크 중의 장치가 등록 및 서비스 인덱싱을 진행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리킨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서비스 제공장치는, 네트워크 중의 기타 장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서비스 사용장치는, 네트워크 중의 기타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본 발명에 관련되는 멀티캐스트는 하나의 발송장치가 특정된 한 그룹의 수신장치에 정보를 발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발

명에 관련되는 유니캐스트는 하나의 발송장치가 하나의 지정된 수신장치에 정보를 발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아래와 같다: 대등장치의 연결설정방법과 연결단절방법을 포함하는 홈 네트워크

에서 동적 네트워킹하는 경우 대등연결방법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대등연결 지지가 필요한 장치에 대하여 연결 설정을 하는데, 연결 실행 에 포함되는, 연결을 허가하는 사용자의 명칭, 비밀

번호를 포함하는 계정(Account) 정보 및, 장치가 허가하는 최대 일괄발송 연결수를 포함하고;

상기한 대등장치의 연결설정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포함한다:

a. 홈 네트워크 중의 연결개시장치가 네트워크 중의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장치연결청구를 발송하는 단계;

b. 연결목표장치가 연결을 허가하는 연결개시장치에 대해 랜덤 방식으로 연결도전값을 생성하여,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상

기 연결도전값을 발송하는 단계;

c. 연결개시장치가 수신한 연결도전값에 근거하여 연결응답값을 생성하고 연결목표장치에 발송하는 단계;

d. 연결목표장치가 수신한 연결응답값에 근거하여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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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결개시장치가 수신한 연결회답메시지에 근거하여 연결결과를 판단하고, 만약 연결회답메시지에 연결결과가 성공임

을 표시하는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연결목표장치와 연결발기장치 사이에서 대등연결을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연결단절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포함한다:

f. 연결개시장치 또는 연결목표장치가 상대방 장치를 향해 연결단절 청구메시지를 발송하는 단계;.

g. 연결단절 청구메시지를 수신한 연결목표장치 또는 연결개시장치는 이때 연결이 이미 단절되었다고 인증하는 단계;

상기 단계b에서, 상기한 연결목표장치는 동시에 연결도전값을 보존한다; 상기 단계c에서, 상기한 연결개시장치는 연결도

전값에 대응되는 시크리트 키(secret key) 정보를 검색하여, 연결도전값과 함께 상기한 연결응답값을 생성한다; 상기 단

계d에서, 연결목표장치가 보존한 연결도전값 및 상기 연결도전값에 대응되는 시크리트 키 정보에 근거하여, 연결응답값의

정확성을 판단하는데, 정확한 경우 연결개시장치를 향하여 연결성공을 알리는 연결회답메시지를 발송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결개시장치를 향하여 엑세스 금지를 알리는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기 연결개시장치는 서비스 제공장치 또는 서비스 사용장치일 수 있고; 상기 연결목표장치도 서비스 사용장치 또는 서비

스 제공장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네트워크 중의 장치는 장치발견 프로토콜에 의하여 기타 장치 및 상기 장치가 소유한 서비스를 탐색

하는데, 서비스 사용장치는 발견한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하여 장치연결 설정청구를 발송하여, 대등연결을 창설한다.

서비스 제공장치는 서비스 사용장치가 발송하는 장치연결 창설청구를 수신한 후 연결창설 응답메시지를 제공한다.

서비스 사용장치와 서비스 제공장치가 대등연결관계를 창설한 후, 안전 메커니즘의 암호화 방법에 근거하여 전송 시크리

트 키를 생성하는데, 이 전송 시크리트 키는 아래 계속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서비스 사용장치와 서비스 제공장치가 대등연결을 창설한 후, 서비스 사용장치가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해 서비스 탐색 과

정을 발송하여, 서비스 제공장치 중의 상세한 서비스 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해 서비스 임대 과정을 발송

하여, 서비스 사용권리를 획득하며;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해 서비스 호출청구를 발송하여, 서비스를 사용한다.

서비스 사용장치가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장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수시로 서비스 제공장치와의 연결을 단절

할 수 있고; 하나의 대등연결관계 중의 서비스 제공장치도 수시로 서비스 사용장치와의 연결을 단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대등연결방법을 사용하면,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간단하게 리소스 관리장치의 네트워크 범위 내의 임의의

대등장치 간의 동적 네트워킹을 진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 홈 네트워크 체계의 토폴로지 구조의 개략도,

도 2는 홈 네트워크 장치의 관리 과정에서 장치대등연결을 진행하는 경우의 네트워크 구조의 개략도,

도3은 본 발명의 장치간 대등연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블록선도.

상세한 실시예

홈 네트워크의 핵심적 사상은 동적으로 장치의 상호연계와 상호통신, 그리고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는데 있다.

네트워크 중에 메인 제어(main control)장치-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메인 제어장치를 통하여, 네트워크 중의

각종 기타 장치의 등록 및 로그오프 과정에 관련된 장치의 집중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홈 네트워크 환경 중

에 하나의 고정된 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발명의 방법을 적용하면, 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

지 않는 홈 네트워크 환경 중에서, 대등장치간의 대등연결 메커니즘을 통하여 간단한 장치관리를 완성하여, 장치의 상호연

결과 상호통신 및 리소스공유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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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장치대등연결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도1이 표시한 홈 네트워크 구조를 도2에 표시한 대로 간략화할 수 있

다.

도2를 참조로 하면, 가정전기기구장치의 구성에는 다수개의 대등한 정보장치를 포함하는데, 각각 도면에서 표시하는 대등

장치1(21), 대등장치2(22) , 대등장치3(23) 및 대등장치4(24)이다. 대등장치는 서비스 제공장치일 수도 있고, 서비스 사용

장치일 수도 있다. 대등연결에 근거한 홈 네트워크 중에는 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대등장치연결을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연결개시장치와 하나의 연결목표장치를 가진다. 그 중, 연결

목표장치는 연결개시장치에 의해 지정되고, 두 장치에는 모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각 장치의 상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상호통신을 완성함으로써 대등연결을 실현한다.

장치를 연결하기 전 하나의 장치발견 과정이 존재하며, 상기 장치발견 과정은 연결개시장치와 연결목표장치 사이에서 진

행되는데, 연결개시장치가 장치발견과정을 통하여 우선 연결목표장치를 발견하여야 장치연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종래 기술에서의 동적 네트워킹 및 리소스 공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 B, C 단계가 바로 장치발견 과정인데, 장치 어나운싱

과 장치 탐색 등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홈 네트워크 중의 장치가 가동되는 경우, 상기 장치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장치 어나운싱 방법에 근거하여 멀티캐스

트 방식으로 네트워크 중에 자체가 존재한다는 메시지 및 관련된 안전수요 메시지를 어나운싱한다; 네트워크 중의 장치는

이러한 장치 어나운싱 정보를 인터셉트함으로써(장치 유형, 장치IP어드레스, 및 장치가 소유한 서비스 정보를 포함), 기타

장치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획득한다; 네트워크 중의 기타 장치도 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하여 장치탐색정보를 발송하고,

멀티캐스트 탐색정보를 수신한 장치는, 자체 조건이 상기 탐색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자체의 장치 아

나운싱 정보를 리턴한다. 이러한 장치 어나운싱 및 장치 탐색 단계를 통하여, 홈 네트워크 중의 모든 장치는 상대방의 존재

를 상호 발견할 수 있다.

도3을 참조하면, 도면 중의 각각의 단계는 대등장치의 연결 과정을 표시한다. 연결개시장치로부터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장치연결청구를 발송함으로써 연결 과정을 시작한다.

만약 서비스제공장치의 안전 속성(장치 공개 중 설정됨)을 인증이 필요하지 않게 설치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장치는

임의의 서비스 사용장치의 연결창설청구를 허락하고, 동시에 서비스 사용장치를 향해 연결창설 회답메시지를 발송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장치의 보안대책(장치 공개 중 설정)설정에 인증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제공장치와 연결 창설을 신청하는

서비스 사용장치는 도면에 표시된 절차에 따른다. 이러한 완성된 전체 장치연결 과정은 8개 단계: 시크리트키를 배치 및

연결청구를 발송하는 단계; 연결청구를 처리하는 단계; 연결도전값을 발송하는 단계; 연결도전값을 처리하는 단계; 연결응

답값을 발송하는 단계; 연결응답값을 처리하는 단계; 연결회답값을 발송하는 단계; 및 연결회답값을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1단계를 실행하기 전, 우선 장치정보 설정과 시크리트 키 배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홈 네트워크 관리자가 대등연결 지지

를 요구하는 모든 장치(연결개시장치와 연결목표장치)에 대하여 연결설정을 진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연결을 허가하는 사

용자의 계정(Account) 정보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명칭 및 비밀번호를 더 포함한다. 만약 장치 자체가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의 인터페이스를 소유하는 경우, 사람과 컴퓨터 인터랙션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설정을 진행하고, 사람과 컴퓨

터 인터랙션의 인터페이스가 없는 장치에 대해서는, 사람과 컴퓨터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소유한 장치를 통하여 원격

설정을 진행한다. 이외 각각의 장치를 향해 허가하는 최대 일괄발송 연결개수를 설정한다.

1단계에서 연결개시장치(예를 들면 서비스 사용장치)가 연결목표장치(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장치)를 향해 시크리트키를

배치 및 연결청구를 발송하여 장치연결과정을 시작한다.

연결개시장치가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발송하는 장치연결 청구정보는, 메시지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사용자 명칭 및 연결

청구 일련번호의 네개 필드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필드명칭과 내용 및 수치확정범위와의 관계는 아래 도표1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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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필드명칭 내용 수치확정범위

메시지 유형 연결설정청구 문자열(ConnectRequest)

메시지 일련번호
프로토콜 메시지

일련번호
1보다 큰 정수

사용자 명칭
상기 장치 사용자의

정보 표시

길이가 1보다 길고

32보다 짧은 문자열

연결청구 일련번호
연결 과정에서의 청구

일련번호
[1]

2단계에서 연결청구를 처리는, 연결목표장치가 처리를 진행하는데, 연결목표장치가 연결개시장치의 연결청구를 수신한

경우, 우선 현재의 본 연결목표장치와 연결한 연결개시장치의 총 개수가 허가하는 개수의 최고치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도달하였다(YES)고 판단되면, 아래의 단계에서 연결결과가 과부하(OVERLOAD)인 연결회답 메시지를 리

턴하여, 해당 차수의 장치연결 과정을 마친다. 반면 만약 도달하지 않았다(NO)고 판단되면, 연결청구 중 표시된 사용자 정

보에 대해 더 판단하는데, 상기 연결목표장치 중에 상기 연결개시장치의 사용자 정보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

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결결과가 엑세스금지(ACCESSDENIED)인 연결회답 메시지를 리턴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랜덤

방식으로 길이가 32비트인 도전값을 생성하고, 상기 값을 기초로 연결도전값 메시지를 생성하여, 연결개시장치에 대한 발

송을 준비하며, 이와 동시에 도전값을 저장하여 아래(예를 들면, 회답값의 수신을 기다려, 비교를 진행하는 등)에서 사용할

것을 준비한다.

3단계 즉, 연결도전값의 발송 단계에서는, 연결목표장치가 연결발기 장치를 향해 발송을 진행한다.

연결도전값을 발송하는 과정도 서비스 제공장치가 서비스 사용장치를 향해 연결설정 회답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으로서,

상기 회답 메세지에는 연결결과를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사용장치로 하여금 결과에 근거하여 상응한 연속 처리의 진행을

통지한다. 회답메시지는 또한 서비스 제공장치가 사용하는 신분인증 계산법 식별부호ID 및, 서비스 제공장치가 랜덤방식

으로 선택한 도전값(ChallengeValue)을 포함한다. 연결설정 회답메시지의 각각의 필드명칭과 내용 및 수치확정범위는 아

래 도표2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표 2]

필드 명칭 내용 수치확정범위

메시지 유형 연결창설회답 ConnectRequest

메시지 일련번호 프로토콜 메시지 일련번호 1보다 큰 정수

연결회답 일련번호
연결회답 메세지

일련번호
1

연결결과 응답 문자열
SUCCESS또는OVERLOAD 또는ACCESSDENIED

또는AUTHENTICATE

신분인증 계산법 인증 계산법 식별부호ID ShareKey

도전값 ChallengeValue 길이가 32비트인 문자열

4단계 즉, 연결도전값 처리에서, 연결개시장치가 처리를 진행한다. 연결청구를 발송한 장치가 연결도전값 메시지를 수신

한 후, 응당 자체 장치에 도전값에 대응한 시크리트 키 정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색하고,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의 연결을 실패로 하고 해당 차수의 연결 과정을 끝낸다; 만약 존재하면, 도전값과 시크리트 키 (연결개시장치가 신분

인증 계산법 식별부호ID와 ChallengeValue를 수신한 후, 자체의 시크리트 키Key를 사용하여 ChallengeValue에 대한 암

호화를 진행)에 근거하여, 안전 메커니즘에 따라 응답값(회답값 Response)을 목표연결장치에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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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의 연결응답값 발송에서, 연결개시장치가 연결응답값을 생성한 후, 연결목표장치를 향해 발송하는데, 이러한 연결

응답 메시지는 메시지 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청구 일련번호 및 응답값 등 네개 필드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필드명칭

과 내용 및 수치확정범위와의 관계는 아래 도표3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표 3]

필드 명칭 내용 수치확정범위

메시지 유형 연결창설청구 ConnectRequest

메시지 일련번호 프로토콜 메시지 일련번호 1보다 큰 정수

연결청구 일련번호 연결 과정에서의 청구 일련번호 2

응답값 응답 문자열 길이가 32비트인 문자열

6단계의 연결응답값 처리에서, 연결목표장치가 처리를 진행한다. 장치가 연결개시장치가 발송한 연결응답값을 수신한 후,

응당 사전에 보존했던 도전값 및 상응한 시크리트 키에 근거하여 응답값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정확하면,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연결이 성공됨을 포함한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하고, 만약 정확하지 않으면, 시크리트 키가 틀렸음

을 알리는 정보를 포함한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한다. 그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연결목표장치는 연결개시

장치가 공언한 ID에 대응하는 공유 시크리트 키 KeyID를 이용하여, 도전값(ChallengeValue) 해독을 진행한다. 만약 식

Response=Encrypt(KeyID, ChallengeValue)을 만족하면, 이 연결창설을 허가하는 동시에,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창설성

공 회답을 발송하여, 연결할 환경조건을 마련한다; 만약Response< >Encrypt(KeyID, ChallengeValue)인 경우, 이 연결

창설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비스 사용장치에 향해 창설실패 회답을 발송하며, 이 장치의 대응한 정보를 삭제한다.

만약 연결목표장치가 해당 차수의 연결성공을 확인하면, 응당 연결된 쌍방 장치의 현재 연결개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 중, 시크리트 키의 배치 및 응답값의 정확성 여부 판단은, 응당 안전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단계의 연결회답메시지 발송에서, 연결목표장치가 연결개시장치를 향해 발송한다. 연결목표장치는 응답값 처리 결과에

근거하여 연결회답 메시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결회답 메시지에는 메시지 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회답 일련

번호 및, 연결결과 등 네개 필드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필드 명칭과 내용 및, 수치확정범위와의 관계는 아래 도표4에서 표

시한 바와 같다(도표 중의 등록결과는 성공, 과부하, 엑세스금지, 청구인증일 수 있다).

[표 4]

필드 명칭 내용 수치확정범위

메시지 유형 연결창설회답 ConnectRequest

메시지 일련번호
프로토콜 메시지

일련번호
1보다 큰 정수

연결회답 메시지

일련번호

연결회답 메시지

일련번호
[2]

연결결과 응답 문자열
SUCCESS또는OVERLOAD 또는ACCESSDENIED

또는AUTHENTICATE

8단계의 연결회답 메시지 처리에서, 연결개시장치가 처리를 진행한다. 연결청구개시장치가 연결회답 메시지를 수신한 후,

연결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차수 연결이 성공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두개 장치가 연결관계를 설정한 후, 수시로 연결 단절을 진행할 수 있다. 연결단절은 연결단절청구 및 연결단절청구 메시

지처리 등 두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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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연결단절청구에서 임의의 장치(연결개시장치 또는 연결목표장치)가 수시로 상대방 장치에 향해 연결단절 청구를 발

송하여, 이미 설정한 연결을 단절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단절청구 메시지에는 메시지 유형, 메시지 일련번호 및 연결단절

원인(정상 또는 착오) 등 세개 필드를 포함하는데, 각각의 필드 명칭과 내용 및 수치확정범위와의 관계는 아래 도표5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표 5]

필드 명칭 내용 수치확정범위

메시지 유형 연결단절 메시지 Disconnect

메시지 일련번호
프로토콜 메시지

일련번호
1보다 큰 정수

연결단절원인 연결단절원인 NORMAL또는PROTOERROR

그리고, 모방된 장치단절청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연결단절청구의 발송은 안전 메커니즘 중의 암호

화 방법에 근거하여 전송을 진행해야 한다.

연결단절 메시지 처리에서, 이미 연결관계를 설정한 장치 중 임의의 장치가 상대방 장치의 연결단절청구를 수신한 경우,

해당 차수 연결이 단절된 것으로 인증하여, 쌍방 장치는 모두 본 장치의 현재 참여한 연결개수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방법 중, 홈 백본 네트워크 프로트콜과 함께 사용하고, 대등연결 메커니즘을 통하여 네트워크 내의 장치에 대하

여 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상이한 장치 간의 연결과 단절을 완성하고, 홈 네트워크 범위내에 리소스 관리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동적 네트워킹 및 리소스 공유를 실현한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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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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