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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정 내의 네트워크 연결 정보기기와 인터넷 상의 정보기기가 상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 홈 게이트웨이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와, 인터넷에 연
결된 외부 정보기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며, 외부 정보기기로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접근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
당 가정정보기기에 기능 수행을 요청하는 제어부가 구비된다.
    

본 발명에 다른 홈게이트웨이가 가정 내의 네트워크 입구에 설치되면 가정 내의 정보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용자가 가정 내의 가전 정보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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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가 포함된 네트워크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블록도.

도 5a,5b,5c,5d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부터의 접근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사설 IP주소 할당과 데이터 테이블 구축 및 도메인 네임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
기 위한 신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정 정보기기가 외부 정보기기와 송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신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에 기억되는 주소 및 포트 변환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 도면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제 1 인터페이스 20 : 제 2 인터페이스 30 : 신호변환부

40 : 메모리 50 : 상태표시부 60 : 입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 장치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인터넷을 통
해 연결된 정보기기들이 상호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 게이트웨이 및 그 운용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용인구가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 급속도로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가정 내에서 가전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트워크 통신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정보가전기기(이하 가정 정보기기라 한다.)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정 정보기기들이 통신 기능이 부여되어 정보 단말기화 됨에 따라 가전기기 상호간
에 그리고 가전기기와 가정 내의 정보 단말기 상호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망을 홈네트워크(home network)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홈 에리어 네트워크(homr area network)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홈네트워크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rocol: 이하 IP라 한다.)
을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이용되는데, 실제 가정 내의 정보기기 이용자들에게 프로토콜들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로부터 인터넷상에서 통
용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인터넷 접속시마다 매번 다르게 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에
서 홈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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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인터넷 통신이란 전세계적으로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각 컴퓨터들이 상호 공통된 규약에 의해 데이터를 주
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상호 구별되는 고유의 주
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모뎀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ISP에서 제공하는 IP주소가 매번 바뀌게 되
므로 외부에서는 바뀐 IP주소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내의 모든 가정 정보기기들에게 고유의 
IP주소를 부여하기에는 현재의 IP주소 형식으로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원하는 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하에 간단히 설명해본다.

    
앞에서 언급한 인터넷 상의 고유 주소는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과 영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숫자로 된 주소 표현
방식은 통신망에서 접속된 통신 장치 사이에 서로 쉽게 찾기 위하여 만들어진 컴퓨터를 위한 주소로 보통 IP주소라 하
고, 영문자로 된 주소 표현방식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소로 도메인(domain) 이름이라고 한
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된 각 통신장치는 숫자로 된 주소이거나 영문자로 된 주소이거나 모두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이어야 한다.
    

도 1은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 통신을 할 때 도메인 이름의 이용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사용자 컴퓨터(U)에서 웹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네임 서버(DNS)에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IP주소를 묻게 된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버(DNS)에서는 웹브라
우저의 요청에 응답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도메인 이름에 대응되는 요청한 IP주소를 제공한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응답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도메인 이름을 갖는 웹서버(WEB)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영문자로 표현된 도메인을 숫자로 표현된 IP주소로 바꿔주는 것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
tem: 이하 DNS라 한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주소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 인터넷 상에서 공인된 DNS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에 대응하는 IP주소가 필요한데, IP주소가 매번 바뀌는 상
황에서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가 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홈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할 때 복수의 네트워크 단말기가 하나의 공인 IP주소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도 홈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데 있어서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네트워크 구성정보와 여러 서비스 서버들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해주어야 
하는데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들이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서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하
겠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홈네트워크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하나의 공
인 IP주소를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련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용이하게 
홈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입구에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홈 게이트웨
이 및 그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홈 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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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와,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되
도록 하며,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접근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당 가정정보기기에 기능 수행을 요청하는 제어부가 구비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홈 게이트웨이 운용 방법은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와,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및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
된 가정 정보기기와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가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홈 게이트웨
이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하는 단계와,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근 요청이 
전달되면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
보기기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당 가정정보기기에 기능 수행을 요청하는 단계가 포함
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면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용어를 정의한다.

HG는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의 영문 이니셜로 홈네트워크과 인터넷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본 발명
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ISP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영문 이니셜로 HG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공인 IP주소를 공급하는 인터넷 상의 서버를 나타낸다.

RD는 원격 단말 장치(Remote Device)의 영문 이니셜로 홈네트워크에 대하여 원격지에 있는 정보기기를 나타낸다.

LD는 지역 단말 장치(Local Device)의 영문 이니셜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 TV와 같은 정보가전기기 및 컴퓨
터와 같은 정보 단말기를 통칭한 정보기기를 나타낸다.

HG_DHCP는 홈 게이트웨이의 동적 호스트 설정 프로토콜(Home Gateway_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
l)의 영문 이니셜로 LD로부터 사설 IP주소 할당 요청이 있을 때, 요청 LD에게 유동적으로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프
로토콜을 말하며, 도면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버를 나타낸다.

HG_DNS는 홈 게이트웨이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Home Gateway_Domain Name Service)의 영문 이니셜로 어느 한 
LD에서 다른 LD 또는 LD에서 RD에 대한 주소 문의가 있을 때, 해당 LD 또는 해당 RD의 사설 또는 공인 IP주소를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도면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버를 나타낸다.

DNS는 도메인 이름 서버(Domain Name System)의 영문 이니셜로 RD 또는 HG로부터 도메인 이름을 통한 공인 IP
주소 문의에 해당 공인 IP주소를 응답으로 되돌려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도면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버를 나타
낸다.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버(Application Ploxy Server)는 RD로부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LD들에 대한 제어 요청이 
발생했을 때, LD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서버로서, RD들에게 FTP, TELNET, 임베디드 WEB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며, LD들에게 기능 수행을 요청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성도로써, LD들이 IP 백본을 통해 상호 연결되고, HG를 통
해 인터넷에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ISP와 DNS 서버 그리고 RD가 각각 인터넷에 연결되며, 또 다른 홈네트워
크에 연결된 LD´들이 HG´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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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 HG 또는 HG´(이하에는 HG만 언급한다.)와 홈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HG
와 인터넷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특정 물리적 계층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IP 전송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물리적 계층
이라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HG와 인터넷 사이에는 ADSL, CATV, PSTN, ISDN 등이 접속되어 이용될 수 있으며, 
HG와 홈 네트워크 사이에는 이더넷(Ethernet), 홈 PNA, 무선 LAN, IEEE 1394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HG는 IS
P에게 접속하기 위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모뎀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장형 모뎀과 외장형 모뎀의 경우 ISP와의 통신
을 위해 PPP 프로토콜이 이용되고, 외장형 모뎀의 경우는 HG와 모뎀 간에 PPTP 또는 L2TP 프로토콜이 이용된다. 이
러한 홈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도 3에 나타내었다.
    

또한 HG는 인터넷 상에서는 ISP로부터 할당받은 공인 IP주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게되며, 홈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IP주소를 이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각 가정에서는 주로 모뎀이 이용되므로 공인 IP주소는 ISP에 접속할 때 마다 바뀌
게 된다. 그러므로 홈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에서 유일한 하나의 도메인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며, ISP에 접속할 때마
다 등록된 유일한 도메인과 할당받은 공인 IP주소를 인터넷 상의 DNS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블록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홈 게이트웨이는 제 1 인터페이스(10), 제 2 인
터페이스(20), 제 1 메모리(30), 제 2 메모리(40), 상태표시부(50), 입력부(60) 및 제어부(70)를 구비한다.

    
제 1 인터페이스(10)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LD들과 데이터 송수신 동작을 수행한다. 제 2 인터페이스(20)는 인터
넷 상에 연결된 RD와 데이터 송수신 동작을 한다. 제 1 메모리(30)는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다. 
제 2 메모리(40)는 제 1 인터페이스(10) 또는 상기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기록한다. 일예로 
제 2 메모리(50)는 도 9에 보인바와 같이 제 1(10) 또는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LD의 사설 IP주소(L-ip), LD의 포트(L-port), HG의 공인 IP주소(G-ip), HG의 포트(G-port), RD의 IP주소(R-
ip) 그리고 RD의 포트(R-port)로 주소 및 포트 변환 테이블을 구성한다. 상태표시부(50)는 기기의 현재 동작 상태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입력부(60)는 HG에 대해서 수동으로 조작이 필요할 때 이용된다. 그리고 제어부(7
0)는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된 ISP 서버로부터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공인 IP주소를 할당 받고, 할당 
받은 공인 IP주소를 인터넷에 연결된 DNS 서버에 미리 등록된 도메인 네임과 연관되도록 등록한다. 또한 제 1 메모리
(30)로부터 HG_DHCP 서버를 로딩하여 제 1 인터페이스(10)를 통해 LD들에게 각각 서로 다른 사설 IP주소를 할당
하는 것 및 사설 IP주소 할당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설 IP주소가 할당된 LD들로부터 호스트 이름을 전달 
받는다. 그리고 HG_DNS 서버로 데이터 베이스 갱신 요청을 전송하여 호스트 이름과 각각 할당된 사설 IP주소와 연관
되어 HG_DNS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도록 한다. 또한 RD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접근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LD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을 요청한 RD로부터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LD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당 LD에 적절한 기능 수행을 요청한다. 또한 LD로부터 인터넷 상에 
연결된 RD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에 대해 인터넷 접속시 할당받은 공인 IP주소 및 포트로 송신지 주소 및 포트
를 대체하여 인터넷 상의 목적지 주소로 전송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인터넷 상에 연결된 RD로부터 LD로 전
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이 전달되면 전달된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상기 공인 IP주소 및 포트번호에 대해 상기 메모리
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사설 IP주소 및 포트로 변환하여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도록 처리한다. 또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동일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가정 정보기기에 대하여 호스트 이름을 통해 사설 
IP주소 문의가 있으면 HG_DNS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요청된 사설 IP주소를 제공한다.
    

도 5a, 5b, 5c, 5d의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및 도 6, 도 7, 도 8의 신호 흐름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의 동작을 살펴본다.

    
먼저 도 5a를 참조하면 HG는 시동이 되면 상기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ISP로부터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공인 IP주소를 수신(S1)하여 상기 제 2 메모리(40)에 기록한다. 그리고 HG는 수신된 공인 IP주소를 미리 
등록된 도메인과 연관되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DNS 서버에 등록(S2)한다. 도 6에서 HG와 ISP 그리고 DNS 서버 사이
의 신호 흐름이 위의 동작을 나타낸다. 위의 과정에서 DNS 등록과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터넷에

 - 5 -



공개특허 특2002-0022317

 
서는 다수의 홈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홈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상에서 유일한 하나의 도메인 이름으로 구
분되므로 유일한 도메인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ISP로부터 인터넷에서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것을 얻
어야 한다. 인터넷과 홈 네트워크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예를 설명하면, 우선 ISP가 공인된 도메인 
이름(예를 들면 hww.co.kr)을 확보하고, ISP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ISP 접속에 사용할 중복되지 않는 
ID(예를 들면 jhkim)를 ISP로부터 하나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얻은 ID와 ISP의 조합된 이름을 HG의 도메인 이름(예를 
들면 jhkim.hww.co.kr)으로 할 수 있다. 또한 LD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자 임의로 호스트 이름(예를들면 pc
1, DTV1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호스트 이름과 HG의 도메인 이름이 조합된 이름을 LD의 도메인 이름(pc1.jhkim.
hww.co.kr)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은 홈 네트워크 내에서 통용될 수 있다.
    

    
다시 도 5a의 순서도를 참조하면 상기 DNS 등록 단계(S2)가 수행된 후, 상기 제 1 인터페이스(10)를 통해 LD로부터 
사설 IP주소 할당 요청(S3)이 발생하면 상기 LD들에게 각각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것 및 사설 IP주소 할당 관련 데
이터 베이스를 구축(S4)한다. 이 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S4)은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로부
터의 사설 IP주소 할당 요청(S3)에 상기 제 1 메모리(40)로부터 로딩된 HG_DHCP 서버를 통해 서로 다른 사설 IP주
소를 할당하는 것 및 사설 IP주소 할당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S4-1)하고, 사설 IP주소를 할당 받은 각 가정 정
보기기로부터 호스트 이름이 상기 HG_DHCP 서버에 전달(S4-2)되면 상기 제 1 메모리로부터 로딩된 HG_DNS 서버
에 갱신요청(S4-3)을 하여 사설 IP주소 할당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와는 별도로 갱신 요청된 호스트 이름 및 할당된 
사설 IP주소가 연관되도록 HG_DNS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S4-4)된다. 그리고 상기 LD로부터 사설 IP주소 이
용 중단 요청(S4-5)이 있으면 HG_DHCP 서버에서 이를 수신하여 상기 HG_DNS 서버에 요청된 LD의 삭제 갱신요청
(S4-6)을 전송하게 되고, 상기 HG_DNS 서버에서는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 사설 IP주소와 호
스트 이름이 연관된 내용을 삭제(S4-7)한다. 도 7에서 LD1과 HG_DHCP 서버 그리고 HG_DNS 서버 사이의 신호 흐
름이 위의 동작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사설 IP주소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홈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
콜을 기반으로 구성되므로 가정내의 정보기기들은 적어도 하나씩의 유일한 IP주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
인 32비트 IP주소 체계로는 IP주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가정 내에서는 IANA(Internet Assigned Num
bers Authority)에서 허용하는 사설 IP주소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통 한 가정 내에서 IP주소에 대한 수요는 그
렇게 많지 않으므로 C 클래스의 사설 IP주소 공간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IANA에서 허용한 C 클래스의 주소 공간
은 192.168.0.0(192.168.255.255)이다. 괄호안의 숫자는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한다.
    

    
도 5a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과정이 수행된 후, 외부의 사용자가 LD를 제어하기 원하는 경우의 HG 동작을 도 5b
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인터넷 상의 DNS 서버로부터 HG의 도메인 네임을 통해 IP주소를 획득한 RD가 HG에 
접근을 요청(S5-1)하면 HG는 RD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패킷을 전송(S5-2)한다. 그리하여 인증절차를 통과(S5-
3)하면 다시 RD로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설 IP주소를 갖는 정보기기들에 대한 목록을 전송(S5-4)한다. 그리고 RD
로부터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가 선택된 패킷이 수신(S5-5)되면 다시 선택된 가정 정보기기의 구체적인 제어 내용(S
5-7)을 전송한다. 그리하여 RD로부터 구체적인 제어 요청이 수신(S5-8)되면 수신된 요청 패킷(Incoming packet(
Request))을 파악하여 해당 LD에 기능 수행을 요청(S5-9)한다. 그리고 해당 LD로부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응
답이 전달(S5-10)되면 전달된 응답 내용에 따른 결과로 RD에 응답 패킷(Outgoing packet(Response)을 상기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전송(S5-11)한다. 위와 같이 외부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LD를 제어하기 원하는 경
우에는 HG의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버가 대리자로서 동작을 하게 되며, HG는 RD에 대하여 FTP, Telnet, 임베디드 
웹(Imbeded WEB)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도 6의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버 아
래쪽에 보인 신호의 흐름이 위의 동작을 나타낸다.
    

    
또한 도 5b는 LD에서 RD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자 할 때 수행되는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로서, LD에서 RD로 데이
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LD로부터 RD의 도메인을 통해 IP주소 문의(S6-1)가 있으면 HG_DNS 서버에서 인터넷 상의 
DNS 서버에 다시 RD의 IP주소를 문의(S6-2)한다. 그리하여 인터넷 상의 DNS 서버(EXT_DNS)로부터 RD의 IP주
소가 수신(S6-3)되면 IP주소를 요청한 LD에게 RD의 IP주소를 제공(S6-4)한다. 그리고 LD로부터 RD로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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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 패킷(outgoing packet A)이 제 1 인터페이스(10)에 수신(S6-5)되면 도 9에 보인바와 같은 제 2 메모
리(40)에 기록된 주소 및 포트 변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할당받은 공인 IP주소로 송신지 주소가 대체되도록 신호 변환
부(30)에서 신호를 변환(S6-6)한다. 그 다음 공인 IP주소 및 HG의 포트로 그 주소정보가 대체된 데이터 패킷(outg
oing packet A')을 제 2 인터페이스(20)를 통해 목적지 주소로 전송(S6-7)한다. 그리하여 RD로부터 공인 IP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여 응답된 데이터 패킷(incoming packet B)이 제 2 인터페이스(20)에 수신(S6-8)되면 상기 도 9
에 보인 주소 및 포트 변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사설 IP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갖는 데이터 패킷(incoming packet 
B')으로 상기 신호변환부(30)에서 변환(S6-9)하여 제 1 인터페이스(10)를 통해 해당 LD에 전송(S6-10)되도록 한
다. 도 8의 신호 흐름도가 위의 동작(S6)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가정 내의 각 정보기기들은 각각 자신의 사설 IP주소 및 포트를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
이까지만 전달하면 홈 게이트웨이에서는 전달된 복수의 사설 IP주소 및 포트에 대해 각각 출력 포트와 연관하여 기록하
는 것 및 하나의 공인 IP주소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공인 IP주소로 응답된 패킷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기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공인 IP주소를 복수의 기기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도 5c는 위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S4) 과정이 수행된 후, LD들 상호간에 통신을 원할 때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
로서, LD2로부터 제 1 인터페이스(10)를 통해 LD1의 사설 IP주소 문의(S7-1)가 발생하면 HG_DNS 서버에서 기록
된 데이터 베이스를 탐색(S7-2)한 후, LD2에게 LD1의 사설 IP주소를 제공(S7-3)한다. 도 7의 신호 흐름도에서 H
G_DNS 서버와 LD2 사이의 신호 흐름이 위의 과정(S7)을 나타낸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수신된 패킷의 내용에 따라 대응 동작을 하는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가 가정 내의 네트워크 입구에 
설치되면 가정 내의 정보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용자가 가정 내의 가전 정보기기들
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홈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복잡한 프로토콜 설정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의 공인 IP주소를 여러 기기가 공유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IP주소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우기 어려운 IP주소 대신 친숙한 이름을 통해 가정 내의 다른 정보기기들과 통신할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며,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접근 요청이 발생하면 상기 홈네트워
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
기기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당 가정정보기기에 기능 수행을 요청하는 제어부가 구비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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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의 사설 IP주소 할당 요청에 서로 다른 사설 IP주소를 할당하
고 관리하며, 사설 IP 주소가 할당된 상기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호스트 이름을 전달받는 HG_DHCP 서버;

상기 DHCP 서버로부터의 업데이트 요청에 응답하여 호스트 이름과 사설 IP 주소가 연관되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하는 HG_DNS 서버; 및

외부 정보기기로부터의 접근 요청에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목록에
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가 선택되면 선택된 가정 정보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버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G_DHCP 서버가 상기 가정 정보기기에 할당하는 사설 IP주소는 IANA에서 규정한 C 클래스의 주소 형식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G_DNS 서버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 인터넷에 연결된 공인 DNS 서버에 미리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상기 홈네
트워크에 연결된 각 가정 정보기기의 호스트 이름이 조합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G_DNS 서버는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가정 
정보기기에 대하여 호스트 이름을 통한 사설 IP주소 문의가 있으면 상기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요청된 사설 IP주소
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HG_DNS 서버는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에 대하
여 도메인 이름을 통한 공인 IP주소 문의가 있으면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DNS 서버로부터 응답을 구하여 요청된 
공인 IP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버는 상기 제어 요청을 받은 해당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제어 요청에 따른 응답이 전달되면 
상기 제어 요청을 한 외부 정보기기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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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부는 상기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이 상기 제 
1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사설 IP주소 및 포트를 공인 IP주소 및 포트로 송신지 주소 및 포트를 대체하여 상기 제 2 인
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출력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목적지 주소 및 포트를 상기 공인 
IP주소로 하는 데이터 패킷이 상기 제 2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상기 공인 IP주소 및 포트를 해당 정보기기의 사설 IP
주소 및 포트로 변환하여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HG_DHCP는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사설 IP주소 이용 중단 요청이 전달되면 상기 HG_
DNS 서버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당 가정 정보기기의 사설 IP주소와 호스트 이름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10.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제 1 인터페이스와,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와 통신하기 
위한 제 2 인터페이스 및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와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가 상호 통신
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방법에 있어서,

시스템 초기화시 인터넷에 연결하는 단계;

외부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근 요청이 전달되면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단계; 및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에 대한 제어 요청이 수신되면 요청된 제어 내용에 따라 해당 가정정보기기
에 기능 수행을 요청하는 단계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정보기기로부터의 접근 요청에 상기 가정 정보기기들에 대한 정보 제공 단계는 가정 정보기기들의 목록을 제
시하는 단계; 및

상기 제시된 목록에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가 선택되면 선택된 가정 정보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단
계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 수행 요청을 받은 해당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제어 요청에 따른 응답이 전달되면 상기 제어 요청을 한 외부 정
보기기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운용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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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인터넷 상의 공인된 DNS 서버에 미리 등록된 도메인 네임과 시스템의 공인 IP 주소가 연
관되도록 등록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운용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공인 DNS 서버에 시스템의 공인 IP 주소가 등록되면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
들로부터의 사설 IP주소 할당 요청에 서로 다른 사설 IP주소를 할당하는 단계; 및

사설 IP 주소가 할당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호스트 이름을 전달받아 사설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이 연관되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운영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정 정보기기에 할당하는 사설 IP주소는 IANA에서 규정한 C 클래스의 주소 형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
트웨이의 운용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베이스 구축 단계는 상기 인터넷에 연결된 공인 DNS 서버에 미리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상기 홈네트워크
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 각각의 호스트 이름이 조합된 내용으로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방
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정보기기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을 통한 공인 
IP주소 문의가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 DNS 서버로부터 응답을 구하여 요청된 공인 IP 주소를 제공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운용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정보기기의 공인 IP 주소를 응답받은 상기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인터넷에 연결된 상기 외부 정보기기로 전송
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이 상기 제 1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사설 IP주소 및 포트를 공인 IP주소 및 포트로 송신지 주소 
및 포트를 대체하여 상기 제 2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데이터 패킷에 따른 응답으로 인터넷으로부터 목적지 주소 및 포트를 상기 공인 IP주소로 하는 데이터 패킷이 상
기 제 2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상기 공인 IP주소 및 포트를 해당 정보기기의 사설 IP주소 및 포트로 변환하여 상기 제 
1 인터페이스를 통해 출력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 방법.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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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어느 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상기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가정 정보기기에 대하여 호스트 이
름을 통해 사설 IP주소를 문의하면 상기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요청된 사설 IP주소를 제공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 방법.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정 정보기기로부터 사설 IP주소 이용 중단 요청이 상기 제 1 인터페이스에 전달되면 해당 가정 
정보기기의 사설 IP주소와 호스트 이름 관련 내용을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에서 삭제하는 단계가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의 운용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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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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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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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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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c

도면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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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도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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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도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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