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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 서버의 대역폭보다 작은 네트워크

또는 단말의 접속을 미연에 차단하고,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높아지면, 다른 네트워크로 단말의 접속을 분산시켜, 각

네트워크의 각각 대역폭 및 단말의 대역폭이 서비스 제공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

제를 방지하고, 각 네트워크 자원의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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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및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기 각 서비스별 대역폭,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상기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상기 단말을 파악하고, 상기 각 서비스별 대역폭보다 작은 허용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 및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하는 상기 각 단말의 접속을 차단하는 매니저 서버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및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상기 각 단말의 네트워크별 주소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각

서비스별 대역폭보다 작은 허용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및 상기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상기 각 단말의 주소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접속 차단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에 따라 상기 각 네트워크 또는 상기 각 단말의 접

근을 차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 필터부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각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및 주소 정보 또는 상기 각 단말의 네트워크별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파악부와,

상기 서비스별 대역폭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진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및 상기 네트워크로 접속한 단말의 주소 정보를 상기

각 차단 필터부에 설정하는 네트워크 설정부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LAN(Local Area Network), WLAN(Wireless LAN), UWB(Ultra Wide Band) 네트워크 또는 Zigbee 네트워크 중 적어

도 하나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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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상기 매니저 서버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니터링부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각 모니터링부로부터 상기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단말의 주소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

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검색된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면, 허용 대역폭 정보가 큰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포함되

는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의 종류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상기 매니저 서버로 전송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

스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각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종류의 서비스 대역폭 정보가 상기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보다 낮으면,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중 상기 서비스의 대역폭보다 큰 허용 대역폭을 가지

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은,

상기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각 인터페이스부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상기 매니저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

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서비

스 서버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처리부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2.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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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

한 단말을 검색하여,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매니저 서버와,

상기 매니저 서버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접속된 네트워크를 접속 가능한 다른 네트워크로 변

경하는 상기 각 단말을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모니터링하고, 상기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상기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니터링부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저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

율이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중 허용 대역폭이 큰 네트워

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상기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5.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및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또는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

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고, 상기 각 단말로부터 요청되는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 정보가 해당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보다 크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중 상기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 정보보다 큰 허

용 대역폭을 갖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매니저 서버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를 상기 매니저 서버로 요청하고, 상기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는 상기 각 단말을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6.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상기 각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또는 상

기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상기 각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각 단말로부터 서비스의 접속을 요청받는 단계; 및

상기 접속 요청된 서비스의 대역폭이 현재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대역폭보다 크면, 해당 서비스에 접속 차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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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는,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별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

는 단계;

상기 파악된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상기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상기 단말

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를 상기 식별 정보에 따른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이 사용자의 선택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각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가 상기 요청한 서비스의 대역폭 정보보다 작으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단말이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상기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로 변경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각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

는 단계;

상기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상기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

하는 단계; 및

상기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를 상기 식별 정보에 따른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

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1.

등록특허 10-0705582

- 5 -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및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상기 검색된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중 상기 허용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2.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상기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또는 상기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

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

상기 각 단말이 사용자의 선택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각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가 상기 요청한 서비스의 대역폭 정보보다 작으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단말이 상기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상

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다수개의 네트워크가 검색되면, 상기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단말이 상기 식별 정보에 따른 각 네트워크 중 허용 대역폭 정보가 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관리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네트워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면, 상기 각 네트워크 중 자원 점유율이 작은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

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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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들, 예를 들어, LAN(Local Area Network), WLAN(Wireless LAN),

UWB(Ultra wideband) 네트워크 또는 Zigbee 네트워크 등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 및 서비스 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말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개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를 들어, 다중 네트워크 자원을 가지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단말은 접속된 하나의 네트워크 자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단말이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비하고 있고, 다수개의 단말이 무선 랜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말이 무선 랜 자원보다 밴드위스(대역

폭)가 큰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게 되고, 무선 랜에 접속한 다른 단말들 또한 무선 랜 자원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방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

비스 서버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과, 서비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 대역폭,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단말을 파악하고, 각 서비스별 대역폭보다 작은 허용 대역

폭을 가지는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각 단말의 접속을 차단하는 매니저 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매니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접속 차단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에 따라 각 네

트워크 또는 각 단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 필터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매니저 서버는, 각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및 주

소 정보 또는 각 단말의 네트워크별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 파악부와, 서비스별 대역폭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진 네트

워크의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로 접속한 단말의 주소 정보를 각 차단 필터부에 설정하는 네트워크 설정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모니터링하고,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

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매니저 서버로 전송하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모니터링부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 단말은,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와, 각 인터

페이스부 중 하나의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로 전송하고,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네

트워크의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처리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매니저 서버와, 매니저 서버로부터 네트워크 변경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접속된

네트워크를 접속 가능한 다른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각 단말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 및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비스 서버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또는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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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각 단말로부터 요청되는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 정보가 해당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보다

크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중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 정보보다 큰 허용 대역폭을 갖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매니저 서버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를 매니저 서버로 요청하고,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에 접속하는 각 단말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각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또는 각 네트워크로 접속하

는 각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각 단말로부터 서비스의 접속을 요청받는 단계와, 접속 요청된 서비스의 대역

폭이 현재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대역폭보다 크면, 해당 서비스에 접속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파악된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단

말이 접속된 네트워크를 식별 정보에 따른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단계와, 각 단말이 사용자의 선택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요

청하는 단계와, 각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의 대역폭 정보보다 작으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단말이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각 네트

워크의 식별 정보 및 각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

정된 기준 점유율을 초과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의 주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단말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

속 가능한 단말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를 식

별 정보에 따른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이 접속되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별 대역폭 정보, 각 네트워크의 허용 대역폭 정보 또는 각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와, 각 단말이 사용자의 선택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와, 각 단말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허용 대

역폭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의 대역폭 정보보다 작으면, 해당 단말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단계와, 검색된 네

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단말이 식별 정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다수개의 네트워크가 검색되면,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단말이 식별 정보에 따른 각 네트워크 중 허용 대역폭 정보가 큰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와,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관리하는 단계와, 검색된 네트워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면, 각 네트워크

중 자원 점유율이 작은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를 해당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록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비스 서버(40)와, 다수개의 필터부(3n)와, 다수개의 네트워크

의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다수개의 자원 모니터링부(2n)와, 매니저 서버(50) 및 다수개의 단말(10)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비스 서버(40)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버(41),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메라 서버(42), 동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버(43) 및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 서버(44)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 서버(41)는 네트워크 환경 및 단말(10)의 성능에 따른 대역폭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인터넷 서버(41)

는 최소 대역폭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카메라 서버(42)는 최소 5Mbps 대역폭으로 카메라 서비스, 즉, 촬상되는 영상 데이터를 최소 5Mbps 대역폭으로

단말(10)로 제공한다.

스트리밍 서버(43)는 동영상 데이터를 끊김없이 최소 19Mbps 대역폭으로 단말(10)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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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서버(44)는 파일 데이터를 최소 200Kbps 대역폭으로 단말(10)에게 제공한다.

필터부(3n)는 매니저 서버(50)로부터 수신되는 차단 메시지에 포함되는 주소 정보에 따라 해당 주소 정보를 가진 단말(10)

및 네트워크의 접속을 차단한다.

매니저 서버(50)는 각 단말(10)과 협상(association) 절차를 통해 각 단말(10)의 네트워크에 따라 할당된 주소 정보를 등

록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와, 각 단말(10)의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따른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정보(대역폭, 소모 전력 및 서비스 거리 등)가 포함되는 다수개의 제 1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때, 매니저 서버(50)는 서비스 서버(40)의 각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 속도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테이블을 저장

하고, 각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 및 각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를 포함하는 제 3 테이블을 저장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제 1 테이블의 각 단말(10)의 주소 정보와, 제 3 테이블의 각 서버의 네트워크 환경 정보에 따

라 차단 메시지를 필터부(3n)로 전송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매니저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매니저 서버(50)는, 네트워크 매니저부(52) 및 데이터 베이스(51)를 포함하고,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네트워크 설정부(53), 자원 관리부(54) 및 테이블 관리부(55)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40)가 각 단말(10)로 제공하는 서비스별 최저 대역폭 정보에

따른 제 2 테이블을 데이터 베이스(51)에 저장한다.

아래의 표 1은 상기 네트워크 매니저부(52)가 관리하는 제2 테이블의 포맷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상기 표 1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서비스 서버(40)가 각 단말(10)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최소 대역폭이

제한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각 네트워크별 IP 주소 정보, 식별 정보 및 최소 대역폭 정보에 따른 제 3 테이블을 데이

터 베이스(51)에 저장한다.

아래 표 2는 네트워크 매니저부(52)가 관리하는 제 3 테이블의 포맷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등록특허 10-0705582

- 9 -



[표 2]

상기 표 2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각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정보, 즉,

각 네트워크의 최소 대역폭 정보를 관리한다.

매니저 서버(50)는 연결되는 각 네트워크별 환경 정보를 관리자로부터 입력받아 데이터 베이스(51)에 저장하고, 접속되는

각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및 해당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에 따라 제 3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 베이스(51)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각 단말(10)과 협상(association) 절차를 통해 각 단말(10)의 네트워크에 따라 할당된

주소 정보를 등록한다.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와, 각 단말(10)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 식별 정보와, 각 네트워크에서 할

당받은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정보(대역폭, 소모 전력 및 서비스 거리 등)가 포함되는 다수개의 제 1 테이블을 관

리한다.

아래의 표 3a, 3b, 3c는 네트워크 매니저부(52)가 관리하는 제 1 테이블의 포맷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 3a]

[표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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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c]

상기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각 단말(10)이 접속되는 각 네트워크에서 할당된 IP 주소 정보와,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가 포함되는 각 제 1 테이블을 상기 표 3a내지 표 3c와 같은 포맷으로 관리한다.

또한,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협상 절차를 통해 상기 제 1 테이블을 해당 단말(10)로 전송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매니저부(52)의 테이블 관리부(55)는 각 서버의 대역폭 정보에 따른 제 2 테이블과, 각 네트워크 종류별 대역폭

정보 및 IP 주소 정보에 따른 제 3 테이블과, 협상 절차를 통해 각 단말(10)이 접속한 네트워크 정보 및 해당 네트워크로부

터 할당된 IP 주소 정보에 따른 다수개의 제 1 테이블을 관리한다.

그리고, 테이블 관리부(55)는 신규 접속하는 단말(10)이 있으면, 해당 단말(10)에 대한 제 1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 베

이스(51)에 저장한다.

네트워크 매니저부(52)의 네트워크 설정부(53)는 서비스 서버(40)의 각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 정보와, 각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 및 각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10)의 IP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차단 메시지를 각 서버와 연동되

는 각 필터부(3n)로 전송한다.

일례에 따라, 네트워크 설정부(53)는 인터넷 서버(41) 및 파일 서버(44)와 연동되는 제 1 필터부(31) 및 제 4 필터부(34)로

는 IP 주소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차단 메시지를 전송한다. 즉, 네트워크 설정부(53)는 인터넷 서버(41) 및 파일 서버(44)

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대역폭보다 작은 서비스 종류가 없고, 각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인터넷 서버(41) 및 파일 서버

(44)의 대역폭보다 높으므로, IP 주소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차단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부(53)는 카메라 서버(42)의 대역폭이 5Mbps이므로, 5Mbps 대역폭보다 작은 제 4 네트워크인

Jigbee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192.168.62.10)와, 제 4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제 3 단말(10-3)의 IP 주소 정보

(192.168.62.4)가 포함되는 차단 메시지를 제 2 필터부(32)로 전송한다.

제 2 필터부(32)는 차단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정보인 192.168.62.10 및 192.168.62.4를 차단한다. 즉, 제 2 필터부

(32)는 차단 메시지에 포함된 IP 주소 정보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네트워크 설정부(53)는 스트리밍 서버(43)의 대역폭이 19Mbps이므로, 19Mbps 대역폭보다 작은 제 2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192.168.62.8)와, 제 2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단말(10)의 주소 정보(192.168.62.2 , 192.168.62.4 ,

192.168.62.6 , 192.168.62.7)와, 제 4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192.168.62.10)와, 제 4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단말(10)의

주소 정보(192.168.62.4)가 포함되는 차단 메시지를 제 3 필터부(33)로 전송한다.

제 3 필터부(33)는 수신되는 차단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 정보를 차단한다.

따라서, 각 필터부(3n)는 연동되는 각 서버의 대역폭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 또는 단말(10)의 접근을 차단함

으로써, 단말(10)이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대역폭이 서비스 서버(40)의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

지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매니저부(52)는 각 단말(10)로부터 서비스 종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서비스 종

류의 대역폭보다 대역폭이 높고, 해당 단말(10)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해당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

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해당 단말(10)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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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들면, 매니저 서버(50)는 제 3 단말(10-3)이 제 4 네트워크(Jigbee)를 통해 접속된 상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요

청하면, 스트리밍 서버의 최저 대역폭인 19Mbps보다 높으면서 제 3 단말(10-3)이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 3 단말

(10-3)에 대한 제 1 테이블에서 검색한다.

매니저 서버(50)는 검색되는 제 2 네트워크(WLAN) 또는 제 3 네트워크(UWB)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

지를 제 3 단말(10-3)로 전송한다.

그리고, 제 3 단말(10-3)은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제 2 네트워크 또는 제 3 네트워크로 변경한 이후에 스트리밍 서버(43)

로 접속한다.

즉, 매니저 서버(50)는 단말(10)이 요청하는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로 접속하도록 서

비스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한, 네트워크 매니저부(52)의 자원 관리부(54)는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최대 효율 비율을 초과하면, 해

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단말(10) 중 다른 네트워크로 변경할 수 있는 단말(10)을 검색하여, 해당 단말(10)을 다른 네트워크

로 변경시키는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각 자원 모니터링부(2n)는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점유율(최대 효율 비율)

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한다. 즉, 자원 모니터링부(2n)는 해당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 상

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점유율이 최대 효율 비율(예를 들면, 80%)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접속된

단말(10)의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초과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의 자원 관리부(54)는 초과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네트워크로 접속되어 있는 단말(10) 중 다른

네트워크로 변경 가능한 단말(10)을 검색하여, 해당 단말(10)로 네트워크를 변경하라는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일례를 들어, 제 2 네트워크(WLAN)에 제 2 단말(10-2) 및 제 3 단말(10-3)이 접속되어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최대 사

용 효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원 관리부(54)는 각 제 1 테이블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변경 가능한 단말(10)을 검색한다. 즉,

자원 관리부(54)는 다수개의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10)을 검색한다.

자원 관리부(54)는 제 3 단말(10-3)이 다수개의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하므로, 제 3 단말(10-3)로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전

송하고, 제 3 단말(10-3)은 현재 접속된 제 2 네트워크에서 제 3 또는 제 4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변경한다.

또한, 자원 관리부(54)는 현재 제 3 단말(10-3)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변경할 네트워크를 판단할 수 있

다. 일례에 따라, 자원 관리부(54)는 제 3 단말(10-3)이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카메라 서비스의 대역폭인

5Mbps보다 높은 제 3 네트워크를 변경할 네트워크로 판단하여, 제 3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각 단말(10)은 매니저 서버(50)로부터 변경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현재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변경할 네트워크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각 단말(10)은 상기 표 3a 내지 표 3c와 같은 제 1 테이블을 통해 접속된 각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를

파악하고, 현재 서비스 종류의 대역폭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로 변경할 수 있다.

각 단말(1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부(14)를 구비하고, 각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40)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단말(1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부(14)와, 메모리(11) 및 제어부(12)를 포함

하고, 제어부(12)는 인터페이스 처리부(13)를 포함한다.

각 인터페이스부(14)는 설정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40)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각 인터페이스부(14)는 유

선 랜, WLAN, UWB 및 Zigbee 방식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40)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싱한다.

등록특허 10-0705582

- 12 -



제어부(12)는 초기 네트워크에 접속되면, 각 인터페이스부(14)가 접속되는 네트워크에 따른 규약으로 네트워크 서버와 협

상(association) 절차를 통해 할당된 주소 정보를 등록한다. 이때, 주소 정보는 각 네트워크에 따라 고유한 IP 주소 정보를

할당받는다.

그리고, 메모리(11)는 단말(10)의 운용 프로그램 정보 및 각 네트워크별로 할당받은 IP 주소 정보를 저장한다.

제어부(12)의 인터페이스 처리부(13)는 초기 접속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서비스 종류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하고,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수신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네트워

크 식별 정보에 따른 네트워크로 변경한다.

즉, 인터페이스 처리부(13)는 매니저 서버(50)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서버(40)의 대역폭 정보가 포함되는 제 1 테이블을

메모리(11)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

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처리부(13)는 수신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부(14)를 통해 서비스 서버(40)로 접속한다.

즉, 인터페이스 처리부(13)는 초기 설정된 인터페이스부(14)를 통해 다중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매니저 서버(50)로부터

수신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부(14)를 통해 다중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각 단말(10)은 구동되면, 초기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매니저 서버(50)와 협상

(association) 절차를 통해 매니저 서버(50)에 등록한다(S 10). 각 단말(10)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각 네트워크를 통해 매니저 서버(50)에 등록한다.

이때, 각 단말(10)은 접속되는 네트워크가 제 2 네트워크(WLAN)이면, IEEE 80.11의 규약에 따라 협상 절차를 수행하고,

제 3 네트워크(UWB)이면, IEEE 802.15.3의 규약에 따라 협상 절차를 수행하고, 제 4 네트워크(Zigbee)이면, IEEE

802.15.4의 규약에 따라 협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매니저 서버(50)는 각 단말(10)과 협상 절차를 통해 상기 표 1과 같이, 각 단말(10)이 접속한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와, 해

당 네트워크에서 할당받은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대역폭 정보, 소모 전력 및 서비스 거리 등)가 포함되는

다수개의 제 1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10)는 상기 표 3a 내지 표 3c와 같이, 다중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각 네트워크별 식별 정보, IP 주소 정

보 및 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제 3 테이블 즉, 상기 표 2와 같이, 서비스 서버(40)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최저 대역폭 정보

를 관리한다.

매니저 서버(50)는 각 단말(10)로 해당 제 1 테이블을 전송한다(S 20). 각 단말(10)과 매니저 서버(50)는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 및 IP 주소 정보를 교환한다.

각 단말(10)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종류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한다(S

30).

매니저 서버(50)는 수신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정보에 따라 해당 단말(10)이 접속할 네트워크를

검색한다(S 40).

즉, 매니저 서버(50)는 해당 단말(10)이 요청한 서비스 종류의 최저 대역폭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검색한

다.

일례에 따라, 단말(10)이 제 3 네트워크(UWB)와 제 4 네트워크(Zigbee)와 접속될 수 있고, 제 4 네트워크로 접속된 상태

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하는 경우, 매니저 서버(50)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 정보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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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니저 서버(50)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인 19Mbps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가 제 3 네트워크

(UWB)이므로, 제 3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해당 단말(10)로 전송한다(S 50).

이때, 매니저 서버(50)는 각 단말(10)이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2개 이상 검색되면,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가장

작은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해당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해당 단말(10)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단말(10)은 수신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따라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변경한다(S

60).

그리고, 단말(10)은 변경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40)로 접속한다(S 70).

따라서, 단말(10)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른 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서버(40)에 접속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자원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매니저 서버(50)는 다중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각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대역폭 정보) 및 각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IP 주소 정보)를 파악한다(S 100). 매니저 서버(50)는 상기 표 2와 같이, 각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

크 환경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각 단말(10)과의 협상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별 IP 주소 정보 및

각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를 파악한다(S 110).

다중 네트워크의 각 자원 모니터링부(2n)는 각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을 모니터링한다(S 120).

그리고, 각 자원 모니터링부(2n)는 네트워크의 자원 점유율이 기설정된 최대 효율 비율을 초과하면,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

및 접속된 단말(10)의 IP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초과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한다(S 130).

매니저 서버(50)는 초과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 단말(10)들 중 다른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

(10)을 검색한다(S 140).

일례를 들어, 제 1 단말(10-1) 및 제 2 단말(10-2)이 제 2 네트워크(WLAN)에 접속되어 자원 점유율이 최대 효율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매니저 서버(50)는 다른 네트워크(제 1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단말(10)인 제 1 단말(10-1)을 선택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제 1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변경 요청 메시지를 제 1 단말(10)로 전송한다.

제 1 단말(10-1)은 수신되는 변경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는 네트워크의 식별 정보에 따라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제 1 네트

워크로 변경한다(S 150).

그리고, 제 1 단말(10-1)은 접속된 네트워크를 제 1 네트워크로 변경한 이후에 서비스 서버(40)에 접속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면

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매니저 서버(50)는 다중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각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대역폭 정보) 및 각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를 파악한다(S 200). 매니저 서버(50)는 상기 표 3과 같이, 각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 환경 정

보를 파악한다.

매니저 서버(50)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40)의 최소 대역폭 정보를 파악한다(S 210). 즉, 매니저 서버(50)는 상

기 표 2와 같이 서비스 서버(4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최소 대역폭 정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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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다중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각 단말(10)과의 협상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별 IP 주소 정보 및

각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를 파악한다(S 220). 매니저 서버(50)는 상기 표 1과 같이, 각 단말(10)이 접속하는 네트워크별

IP 주소 정보 및 네트워크의 환경 정보에 따른 다수개의 제 1 테이블을 관리하고, 각 단말(10)로 해당 제 1 테이블을 전송

한다.

매니저 서버(50)는 각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 및 각 단말(10)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에 따라 서비스 서버

(40)에 접속 차단하는 IP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차단 메시지를 서비스 서버(40)와 연동되는 각 필터부(3n)로 전송한다.

즉, 매니저 서버(50)는 서비스 서버(40)의 최소 대역폭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IP 주소 정보 및 해당 네트워

크로 접속되는 단말(10)의 IP 주소 정보가 포함되는 차단 메시지를 서비스 서버(40)와 연동되는 각 필터부(3n)로 전송한

다.

각 필터부(3n)는 차단 메시지에 포함되는 IP 주소 정보를 가진 네트워크 및 단말(10)의 접속을 차단한다(S 230).

즉, 각 필터부(3n)는 서비스 서버(4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보다 작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

속하는 단말(10)을 차단하여, 단말(10)이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서비스의 대역폭에 미치지 못함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각 단말(10)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버(50)로

전송한다(S 300).

매니저 서버(50)는 단말(10)로부터 수신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정보의 최소 대역폭 정보와, 단말

(10)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를 비교한다(S 310).

매니저 서버(50)는 각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와, 식별 정보 및 IP 주소 정보를 파악하고, 각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각

단말(10)의 네트워크별 IP 주소 정보 및 서비스 서버(4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 대역폭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매니저 서버(50)는 단말(10)이 접속된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보가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보다 작으면, 해당 단말

(10)이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보다 높은 대역폭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검색한다(S 320).

일례를 들어, 제 3 단말(10-3)이 제 2 네트워크(WLAN), 제 3 네트워크(UWB)와 제 4 네트워크(Zigbee)와 접속될 수 있

고, 제 4 네트워크로 접속된 상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최소 대역폭 19Mbps)를 요청하는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매니저 서

버(50)로 전송하는 경우, 매니저 서버(50)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 정보(19Mbps)와 제 4 네트워크의 대역폭 정

보(250Kbps)를 비교한다.

매니저 서버(50)는 단말(10)이 접속되어 있는 제 4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최소 대역폭보다 작으므로, 제

2 네트워크 및 제 3 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매니저 서버(50)는 다수개의 네트워크가 선택되면(S 330), 다수개의 네트워크들 중에서 자원 점유율이 작은 네트워

크를 선택하여(S 340), 해당 네트워크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를 해당 단말(10)로 전송한다(S 350).

단말(10)은 수신되는 서비스 응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네트워크 식별 정보에 따라 접속되는 네트워크를 변경하여, 사용자

가 선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40)에 접속한다(S 360).

상술한 본 발명의 상세 설명에서는 유선 랜, WLAN, UWB 및 Zigbee 네트워크를 가지는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기타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상세 설명에서는 서비스의 대역폭 및 네트워크의 대역폭에 따라 단말이 네트워크를 변경시키는 방

식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기타 환경 정보(예를 들어, 소모 전력)에 따라 단말이 네트워크를 변경시키는 것도 이와 동일하

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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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의 각각 대역폭 및 단말의 대역폭이 서비스 제공

대역폭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각 네트워크 자원의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블록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매니저 서버를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단말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자원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네트워크 관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단말 11 : 메모리

12 : 제어부 13 : 인터페이스 처리부

14 : 인터페이스부 2n : 자원 모니터링부

3n : 필터부 40 : 서비스 서버

50 : 매니저 서버 51 : 데이터 베이스

52 : 네트워크 매니저부 53 : 네트워크 설정부

54 : 자원 관리부 55 : 테이블 관리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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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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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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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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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등록특허 10-0705582

- 20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1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발명의 목적 6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6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7
  발명의 구성 7
  발명의 효과 16
 도면의 간단한 설명 16
  실시예 16
도면 16
 도면1 17
 도면2 18
 도면3 18
 도면4 18
 도면5 19
 도면6 19
 도면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