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L 12/28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8월03일

10-0608582

2006년07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4-0068256 (65) 공개번호 10-2006-0020750

(22) 출원일자 2004년08월28일 (43) 공개일자 2006년03월07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조정연

서울 서초구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106동 506호

(74) 대리인 김동진

정상빈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50035038 A IP address configuration algorithms(ISCC 2002)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전영상

(54)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은 통신 장치가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 동

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에 의해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경하는 단계 및 변경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다른 통신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의 변화를 감지한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장치들이 변

화된 환경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두절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UPnP, IP 주소, 통신 두절, DHCP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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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장치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치 패킷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210 : 주소 설정부 220 : 제어부

230 : 송수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IP 주소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

여 통신 두절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개인 컴퓨터(PC)와 지능형 제품, 무선 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들을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공통의 가상 컴퓨팅 환경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다.

미들웨어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으로 연결하여 기기들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미들웨어로는 HAVI(Home AV Interoperability), UPnP(Universal Plug and Play), Jini(Java

Intelligent Network Infra-structure), HWW(Home Wide Web)등이 있다.

이중 UPn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UPnP 통신 장치는 피제어 장치(Controlled Device)와 피제어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

치(Control Point)로 분류되며, 피제어 장치와 제어 장치들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칭함)을 기

반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UPnP 통신 장치들의 통신에 필요한 IP 주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당 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 내에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

토콜(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서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IP 주소 할당 방법이 결정된다.

DHCP 서버가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경우 UPnP 통신 장치들은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게 된다. 그러나

DHCP 서버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UPnP 통신 장치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Auto IP)에 의해 선택되는 IP 주

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경우 각 UPnP 통신 장치는 자동 IP 할당 범위(예컨데 169.254.0.1 ~ 169.254.254.255) 내에서 자

신이 사용할 IP 주소를 임의로 선택하게 된다. IP 주소를 선택한 UPnP 통신 장치는 선택된 IP 주소가 다른 UPnP 통신 장

치들에 의해 사용 중인지 확인하여 자신이 선택한 IP 주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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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UPnP 통신 장치들은 DHCP 서버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홈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UPnP 통신 장치들이 DHCP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아 사용하던 중 홈 네트워크 내에서 DHCP 서버의 접속

이 해제된 경우,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으로 자신이 사용할 IP 주소를 새로이 설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UPnP 통신 장치들이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설정된 IP 주소를 사용하던 중 홈 네

트워크에 DHCP 서버가 접속하는 경우,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은 DHCP 서버에게 IP 주소를 요청하게 되고 그에

따라 DHCP 서버로부터 할당 받은 IP 주소를 자신의 새로운 IP 주소로 설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UPnP 통신 장치들은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 내에서 DHCP 서버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종래 기술에 따르면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변화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IP 주

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서브넷을 지시하는 IP 주소가 한 네트워크 내에 공존하게 된다. 이 경우 UPnP 통신 장

치들 간의 통신이 두절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신 두절은 동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UPnP 통신 장치들이 DHCP 서버

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통신 두절은 최대, UPnP 통신 장치에 설정된 DHCP 서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 간격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의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이를 최초로 감지한 UPnP 통신 장치가 다른 UPnP

통신 장치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IP 변경에 따른 통신 두절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은 통신 장치가 자신이 속한 네트

워크에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

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

에 의해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변경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다른 통신 장치에게 전달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장치는 무선 매체에 접속하여 다른 통

신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접속한 네트워크상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설정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에 의해 할당된 인

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경하는 주소 설정부, 및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변경

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다른 통신 장치에게 전달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장치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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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네트워크는 제1 피제어 장치(110), 제 2 피제어 장치(130), 피제어 장치들(110, 130)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120)

및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에게 IP 주소를 할당하는 DHCP 서버(15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DHCP 서버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었음을 피제어 장치가 최초로 감지한 경우.

본 실시예에서 제 2 제어 장치(140)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나 제 2 제어 장치(140)의 동작은 제 1 제어 장치(120)의

동작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로부터 할당 받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 후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게 된다. 만약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면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선택하게 된다.

제 1 피제어 장치(110)가 DHCP 서버(150)의 부존재 상태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경우(S110),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자신

의 IP 주소를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새로이 설정한다(S115). 이때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종래의 기술과 같이 자신

이 선택한 IP 주소를 네트워크 내의 다른 UPnP 장치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한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변화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들(120, 140)에게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S120). 이는 UPnP에서 정의하는 어드버타이즈 패킷(advertisement packet)을 통

해 수행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구성을 도 3a에 도시하였다. 어드버타이즈 패킷은

종래와 같이 멀티캐스트로 전송될 수 있다.

어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한 제 1 제어 장치(12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

지 판단한다(S125). 즉 제 1 제어 장치(120)는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1 제어 장치(12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13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1 제어 장치(120)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로운 IP 주소를 설정

한다(S135). 이러한 과정은 제 2 제어 장치(140)에서도 수행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제어 장치들은 자

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하게된 제 1 제어 장치(120)는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제 2 피제어 장치(130)에게 알릴 수

있다(S140). 이는 UPnP의 서치 패킷(search packet)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치 패킷의

구성을 도 3b에 도시하였다. 서치 패킷은 종래와 같이 멀티캐스트로 전송될 수 있다.

서치 패킷을 수신한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지 판단

한다(S145). 즉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서치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주소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에 속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

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15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

소를 설정한다(S155).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피제어 장치들(도시하지 않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이

에 따라 모든 UPnP 통신 장치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선택한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자신의 변경된 IP 주소를 사용하

여 제어 장치(120)에게 서치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response packet)을 전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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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HCP 서버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제어 장치가 최초로 감지한 경우.

본 실시예에서 제 2 피제어 장치(130)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나 제 2 피제어 장치(130)의 동작은 제 1 피제어 장치

(110)의 동작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로부터 할당 받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 후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게 된다. 만약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면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선택하게 된다.

제 1 제어 장치(120)가 DHCP 서버(150)의 부존재 상태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경우(S210), 제 1 제어 장치(120)는 자신의

IP 주소를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새로이 설정한다(S215). 이때 제 1 제어 장치(120)는 종래의 기술과 같이 자신이 선

택한 IP 주소를 네트워크 내의 다른 UPnP 장치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한 제 1 제어 장치(120)는 변화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피제어 장치들(110, 130)에게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S22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치 패킷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서치 패킷을 수신한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지 판단

한다(S225). 즉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서치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에 속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

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23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로운 IP 주소를 설

정한다(S235). 이러한 과정은 제 2 피제어 장치(140)에서도 수행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피제어 장치

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IP 주소를 설정한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제 2 제어 장치(140)에게 알릴 수 있다

(S24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드버타이즈 패킷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어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한 제 2 제어 장치(14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

지 판단한다(S245). 즉 제 2 제어 장치(140)는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주소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2 제어 장치(14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25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2 제어 장치(140)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

를 설정한다(S255).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제어 장치들(도시하지 않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

라 모든 UPnP 통신 장치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3. DHCP 서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음을 피제어 장치가 최초로 감지한 경우.

본 실시예에서 제 2 제어 장치(140)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나 제 2 제어 장치(140)의 동작은 제 1 제어 장치(120)의

동작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설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 후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만약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

은 DHCP 서버(150)에게 IP 할당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DHCP 서버(150)로부터 할당 받은 IP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등록특허 10-0608582

- 5 -



제 1 피제어 장치(110)가 DHCP 서버(150)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경우(S310),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DHCP 서버

(150)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아 사용할 수 있다(S315).

DHCP 서버(150)로부터 IP 주소를 할당 받은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변화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들(120, 140)

에게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S32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드버타이즈 패킷을 통해 수행될 수 있

다.

어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한 제 1 제어 장치(12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

지 판단한다(S325). 즉 제 1 제어 장치(120)는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1 제어 장치(12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33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면 제 1 제어 장치(120)는 DHCP 서버(150)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다(S335). 이러한 과정은 제 2 제어 장치(140)에서도 수행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제어 장치들은

DHCP 서버(150)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다.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하게된 제 1 제어 장치(120)는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제 2 피제어 장치(130)에게 알릴 수

있다(S34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치 패킷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서치 패킷을 수신한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지 판단

한다(S345). 즉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서치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주소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 밖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

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35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면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DHCP 서버(150)에게 IP 할당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DHCP 서버(150)로부터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다(S355).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피

제어 장치들(도시하지 않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상의 모든 UPnP 통신 장치들은 자동 IP 지정 기능

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다.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할당 받은 제 2 피제어 장치(130)는 자신의 변경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제어 장치(120)에게 서치

패킷에 대한 응답 패킷을 전송할 수도 있다.

4. DHCP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음을 제어 장치가 최초로 감지한 경우.

본 실시예에서 제 2 피제어 장치(130)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나 제 2 피제어 장치(130)의 동작은 제 1 피제어 장치

(110)의 동작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설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 후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은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만약 DHCP 서버(150)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이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110 내지 140)

은 DHCP 서버(150)에게 IP 주소의 할당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DHCP 서버(150)로부터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게

된다.

제 1 제어 장치(120)가 DHCP 서버(150)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경우(S410), 제 1 제어 장치(120)는 DHCP 서버

(150)에게 IP 주소의 할당을 요구하여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는다(S415).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은 제 1 제어 장치(120)는 변화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피제어 장치들(110, 130)에게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릴 수 있다(S42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치 패킷 통해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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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패킷을 수신한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지 판단

한다(S425). 즉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서치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지정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 밖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

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43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면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DHCP 서버(150)에게 IP 주소 할당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게 된다(S435). 이러한 과정은 제 2 피제어 장치(140)에서도 수행되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모든 피제어 장치들은 DHCP 서버(150)로부터 할당 받은 새로운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 받은 제 1 피제어 장치(110)는 자신의 IP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제 2 제어 장치(140)에게 알릴 수

있다(S440).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드버타이즈 패킷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어드버타이즈 패킷을 수신한 제 2 제어 장치(140)는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같은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는

지 판단한다(S445). 즉 제 2 제어 장치(140)는 어드버타이즈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자동 IP 주소 기능에 의해 설정되는

주소 영역 밖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소스 IP 주소가 자신과 다른 서브넷 주소를 갖고 있으면 제 2 제어 장치(140)는 DHCP 서버(150)의 존재 변화에 대한

점검 주기와 무관하게 DHCP 서버(150)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S450).

확인 결과 DHCP 서버(150)가 존재하면 제 2 제어 장치(140)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통해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한

다(S455).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제어 장치들(도시하지 않음)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모든

UPnP 통신 장치들은 DHCP 서버(150)로부터 새롭게 사용할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UPnP 통신 장치가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의 존재 여부 변화를 감지한 경우, 이를 다른 UPnP

통신 장치들에게도 알리게되므로 UPnP 통신 장치들은 자신에게 설정된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주기에 관계

없이 DHCP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DHCP 서버의 존재 여부 변화에 따른 IP 주소 변경시 발생하는 통

신 두절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PnP 통신 장치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시된 UPnP 통신 장치는 IP 주소를 설정하는 주소 설정부(210), DHCP 서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제어부(220) 및 유

선 또는 무선 매체에 접속하여 다른 UPnP 통신 장치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송수신부(230) 를 포함한다.

주소 설정부(210)는 도시된 UPnP 통신 장치가 사용할 IP 주소를 설정한다. 설정되는 IP 주소는 DHCP 서버를 통해 할당

받은 IP 주소 또는 자동 IP 지정 기능을 수행하여 선택된 IP 주소일 수 있다.

제어부(220)는 UPnP 통신 장치가 연결된 네트워크 내에 DHCP 서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발생하면 제어부(220)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IP 주소를 설정하도록 주소 설

정부(210)를 제어한다.

예컨데 네트워크에 존재하던 DHCP 서버가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었음을 감지하면 제어부(220)는 주소 설정부(210)를

제어하여 자동 IP 지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던 DHCP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음을

감지하면 제어부(220)는 주소 설정부(210)를 제어하여 DHCP 서버를 통한 IP 주소의 설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경우 주

소 설정부(210)는 DHCP 서버에게 전송할 IP 할당 요청 패킷을 생성하고, 그 요청 패킷의 전송 결과 DHCP 서버로부터 할

당된 IP 주소를 UPnP 통신 장치가 사용할 IP 주소로 설정할 수 있다.

DHCP 존재 여부에 변화가 발생하여 주소 설정부(210)가 새로운 IP 주소를 설정하게 되면 제어부(220)는 다른 UPnP 통

신 장치에게 변경된 IP 주소를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송수신부(230)를 통해 전송시킨다. 이러한 데이터

패킷은 전술한 바와 같은 어드버타이즈 패킷 또는 서치 패킷일 수 있다. 패킷의 종류는 도시된 UPnP 통신 장치가 제어 장

치인지 피제어 장치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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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어부(220)는 다른 UPnP 통신 장치로부터 소정의 데이터 패킷(예컨데 어드버타이즈 패킷 또는 서치 패킷)이 수신

되면,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주소 설정부(210)에 설정된 IP 주소와 동일한 서브넷에 속하는 주소인지 판단한다. 만

약 수신된 패킷의 소스 IP 주소가 주소 설정부(210)에 설정된 IP 주소와 다른 서브넷에 속하는 주소라면, 제어부(220)는

DHCP 서버의 존재 변화를 체크하는 주기에 관계없이 DHCP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생겼다면 제어부(220)는 변경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IP 주소를 설정하도록 주소 설정부(210)를

제어한다.

이러한 UPnP 장치의 동작 과정은 도 2 내지 도 6의 설명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및 장치에 따르면 DHCP 서버의 존재 여부의 변화를 감지한

UPnP 통신 장치들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 IP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두절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장치가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서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의 변화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에 의해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경하는 단계; 및

상기 변경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다른 통신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 확인은, 주기적으로 수행 되거나 또는 다른 통신 장치

로부터 전송된 소정의 패킷에 포함된 소스 주소가 상기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동일 서브넷에 속하지 않

는 주소인 경우 수행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방식은,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를 통한 방식 또는 자동

인터넷 프로토콜 지정 기능에 의한 방식인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방법.

청구항 4.

무선 매체에 접속하여 다른 통신 장치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접속한 네트워크상의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설

정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방식에 의해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경하는 주소 설정

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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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변경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

해 다른 통신 장치에게 전달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 서버의 존재 여부 변화 확인은 주기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다른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의 소스 주소가 상기 사전에 설정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동일 서브넷에 속하지 않는 주

소인 경우 수행되는 범용 플러그 앤 플레이 통신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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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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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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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608582

- 12 -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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