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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IPv6 표준의 MLD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멀티캐스팅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
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채널 정보를 수신하고, 홈 게이트웨이로 멀티미디어 기기
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
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및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고, 라우터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홈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며, 접
속망의 라우터에 멀티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이 다시 각 가정 내의 멀티미디어 기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IPv6 환경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의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기기, 홈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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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IPv6 표준의 MLD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멀티캐스팅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대역의 접속망(access network)이 활성화되어 보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xDSL,
케이블 모뎀(cable modem)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접속망은 T1, E1과 같은 비싼 전용선보다도 넓은 대역폭을 제공
하면서도, 비용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공용선이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보다 값싸게 접속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조만간 현재의 IPv4를 대체하는 IPv6이 표준으로 확립되어 보급될 것이다. IPv6 환경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IPv6 주소 공간이 매우 넓어 TV나 냉장고 같은 댁내의 모든 가전 기기에 IPv6 주소가 할당될 수 있다는
것과 주소 자동 설정(address autoconfigu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IPv6 주소를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
아도 된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광대역의 접속망과 IPv6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세계 거의 모든 가정 내의 가전 기기에 IPv6 주소가 할
당되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고,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는 이러한 가전 기기 각각에 컨텐츠를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전 기기 각각에 일 대 일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
가 폭주할 것이다. 특히, 접속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송될 것이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multimedia contents provider)는 상기된 가전 기기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
디어 기기 각각에 컨텐츠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으로의 데이터 폭주는 심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접속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멀티미
디어 컨텐츠가 전송되는 IPv6 환경에서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 하에서 모든 가정 내의 멀티미디어 기기로 멀티미
디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기기는 사용자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
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채널 정보 수신부;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수신부에 수
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는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 및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
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부를 포함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는 모든 채널 정보 및 모든 채널 정보가 지시
하는 모든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 소정의 멀티미
디어 기기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
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는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
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
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
소 저장부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
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
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 및 소정의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
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
트 주소 검색부에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
송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라우터는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
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소정의 채널 정보가 지
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 상기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에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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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
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은 (a) 사용자로부터 상기 사용자
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
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전
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
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에서 수신
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은 (a) 모든 채널 정보 및 모든 채
널 정보가 지시하는 모든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b)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로
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
을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
하는 단계; (d)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
색하는 단계; 및 (e) 소정의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d) 단계에서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
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은 (a)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
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소정의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
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및 (c)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
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b)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
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 홈 게이트웨이(2), 및
라우터(3)로 구성된다.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TV(16), PC(17), 웹패드(18), 인터넷 라디오(19)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
와 홈 게이트웨이(2)는 이더넷(ethernet), 무선 랜(wireless LAN), PNA(Phoneline Networking Alliance),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브루투스(bluetooth) 등과 같은 댁내 망(home network)으로 연결되어 있고,
홈 게이트웨이(2)와 라우터(3)는 접속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접속망은 인터넷과 같은 기간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
여 구축된 소규모 통신망이다.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는 이하에서 제시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홈 게이트
웨이(2)로 채널 정보를 전송하고, 홈 게이트웨이(2)는 IPv6 표준의 MLD를 이용하여 라우터(3)로 멀티캐스트 주소
를 전송한다.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하고,
홈 게이트웨이(2)로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source address) 필드, 홈 게이
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필드, 및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
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한다. 사용자는 리모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시청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채널을 선택하
게 된다. 이때, 선택된 채널을 나타내는 채널 정보는 채널 정보 패킷에 실려, 홈 게이트웨이(2)로 전송되게 된다.
IPv6 표준의 패킷 포맷에 따르면, 발신지 주소 및 목적지 주소는 헤더의 발신지 주소 필드 및 목적지 주소 필드에 각
각 기록되고, 채널 정보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는 페이로드(payload)의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다. 페이로드는 전송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기록되는 곳으로, 본 발명에서는 채널 정보가 기록되는 페이로드의 일정 영역을 특
히 채널 정보 필드로 정의한다.

홈 게이트웨이(2)는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로부터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고, 라우터(3)로 홈 게
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
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multicast)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Multicast Listener Discovery)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IPv6
표준의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인 MLD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각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로 전송
함으로서 제한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다. 이러한 MLD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수신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를 관리하는 홈 게이트웨이(2)가 같은 링크 로컬(link
local) 상(본 발명에서는 접속망)에 있는 라우터(3)로 MLD 보고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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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D 보고 메시지는 어느 하나의 멀티캐스트 주소에 가입하기 위하여 라우터(3)로 보고하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이 MLD 보고 메시지에는 가입하고자 하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실리게 된다. 이때, 각각의 멀티캐스트 주소는 각각의
채널마다 할당되어 있으며, MLD 보고 메시지에 가입하고자하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실린다는 것은 MLD 보고 메시
지에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에 대한 정보가 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MLD 보고 메시지는 IPv6 표준의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메시지의 일종이다.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은 이러한 MLD 보고 메시
지가 부착된 IPv6 패킷이다.

라우터(3)는 홈 게이트웨이(2)로부터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고,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multimedia contents provider, 4)로부터 멀티미
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 라우터(3)가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면,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를 목적지로 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이 MLD
보고 메시지를 전송한 홈 게이트웨이(2)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MLD의 멀티캐스트 주소
는 채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홈 게이트웨이(2)가 라우터(3)로 MLD 보고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은 시청하고자 하
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보낸다는 의미이고, 라우터(3)가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를 목적지로 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홈 게이트웨이(2)로 전송한다는 것은 해당 채널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
텐츠(예를 들면, 영화 또는 음악)를 홈 게이트웨이(2)로 보낸다는 의미이다.

멀티캐스트 패킷은 멀티캐스팅 방식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4)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라우터(3)에 도달
하게 된다. IPv6 표준의 멀티캐스팅 방식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4)는 라우터(3)를 포함한 여러 개의
라우터에 동일한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 라우터 개수만큼의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링크 로컬 상에 있는 라우터 개수만큼의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면, 이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
라우터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링크 로컬 상에 있는 라우터 개수만큼을 복사하고, 복사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자신과 동일한 링크 로컬 상에 있는 라우터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전송 방식을 반복하다가, 결
국에는 접속망 상의 라우터(3)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멀티캐스트의 수신지를 결정하는 주소가 바로 멀티캐스트 주
소이다. 다시 말하면, 상기된 라우터들은 동일한 멀티캐스트 주소를 갖고 있다.

IPv6 환경에서는 세계의 수많은 가정 내에는 IPv6 주소를 할당받은 수많은 멀티미디어 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
고,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자가 유니캐스트(unicast) 방식, 즉 일 대 일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주할 것이고, 결국에는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멀티캐스팅 방식을 채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것을 구현하
기 위하여 IPv6 표준의 MLD을 채용하였다.

또한, 라우터(3)는 홈 게이트웨이(2)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
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
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라우터(3)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실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를 관리하는 홈 게이트웨이(2)로 동일한 멀
티미디어 컨텐츠가 실린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홈 게이트웨이(2)는 라우터(3)로부터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고,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
드, 및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
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홈 게이트웨이(2)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실린 멀티
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로 동일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실린 멀티캐스
트 패킷을 전송한다.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는 홈 게이트웨이(2)로부터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고, 수신된 멀티캐스
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의 프로토콜 스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상기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멀티미디어 기기(1)가 담당하는 부
분, 홈 게이트웨이(2)가 담당하는 부분, 라우터(3)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응용 계층(application layer)에
탑재된다. 멀티미디어 기기(1)의 응용 계층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TCP/UD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User
Datagram Protocol)을 사용하는 전송 계층(transport layer), IPv6 및 ICMPv6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계층
(network layer), 이더넷, 무선 랜, PLC, 또는 PNA를 사용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을 경유하여 IP 패킷의
형태로 홈 게이트웨이(2)로 전송된다. 전송된 IP 패킷은 홈 게이트웨이(2)의 물리 계층에 도달하고, 상기된 순서의
역순으로 각 계층을 경유하여 응용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본 발명에서는 MLD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 게
이트웨이(2)의 프로토콜 스택에는 MLD 계층이 올라가게 된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홈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된 IP
패킷은 라우터(3)의 응용 계층에 도달하게 된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기기, 홈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기기(1)는 채널 정보 수신부(11),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12), ACK 메시지 패킷 수신
부(13),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14),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부(15)로 구성된다.

채널 정보 수신부(11)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한다.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12)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

공개특허 10-2005-0026752

- 4 -



소 필드, 및 채널 정보 수신부(11)에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
한다. 채널 정보 패킷은 도 2에 도시된 프로토콜 스택의 UDP/IP에 따른 패킷의 페이로드에 기록된다. 신뢰성이 높
은 TCP를 이용하지 않고, 속도가 높고 시스템 부담이 적은 UDP를 이용한 것은 홈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13)는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12)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2)
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수신한다. 채널 정
보 패킷 전송부(11)는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13)에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ACK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고,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13)에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채널 정보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다.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12)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홈
게이트웨이(2)가 수신하면, 홈 게이트웨이(2)는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기(1)는 ACK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함으로서, 채널 정보 패킷 전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14)는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12)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2)
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채
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부(15)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14)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
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채널 정보가 홈 게이트웨
이(2)로 전송되면, 홈 게이트웨이(2)는 수신된 채널 정보를 멀티캐스트 주소로 변환하여 멀티캐스트 패킷을 제공하
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4)에게 전송한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4)는 수신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해당하
는 컨텐츠를 라우터(3)에게 전송하고, 라우터(3)에 수신된 컨텐츠는 홈 게이트웨이(2)를 경유하여 이 컨텐츠를 필요
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전송하고자 하는 각종 데이터는 상기와 같은 IPv6 패킷에 실려
전송되게 된다.

도 3을 참조하면, 홈 게이트웨이(2)는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21), ACK 메시지 패킷 전송부(22),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전송부(23),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 채널 정보/
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26),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27),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 멀티캐스트 주소/채
널 정보/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29), 및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210)로 구성된다.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21)는 멀티미디어 기기(1)로부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
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
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다. ACK 메시지 패킷 전송부(22)는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21)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멀티미디어 기기(1)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
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전송부(23)는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21)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라우터(3)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 수신
부(21)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
시지(MLD Done Message)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이와 같은 MLD 종료 메시지를 라우터
(3)로 전송하지 않는다면, 라우터(3)는 채널 변경 직전의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멀티미
디어 기기(1)로 전송할 것이고, 멀티미디어 기기(1)는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수신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다만, TV, 라디오와 같이 한 채널에서 제공된 컨텐츠만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기기와는 달리, PC는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제공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MLD 종료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는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21)에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신
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와 이 주
소를 보유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에 대한 정보가 일 대 일로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는 서로 대응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채널 정보를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한다. TV의 주소에는 채널 1이 대응되고, PC
의 주소에는 채널 5가 대응되고, 웹패드(web pad)의 주소에는 채널 7이 대응되고, 인터넷 라디오의 주소에는 채널
100이 대응된다. 따라서, TV 사용자는 채널 1을 시청하려고 하고, PC 사용자는 채널 5를 시청하려고 하고, 웹패드
사용자는 채널 7을 시청하려고 하고, 인터넷 라디오 사용자는 채널 100을 시청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는 모든 채널 정보 및 모든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모든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
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IPv6 표준의 MLD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기 위한 표지로서 멀티캐스트 주소
를 사용한다. 따라서, MLD를 이용하여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채널 정보가 아닌 멀티캐스트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는 모든 채널 정보 및
이것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를 사용하여 채널 정
보를 MLD에 따른 라우터에서 인식될 수 있는 멀티캐스트 주소로 변환하게 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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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는 서로 대응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채널 정보 및 멀티캐스트 주소를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한다. 채널의 총 개수는 100 개이며, 채널 1부터 채널
100까지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26)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멀티미디
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 저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한다. 도 4 및
도 5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26)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
(24)에 저장된 채널 정보인 1부터 100까지 중,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 저장된 채널 정보인
1, 5, 7, 100과 일치하는 채널 정보인 1, 5, 7, 100을 검색한다. 이어서,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26)는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부터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 중, 검색된 채널 정보인 1,
5, 7, 100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
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한다.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27)는 라우터(3)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
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에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MLD Report Message) 패킷을 전송한다. 상기된 예를 적용하여 설명하
면,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MLD 보고 메
시지 패킷,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즉 총 4 개의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는 MLD 보고 메시지 전송부(27)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를 수신한 라우터(3)로
부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MLD 보고 메시
지 패킷 전송부(27)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가 할당된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
(27)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
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 이때,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27)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에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고,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에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MLD 보고 메시
지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다. 이것은 MLD 과정을 시작하는 MLD 보고 메시지의 전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캐스트 패킷이 이 패킷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1)로 정확히 전송되려
면, 멀티캐스트 패킷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멀티캐스트 주소가 이러한 식별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채
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 및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서 멀티캐스트 주소를 이용
하여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주소/채널 정보/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29)는 채
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에 수신된 멀티캐
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채
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보를 검색
하고,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
를 검색하고,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
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16, 17, 18, 19)의 주소를 검색한다. 상기된 예를 적용하여 설명하면, 멀티캐스트 주
소/채널 정보/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29)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
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부터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까지 중,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에 수신된 총
4 개의 멀티캐스트 패킷 각각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
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
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
소를 검색하고,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24)에 저장된 채널 정보인 1부터 100까지 중, 검색된 멀티캐스
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보인 1, 5, 7, 100을 검색하고,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 저장된 채
널 정보인 1, 5, 7, 100 중,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인 1, 5, 7, 100을 검색하고, 멀티미디어 기기 주
소/채널 정보 저장부(25)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
소인 TV의 주소, PC의 주소, 웹패드의 주소, 인터넷 라디오의 주소를 검색한다.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210)는 멀티미디어 기기(1)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캐스
트 주소/채널 정보/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29)에서 검색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
드, 및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28)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
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라우터(3)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수신부(31),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32), 홈 게이트웨이 주
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34),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35), 및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36)로 구성된다.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32)는 홈 게이트웨이(2)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
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한다.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는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에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
록된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한다.

도 6은 도 3에 도시된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의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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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는 서로 대응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멀티캐스트 주소를 테이블 포맷으로 저장한다. 상기된 예를 적용하면, 채널 1
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저장되
어 있고, 이것들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인 FE80::1이 저장되어 있다. 채널 1, 채널 5, 채널 7, 채널 100은
상기된 예의 홈 게이트웨이(2)가 관리하는 댁내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이다. 따라서, 채널 1,
채널 5, 채널 7, 채널 100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란에는 상기된 예의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인 FE80::1이
저장되어 있다. 접속망을 통하여 라우터(3)와 연결된 홈 게이트웨이는 다수 개가 존재할 것이고, 라우터(3)와 연결
된 다수 개의 홈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된 멀티캐스트 주소들과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들이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
캐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장된다. 즉,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
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 외에도 다른 홈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된 채널의 멀티캐
스트 주소가 저장될 수 있으며,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란에 이들 채널에서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필요
로 하는 다른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예를 들면, FE80::2)가 저장될 수 있다.

다시 도 3을 참조하면,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34)는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4)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
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
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을 수신한다.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35)는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장된 멀티
캐스트 주소 중,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32)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
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검색한다. 상기된 예를 적용
하여 설명하면,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35)는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
(33)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
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 ... 중,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32)에 수신된 총 4개의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
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
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인 채널 1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
널 5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7의 멀티캐스트 주소, 채널 100의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
소인 FE80::1을 검색한다.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36)는 홈 게이트웨이(2)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35)에서 검색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
부(34)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
디어 컨텐츠 필드, 및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34)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수신부(31)는 홈 게이트웨이(2)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
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32)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
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수신한
다. 이때,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는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33)에 저
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수신부(32)에 수신된 MLD 종료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발신
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삭제한다. 주소가 삭제된 홈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멀티캐스트 패
킷이 전송되지 않는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한다(71). 이어서, 홈 게이트웨이로 멀티
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한다(72). 이어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수
신한다(74). 만약,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74)에는 ACK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고(75),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된 경우(74)에는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 다(76). 이어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77). 이어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한다(78).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모든 채널 정보 및 모든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모든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한다(81). 멀티
미디어 기기로부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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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필드, 및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
킷을 수신한다(82).

이어서,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고,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멀
티미디어 기기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
고,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라우터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
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
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83).

이어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저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검색
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한다(84). 이어서, 라우터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
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
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85). 이어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를 수신한 라우터로부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전송된 MLD 보고 메
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할당된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
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86). 이때, 멀티캐스트 패
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87)에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
송하고(88),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다(89).

이어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저장된 채널 정보 중,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보
를 검색하고, 저장된 채널 정보 중,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를 검색한다(810). 이어서, 멀티미디어 기기로 홈 게
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검색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
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
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
킷을 수신한다(91). 이어서,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한
다(92). 이어서,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
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
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
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한다(93). 이어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상
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검색한다(94). 이어서, 홈 게이트웨이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검색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
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수신된 멀
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95).

상기된 단계들과는 별도의 단계로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
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수신한다(96). 이어서, 저장된 홈 게이
트웨이의 주소 중, 수신된 MLD 종료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삭
제한다(97).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캐스팅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사용자로부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정보인 채널 정보를 수신하고,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
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한다(101). 이어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고,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
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한다(102).

이어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고,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
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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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을 수신하고,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수신
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
드, 및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
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103).

이어서,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고,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디
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한다(104). 이어서, 전송된 멀티캐
스트 패킷을 수신하고,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한다(105).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 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
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
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접속망의 라우터에 멀티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 멀티캐스트 패킷이 다시 각 가정 내의 멀티미디
어 기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IPv6 환경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접속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전송되
는 환경에서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용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로부터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채널 정보 수신부;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수신부에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는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멀
티캐스트 패킷 수신부; 및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이 정
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전송부는 상기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에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ACK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ACK 메시지 패킷 수신부에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기
기.

공개특허 10-2005-0026752

- 9 -



청구항 4.

채널 정보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
소 저장부;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는 채
널 정보 패킷 수신부;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멀티미디
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에 저
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
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는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 및

소정의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검색부에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
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
웨이.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이 정
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ACK 메시지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상기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채널 정보 패킷
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
료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전송부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를 수신한 라우터로부터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할당된 채널에서 제공
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
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멀티
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상기 채널 정보/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
보를 검색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
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채널 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상
기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를 검색하는 멀티캐스트 주소/채널 정보/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 및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캐스트 주소/채널 정보/
멀티미디어 기기 주소 검색부에서 검색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
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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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 전송부는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청구항 9.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
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소정의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

상기 MLD 보고 메시지 수신부에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
록 저장하는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
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터.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수
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
고,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상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검색하는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 및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캐스트 주소/홈 게이트웨이 주소
검색부에서 검색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멀티
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라우터.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
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 수신부에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
킷 수신부를 포함하고,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는 상기 홈 게이트웨이 주소/멀티캐스트 주소 저장부에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상기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수신부에 수신된 MLD 종료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우터.

청구항 12.

(a) 사용자로부터 상기 채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b)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
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된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
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
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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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b+1) 상기 (b) 단계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
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으
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b+2) 상기 (b+1) 단계에서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ACK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주기
적으로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b+1) 단계에서 ACK 메시지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상기 채널 정
보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c) 단계는 상기 (b+1) 단계에서 전송된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한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
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재생 방법.

청구항 15.

(a) 채널 정보 및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b) 소정의 멀티미디어 기기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
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채널 정보가 기록된 채널 정보 필드를 포함하는 채널 정보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채널 정보 패킷에 포함된 채널 정보 필드에 기록된 채널 정보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d)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는 단
계; 및

(e) 소정의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d) 단계에서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
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b+1) 상기 (b) 단계에서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
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 패킷이 정상적
으로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ACK 메시지를 포함하는 ACK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b+2) 상기 (b) 단계에서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경우, 상기 라우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
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b) 단계에서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
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f) 상기 (e) 단계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를 수신한 라우터로부터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e) 단계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할당된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
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상기 (e) 단계에서 전송된 MLD 보고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
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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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f)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상기 검
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를 검색하는 단계; 및

(h) 상기 멀티미디어 기기로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g) 단계에서 검색된 멀티
미디어 기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f)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f+1) 상기 (f) 단계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주기적
으로 상기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전송하고, 상기 (f) 단계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이 수신된 경우에는 상기 MLD 보
고 메시지 패킷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g) 단계는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f+1)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
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상기 (a) 단계에서
저장된 채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채
널 정보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와 일치하는 채널 정보를 검색하고, 상기 (c)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 중, 상기 검색된 채널 정보에 대응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주소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
중계 방법.

청구항 20.

(a) 소정의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소정의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소정의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의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
를 포함하는 MLD 보고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및 상기
수신된 MLD 보고 메시지에 포함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를 서로 대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및

(c)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b)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상기 채널 정보가 지시하는 채널에서 제공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d) 상기 (b) 단계에서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 중, 상기 (c)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
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와 일치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검색하고, 상기 (b) 단계에서 저장된 홈 게이트웨
이의 주소 중, 상기 검색된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응되는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검색하는 단계; 및

(e)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d) 단계에서 검색된 홈 게이트웨이
의 주소가 기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상기 (c)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에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기록된 멀티미디어 컨텐츠 필드, 및 상기 (c) 단계에서 수신된 멀티캐스트 패킷에
포함된 목적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가 기록된 멀티캐스트 주소 필드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b+1) 상기 홈 게이트웨이로부터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기록된 발신지 주소 필드, 상기 라우터의 주소가 기
록된 목적지 주소 필드, 및 소정의 채널 정보 패킷이 수신된 시점에서 전송중인 멀티캐스트 패킷의 전송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MLD 종료 메시지를 포함하는 MLD 종료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b+2) 상기 (b) 단계에서 저장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 중, 상기 (b-2) 단계에서 수신된 MLD 종료 메시지 패킷에
포함된 발신지 주소 필드에 기록된 홈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 게이
트웨이 라우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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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12 항 내지 제 22 항 중에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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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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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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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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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공개특허 10-2005-0026752

- 18 -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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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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