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28 (2006.01)

     H04Q 7/2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4월06일

10-0704391

2007년03월30일

(21) 출원번호 10-2005-0083046 (65) 공개번호 10-2006-0051062

(22) 출원일자 2005년09월07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9월07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268274 2004년09월15일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일본국 도꾜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72) 발명자 아이즈 히로유키

일본국 도쿄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도시바

지적재산부내

데라모토 게이이치

일본국 도쿄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도시바

지적재산부내

모리오카 야스히로

일본국 도쿄도 미나또꾸 시바우라 1쪼메 1방 1고 가부시끼가이샤도시바

지적재산부내

(74) 대리인 김윤배

이범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공개번호 10-2004-0042247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대성

전체 청구항 수 : 총 20 항

(54) 단말장치의 액세스 관리장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및 원격기동방법

(57) 요약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

는 패킷 수신수단과,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격납하는 데이터베

이스 격납수단, 상기 패킷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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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로부터 검출하는 MAC 어드레스 검출수단,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하는 기동요구 패킷 생성수단,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액세스 관리장치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

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수신수단과,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격납하는 데이터베이스 격납수단,

상기 패킷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출하는 MAC 어드레스 검출수단,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

하는 기동요구 패킷 생성수단,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할당가능한 복수의 IP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IP 어드레스 관리수단과,

상기 IP 어드레스의 할당을 요구하는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하는 할당요구 수신수단,

상기 할당요구 수신수단이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상기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한 경우에, 상기 단말장치에 대해 상기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IP 어드레스 할당수단,

상기 단말장치에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장치를 향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갖는 패킷

을 송출하는 IP 어드레스 송출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패킷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IP 어드레스 필드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을 생성하는 패킷 생성수단과,

생성한 상기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패킷 송출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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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의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에 상기 단말장치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점검수단과,

상기 단말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단말장치에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말소하는 등록

말소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에 할당한 IP 어드레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기 단말장치에 할당한 IP 어드레

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말소하는 등록말소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이탈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상기 단말장치에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말소하는 등록말소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수신수단에 의해 한층 더 패킷(further packet)이 수신된 경우에는,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

처 포트 번호를 검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검출하며, 상기 검출

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처 IP 어드레스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을 생성하는 한층 더 패킷 생성

수단과,

이 생성한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한층 더 패킷 송출수단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동요구 패킷 생성수단은 상기 기동요구 패킷으로서 매직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

세스 관리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의 동작상태를 검출하는 검출수단을 더욱이 구비하고,

상기 송출수단은 상기 단말장치가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세스 관

리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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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

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수신 스텝과,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

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MAC 어드레스 검출 스텝,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

하는 기동요구 패킷 생성 스텝,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송출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장치로 하여금 더욱이, IP 어드레스의 할당을 요구하는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하는 할당요구 수신

스텝과,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상기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한 경우에, 상기 단말장치에 대해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IP 어드

레스 할당 스텝,

상기 단말장치에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장치를 향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갖는 패킷

을 송출하는 IP 어드레스 송출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장치로 하여금 더욱이,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패킷 수신 스텝에 의해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

처 IP 어드레스 필드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을 생성하는 패킷 생성 스텝과,

생성한 상기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패킷 송출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

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장치로 하여금 더욱이, 상기 단말장치의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데

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등록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장치로 하여금 더욱이,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한층 더 패킷(further packet)이 수신된 경우에,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를 검출하는 검출 스텝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한층 더 검출 스텝,

상기 검출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처 IP 어드레스 필드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을 생성하는 한층

더 패킷 생성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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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한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한층 더 패킷 송출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16.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

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원격기동방법으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고,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

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검출하며,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

하고,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과정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기동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IP 어드레스의 할당을 요구하는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상기 IP 어드레스 할당요구를 수신한 경우에, 상기 단말장치에 대해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며,

상기 단말장치에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장치를 향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갖는 패킷

을 송출하는 과정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기동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IP 어드레스 필드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

을 생성하고,

생성한 상기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과정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기동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의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상기 할당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기동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한층 더 패킷(further packet)이 수신된 경우에,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를 검출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검출하며,

상기 검출한 IP 어드레스를 상기 한층 더 패킷의 수신처 IP 어드레스 필드로 설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패킷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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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한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과정을 더욱이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기동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예컨대 가정 안에 배치된 퍼스널 컴퓨터나 네트워크 가전 등과 같은 단말장치를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원격지로부터 기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액세스 관리장치 및 프로그램, 그리고 상기 단말장치를 원격지로부터

기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장치의 원격기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정 안에 배치된 퍼스널 컴퓨터나 네트워크 가전과 같은 단말장치에 대해 인터넷을 매개하여 원격지로부터 액세스하고,

그 단말장치로 하여금 각종 서비스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안되어 있다.

가정 안에서 대기 중인 단말장치의 전력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단말장치를 대기모드로 설정하고, 웨이크 온 신호(Wake

On 신호)가 입력된 때에 단말장치를 기동시키는 방법을 기재한 문헌으로서, 예컨대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3-319083호

의 공보가 있다.

이 일본국 특허공개 제2003-319083호 공보에 따르면, 가정 안에 배치된 액세스 관리장치는 외부의 리퀘스트 단말(기동

요구 단말)로부터 기동되어야 할 단말장치의 이름의 상세정보를 받는다. 가정 안의 액세스 관리장치는 리퀘스트 단말로부

터 수신한 이름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특정하고, 그 MAC 어드레스를 갖는 단말장치로 웨이크 온 신호를 송신한다.

이로써 단말장치가 기동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외부의 리퀘스트 단말이 가정 안의 액세스 관리장치에 대해 기동대상 단말장치를 특정한다고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 절차 때문에, 리퀘스트 단말 및 가정 안의 액세스 관리장치에는 기존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통신 소

프트웨어에 대해 새롭게 코드를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가정 안의 액세스 관리장치에 포함되는 홈 라우터 기능에 대한 포트 포워딩 설정은 포트 번호를 IP 어드레스와 관련

시킴으로써 행하여진다. 단말장치의 IP 어드레스를 고정시키는 경우, 각 단말장치의 IP 어드레스를 관리함에 많은 수고가

따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편, 가정 안의 단말장치에 IP 어드레스가 동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IP 어드레스가 제공된 시

점에서 단말장치는 홈 라우터 기능에 대해 IP 어드레스를 통지할 필요가 있고, 홈 라우터 기능은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필

요가 있으므로, 그 결과로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본 발명은 상기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된 단말장치의 액세스 관리장치와, 프로그램 및 원격기동방법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제1실시태양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

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

른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수신수단과,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를 격

납하는 데이터베이스 격납수단, 상기 패킷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

레스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출하는 MAC 어드레스 검출수단,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

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하는 기동요구 패킷 생성수단, 생성된 상기 기동요

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송출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액세스 관리장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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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실시태양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

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수신 스텝과,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검출하는

MAC 어드레스 검출 스텝,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하는 기동요구 패킷 생성 스텝,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송출 스텝을 실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3실시태양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며,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상

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액세스 관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원격기동방법으로서; 상기 통신 네트워

크로부터 TCP 또는 UDP에 따른 패킷을 수신하고, MAC 어드레스에 관련하여 TCP 또는 UDP의 포트 번호를 갖는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수신된 상기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검출하며, 검출된 상기 MAC 어드레스

를 갖는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상의 단말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요구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기동요구

패킷을 상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송출하는 과정을 구비한 원격기동방법이 제공된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장치의 원격기동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사용자가 휴대하는 휴대전화와 같은 리퀘스트 단말(150)은 휴대전화 패킷망(180)과 그 휴대전화 패킷망을 운영하는 전화

회사의 게이트웨이(160)를 매개하여, 통신 네트워크로 동작하는 인터넷(140)에 접속될 수 있다.

또한, 회사 내, 핫 스팟(길모퉁이 인터넷), 인터넷 카페 등지에 배치된 퍼스널 컴퓨터나 PDA 등의 리퀘스트 단말(170)은

직접적으로 또는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매개하여 인터넷(140)에 접속될 수 있다.

사용자의 가정 안에는, 인터넷(140)과 사용자의 가정 안에 배치된 LAN(130)을 상호 접속시키기 위해 홈 라우터(120)가

설치된다. 이 홈 라우터(120)는 LAN(130)을 매개하여 퍼스널 컴퓨터나 네트워크 가전과 같은 단말장치(100, 110)와 통

신할 수 있도록 채용된 것이다.

도 2는 홈 라우터(120)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홈 라우터(120)는 LAN(130)에 접속하기 위한 LAN측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10)와, 인터넷(140)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

넷측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를 구비하고 있다. 테이블 격납부(230)는 DHCP 관리 테이블, 확장 NAT 관리 테이블 및

ARP 테이블을 격납한다. 제어부(240)는 패킷의 전송처리나 DHCP 관리 테이블 및 확장 NAT 관리 테이블의 설정, 기타

후술할 각종 처리(도 6에 나타낸 처리를 포함)를 실행한다.

인터넷측 네트워크 인터페이스(220)에 있어서, 홈 라우터(120)는 예컨대 ADSL 회선이나 광파이버 선로를 매개하여 인터

넷(140)에 항상 접속된다. 홈 라우터(120)는 인터넷(140)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IP 어드레스를 갖는다. 글로벌 IP 어드레

스는 ISP 등에 의해 미리 할당된 고정 IP 어드레스일 수도 있고, 인터넷(140)으로 접속될 때마다 DHCP나 PPPoE에 따라

ISP 등에 의해 제공되는 동적 IP 어드레스일 수도 있다. IP 어드레스가 고정 IP 어드레스라면 DNS를 이용함으로써, 또한

IP 어드레스가 동적 IP 어드레스라면 다이나믹 DNS를 이용함으로써, 리퀘스트 단말(150, 170)은 홈 라우터(120)의 이름

에 기초하여 홈 라우터(120)의 IP 어드레스를 취득할 수 있다.

홈 라우터(120)의 제어부(240)는 DCHP 서버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즉, 홈 라우터(120)는 LAN(130)에 접속된 단말장

치에 대해 DHCP 서버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홈 라우터(120)는 도 3에 나타낸 DHCP

관리 테이블을 사용한다. DHCP 관리 테이블은 IP 어드레스와 MAC 어드레스의 관련성을 관리한다. 더욱이, DHCP 관리

테이블은 단말장치에 할당된 IP 어드레스의 리스 기간(유효 기간)도 관리한다. DHCP의 동작 절차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더욱이, 홈 라우터(120)의 제어부(240)는 UPnP-IGD(Internet Gateway Device)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짐으로써, 홈 라우터(120)는 단말장치(100)나 단말장치(110)로부터 보내진 UPnP-IGD 프로토콜에 따른 메시지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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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IP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단말장치(100 또는 110)로부터 UPnP-IGD 프로토콜에 따른 IP 포트

포워딩 설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홈 라우터(120)는 도 4에 나타낸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및 UDP(User Datagram Protocol)의 종별을 기록한다. 이 IP 포트 포워딩 설정에

따라서, 홈 라우터(120)는 패킷의 수신처 포트 번호에 기초하여, 특정 단말장치에 대해 인터넷(140)으로부터 수신된 패킷

의 IP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다. 한편, UPnP-IGD를 이용한 IP 포트 포워딩 설정은 하나의 예인 바, 후술하는 것과 같은 다

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확장 NAT 관리 테이블은 포트 번호와 MAC 어드레스를 서로 관련시켜서 관리한다. 포트 번호와 MAC 어드레스의 관련성

은 사용자 입력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있다. 또한, 포트 번호와 MAC 어드레스의 관련성은 UPnP-IGD 등에 의해 실행되는

IP 포트 포워딩 설정시에 설정될 수도 있다. 즉, 홈 라우터(120)는 테이블 격납부(230)에 유지되는 ARP 테이블(IP 어드레

스와 MAC 어드레스의 관련성 정보)을 참조하여,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등록된 IP 어드레스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

스를 검출하고, 검출된 MAC 어드레스를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추가한다. 이로써, 홈 라우터(120)는 포트 번호와 MAC

어드레스의 관련성을 관리한다. 여기에서, MAC 어드레스는 ARP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출되지만, 그 MAC 어드레스는

DHCP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출될 수도 있다.

도 5는 단말장치(100)의 자동 기동에 관한 부분의 구성례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단말장치(100)는 원격전원투입(Wakeup on LAN; 이하, WoL이라 칭함)기능을 갖춘 LAN 보드(102) 및 WoL 기능에 대응

하는 마더보드(101)를 구비하고 있다.

LAN 보드(102)가 LAN(130)으로부터 매직 패킷(등록상표)과 같은 Wake On 신호(웨이크 온 패킷)를 수신하면, LAN 보

드(102)는 마더보드(101)에 Power On 신호를 출력한다. Power On 신호를 수신하면, 마더보드(101)는 전원(103)에 대

해 전원 온 신호를 출력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자동전원투입이 실현된다.

상기 매직 패킷을 사용하는 자동전원투입은 일례로서,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마더보드(101)는 WoL 기능을

포함하는 LAN 보드의 기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단말장치(100)의 자동 기동에 관한 부분의 구성을 설명했지만, 다른 단말장치(110)의 자동 기동에 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이하, 리퀘스트 단말(150)이 사용자 가정 안의 단말장치(100)에 액세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도 1의 시스템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본 시스템에서의 홈 라우터(120)의 동작례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우선, 리퀘스트 단말(150)은 어떤 수신처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패킷을 홈 라우터(120)를 향해 송신한다. 포트 번호는 예

컨대 사용하는 번호가 미리 결정되어 있거나, 사전에 리퀘스트 단말(150)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단말

(100 또는 110)에 대한 포트 번호를 리퀘스트 단말(150)내에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설정내용이 홈 라우

터(120)에서 반영되도록 해도 된다. 리퀘스트 단말(150)로부터 송신된 패킷은 휴대전화 패킷망(180), 게이트웨이(160)

및 인터넷(140)을 매개하여, 홈 라우터(120)에 의해 수신된다(스텝 S11).

패킷을 수신하면, 홈 라우터(120)는 패킷내에 포함된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IP 어드레스가 확장 NAT 관리 테이블

에 등록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한다(스텝 S12).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스텝 S12의 예), 홈 라우터(120)는 이 패킷을 대상 단말장치로 송출한다(스텝 S20).

이 때, 홈 라우터(120)는 통상적인 NAT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수신 패킷에 있어서의 수신처 IP 어드레스 및 수신처 포트

번호를 재기록한다. 재기록한 다음에 얻어지는 수신처 IP 어드레스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등록된 IP 어드레스이다.

재기록한 다음에 얻어지는 수신처 포트 번호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포함되는 포트 번호에 관련하여, 홈 라우터(120)

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NAT 기능은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P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스텝 S12의 아니오), 홈 라우터(120)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도 4 참조)을 참

조하여, 패킷에 포함되는 수신처 포트 번호가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수신처 포트 번

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홈 라우터(120)는 이 수신처 포트 번호에 대해 MAC 어드레스가 등록되어 있는가, 즉,

MAC 포트 포워딩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스텝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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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포트 포워딩의 설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스텝 S13의 아니오), 홈 라우터(120)는 예컨대 에러 메시지를 리

퀘스트 단말(150)로 되돌린다(스텝 S14).

MAC 포트 포워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스텝 S13의 예), 홈 라우터(120)는 그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확장 NAT 관리 테이블로부터 취득한다(스텝 S15).

그리고, 홈 라우터(120)는 MAC 어드레스를 갖는 기기(여기에서는 단말장치 100)로 송출될 WoL 패킷을 생성하고, 생성

한 WoL 패킷을 단말장치(100)로 송출한다(스텝 S16). 홈 라우터(120)는 단말장치(100)의 동작상황을 검출하고, 단말장

치(100)가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WoL 패킷을 송출할 수 있다. 예컨대, 홈 라우터(120)는 포트 번호로의 최종 액세스

시각을 기록해 놓고, 해당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패킷의 수신 시각이 최종 액세스 시각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라면, 홈 라

우터(120)는 기기가 활동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WoL 패킷의 송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기기가 대기상태로 들

어가는 때, 기기가 UPnP의 이탈 메시지 "byebye"를 던지도록 해서, 홈 라우터(120)로 하여금 당해 기기의 상태(활동상태

혹은 대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기가 활동상태인 경우에는 WoL의 송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WoL 패킷을 수신하면, 단말장치(100)는 활동상태로 들어간다(자동으로 기동한다). 자동으로 기동한 단말장치(100)는

DHCP에 따른 메시지(IP 어드레스 취득 요구)를 홈 라우터(120)로 송출하여, IP 어드레스의 취득을 시도한다.

단말장치(100)로부터 IP 어드레스 취득요구를 수취하면(스텝 S17), 홈 라우터(120)는 DHCP 관리 테이블(도 3)을 참조하

여, 사용가능한 IP 어드레스를 특정하고, 특정한 IP 어드레스를 단말장치(100)에 부여한다(스텝 S18).

IP 어드레스를 부여한 다음, 홈 라우터(120)는 당해 IP 어드레스를 단말장치(100)의 MAC 어드레스(또는 단말장치 100에

대한 포트 번호)에 관련시켜서 확장 NAT 관리 테이블(도 4 참조)에 등록함으로써, IP 포트 포워딩을 설정한다(스텝 S19).

한편, LAN(130)에 접속된 단말장치로부터 UPnP-IGD에 기초하는 IP 포트 포워딩의 설정 요구가 보내져 온 경우에, 홈 라

우터(120)는 당해 요구에 따라 IP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수 있다.

IP포트 포워딩을 설정한 다음, 홈 라우터(120)는 앞서서 리퀘스트 단말(150)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단말장치(100)로 송출

한다(스텝 S20). 이 때, 홈 라우터(120)는 통상의 NAT 기능을 사용하여, 수신 패킷에 있어서의 수신처 IP 어드레스와 수

신처 포트 번호를 재기록한다. 재기록한 후에 얻어지는 수신처 IP 어드레스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등록된 IP 어드레

스이다. 재기록한 후에 얻어지는 수신처 포트 번호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에 포함되는 포트 번호에 관련하여 홈 라우터

(120)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NAT 기능은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스텝 S19에서 IP 어드레스를 등록한 홈 라우터(120)는 LAN(130)상에 단말장치(100)가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단말장치(100)가 LAN(130)상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홈 라우터(120)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로부터 단말장치(100)로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말소할 수 있

다.

또한, 홈 라우터(120)는 IP 어드레스의 리스 기간(도 3 참조)이 만료된 경우에 단말장치(100)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확

장 NAT 관리 테이블로부터 말소할 수 있다.

또한, 홈 라우터(120)는 단말장치(100)로부터 이탈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단말장치(100)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를 확장

NAT 관리 테이블로부터 말소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단말장치(100)에 대한 액세스 예를 설명했지만, 단말장치(110)에 대한 액세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는 리퀘스트 단말(150)로부터의 액세스 예를 설명했지만, 리퀘스트 단말(170)로부터의 액세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홈 라우터(120)는 특정 IP 어드레스를 갖는 리퀘스트 단말로부터만 액세스를 허용하고, 다른 IP 어드레스를 갖는 리

퀘스트 단말로부터의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140)으로부터의 포트 스캔을 검지한 경우에, 홈 라우터(120)는 포트 스캔의 송신원 IP 어드레스를 액세스가

거부될 IP 어드레스로서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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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 라우터(120)의 기능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하드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또

한, 상술한 프로그램은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처 포트 번호를 MAC 어드레스에 관련시킨 테이블이 홈 라우터

에 준비된다. 수신처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 홈 라우터는 당해 수신처 포트 번호에 관련되는 MAC

어드레스를 갖는 단말장치로 WoL 패킷을 송출한다. 따라서 리퀘스트 단말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일 없이, 액세스되어

야 할 단말장치를 자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홈 라우터에서 포트 번호는 MAC 어드레스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홈 라우터가 단말장치에

IP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시점에서, 당해 단말장치에 대해 IP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가정 안의 단말장치

가 DHCP에 따라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UPnP-IGD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일 없이, 홈 라우터에

대해 IP 포트 포워딩의 자동설정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장치의 원격기동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례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홈 라우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DHCP 관리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확장 NAT 관리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단말장치의 자동 기동에 관한 부분의 구성례를 나타낸 블록도,

도 6은 홈 라우터의 동작례를 나타낸 플로우 차트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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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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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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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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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704391

- 14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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