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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 및 그의 원격 자동관리 방법

요약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 및 그의 원격 자동 관리 방법이 개시된다.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은,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가능한 모뎀을 가지는 홈디바이스와,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의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
를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홈게이트웨이, 및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되며 홈게이트웨이의 인증처리 및 접속에러를 해결
하기 위한 설정데이터를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원격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홈디바이스는 설정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에
전송한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공중 전화 교환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홈게이트웨이 원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도,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블록도,

  도 4a 내지 도 4c는 도 3의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의 동작흐름도, 그리고,

  도 5a 및 도 5b는 도 3의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의 원격 자동 관리 방법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110 : 홈게이트웨이 111 : 엑세스네트워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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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판단부 115 : GW처리부

  117 : 에러메시지DB 118 : 설정데이터설치부

  119 : GW통신부 210 : PC 본체

  211 : 입출력부 213 : PC처리부

  215 : PC통신부 310 : 원격관리서버

  311 : 서버통신부 313 : 인증부

  315 : 인증관리DB 317 : 서버처리부

  318 : 설정데이터처리부 319 : 에러메시지관리DB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네트워크의 홈게이트웨이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 및 그의 원
격 자동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게이트웨이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상태에 발생하는 에러는 두 가지로 종류가 있다. 첫째, 최초 접속시
에러와, 둘째, 고장시 에러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 최초 접속시의 에러는,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최초 구입한 홈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과 연결되도록 예컨데,
xDSL 모뎀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설정함으로써 해결된다. 또한, 고장시의 에러 역시,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측에 고장
신호를 함으로써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진단 및 수리한다.

  이와 같은, 홈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에러에 대해 서비스 기사에게 의존하게 되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일반
사용자에게 확산되는 경우에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홈네트워크, 즉 홈게이트웨이 원격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대응책으로 원격 관
리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원격 관리 방법으로는, 인터넷 망 내에 원격 관리 서버를 두고, 각 가정내 홈
게이트웨이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홈게이트웨이 원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도이다.

  홈게이트웨이 원격 관리 시스템은, 홈네트워크(10)내의 홈게이트웨이(11)와, 인터넷(50), 및 원격 관리 서버(31)를 가지
는 서비스 제공자(30)를 갖는다.

  홈네트워크(10)내의 홈디바이스(12,13,14)들은 홈게이트웨이(11)에 연결되어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인 인터넷망(50)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30)측과 접속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이와 같은 종래의 원격 관리 시스템은 한계성을 갖는다. 즉, 홈게이트웨이(11)가 인터넷과 접속되는 경우에는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최초 접속 및 인터넷망과 접속되지 않는 고장시에 대해서는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홈게이트웨이의 최초 네트워크 설치 또는 고장시에도 원격 자동
관리를 제공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 및 그의 원격 자동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은,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가능한 모
뎀을 가지는 홈디바이스;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의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홈게
이트웨이; 및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되며,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인증처리 및 상기 접속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원격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홈디바이스는,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
웨이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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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홈게이트웨이는,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엑세스네트워크부;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과의 접속에
러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상기 접속에러가 발생하면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시키는 게이트웨이처리부; 및 상기 홈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엑세스네트워크부에 설치시키
는 설치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홈게이트웨이는,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상기 에러메시지를 저장하는 에러메시지저장부; 및 상기 에러메
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며, 상기 홈디바이스로부터 설정데이터를 수신하는 게이트웨이통신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홈디바이스는, 상기 홈게이트웨이와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입출력부; 상기 모뎀을 이용하여 상기 공중 전화 교환
망과 접속하여 상기 원격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디바이스통신부; 및 상기 입출력부에 상기 에러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공
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하도록 상기 디바이스통신부를 제어하는 디바이스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바이스처리부는 상기
설정데이터가 전송되면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로 출력하도록 상기 입출력부를 제어한다.

  상기 원격 관리 서버는,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하여 상기 홈디바이스와 통신하는 서버통신부; 상기 에러메시지 별
로 각각 대응하는 설정데이터가 저장된 에러메시지 관리DB; 및 기저장된 상기 설정데이터 중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상기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설정데이터를 검출하는 서버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처리부는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
터를 상기 서버통신부를 통해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시킨다.

  상기 원격 관리 서버는,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으로 변환하여 상기 서버통신부에 제
공하는 설정데이터처리부;를 더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서버통신부에 상기 홈디바이스가 접속되면, 상기 홈게이트
웨이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서버처리부는 상기 인증과정에서 상기 홈게이
트웨이가 최초 접속이면, 기저장된 설정데이터 중 최초 접속 에러에 대응하는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로 전송하도
록 상기 서버통신부를 제어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방법은, (a) 홈게이트웨이와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간의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해 원격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c) 상기 접속에러를 원격 관리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 (d) 상기 접속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
기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해 상기 홈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e)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재설
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a) 단계는,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단계;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과의 접속에러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에러가 발생하면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또한,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상기 에러메시지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b)단계 이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접속이 최초
접속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접속이 최초 접속인 경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다운로
드하는 단계; 및 상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다운로드 단계 전에,
상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을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d)단계는, 업로드된 상기 에러메시지에 대응하는 설정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
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상기 (e) 단계는, 다운로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상
기 홈게이트웨이의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은, 홈네트워크(100)를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500)를 연결하는 홈게이트웨이(110)
와 전화선 모뎀(예컨데, V.90모뎀)을 가지는 홈디바이스인 개인용 단말기(이하,'PC'라 함)본체(120), 및 원격 관리 서버
(310)를 가지는 서비스 제공자(300)를 포함하며, 또한, 홈게이트웨이(110)와 원격 관리 서버(310)를 연결하는 공중 전화
교환망(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400)을 가지고 있다.

  홈게이트웨이(110)는 홈게이트웨이(110)가 부팅될 때, 엑세스 네트워크의 접속상태에 대한 에러여부를 판단한다.

  홈게이트웨이(110)는 판단결과, 접속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홈게이트웨이(110)는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 코드를 홈
네트워크를 통해 PC 본체(120)에 전송한다. PC 본체(120)는 전송된 에러 코드에 기초하여 에러메시지를 요청하고, 제공
받은 에러메시지를 원격 관리 서버(310)에 전송한다.

  이때, 전송방식은 PC 본체(120)에 마련된 전화선 모뎀을 통하여 공중 전화 교환망(PSTN)(400)에 접속을 개시하고, 원
격 관리 서버(310)는 홈게이트웨이(110)의 인증을 수행한다. 즉, 원격 관리 서버(310)는 홈게이트웨이(110)에 할당된 고
유 ID를 인증하여 원격 관리 서버(310)에 최초 접속 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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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접속인 경우에는 최초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에 제공하며, 최초 접속이 아닌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
(110)에 에러메시지를 요청한다. 원격 관리 서버(310)는 홈게이트웨이(110)로부터 요청받은 에러메시지를 판별하여 홈게
이트웨이(110)의 접속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PC 본체(120)를 통해 홈게이트웨이(110)에 전송한
다.

  만약, 에러메시지가 원격 관리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격 관리 서버(310)는 홈게이트웨이(110)의 고장을 접수하
고, 서비스 방문 기사를 출장여부에 대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의해 홈게이트웨이(110)는 엑세스 네트워크 접속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선 모뎀을 갖는 PC 본체(120)를 이용
하여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전송받음으로써 원격 관리가 가능하게 된
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블록도이며, 이를 참조하여 홈게이트웨이 원
격 자동 관리시스템을 개략적인 도이다.

  홈게이트웨이(110)는 엑세스 네트워크(access network)부(111), 판단부(113), GW 처리부(115), 에러 메시지
DB(117), GW 통신부(119), 설정 데이터 설치부(118)등을 갖는다.

  엑세스 네트워크부(111)는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인 예컨데, xDSL, ADSL, VDSL 등과 같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을
수행한다.

  판단부(113)는 엑세스 네트워크부(111)의 접속상태를 판별한다.

  GW 처리부(115)는 판단부(113)의 판별된 접속상태에 대응하는 에러 메시지를 에러 메시지 DB(117)에 저장하고, PC 본
체(120)에 에러 메시지에 대응하는 에러 코드를 전송하도록 GW 통신부(119)를 제어한다.

  GW 통신부(119)는 홈네트워크(LAN)을 통하여 공중 전화 교환망(PSTN)과 통신이 가능한 전화선 모뎀을 가지는 PC 본
체(120)와 통신한다. 다시 말해서, 에러 메시지 DB(117)에 저장된 에러 메시지를 PC 본체(120)에 전송 및 PC 본체(120)
에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다운로드된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network configuration data)를 홈게이트웨이(110)에
전송한다. 여기서,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다운로드되는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는 최초 설정 데이터 및 고정 설정 데이
터 중 어느 하나 이다.

  설정 데이터 설치부(118)는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제공받은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network configuration data)를
이용하여 엑세스 네트워크부(111)를 재설정한다.

  PC 본체(120)는, 입출력부(121), PC 처리부(123), 및 PC 통신부(125)를 가지고 있다.

  입출력부(121)는 홈게이트웨이(110)로부터 전송되는 에러 메시지가 입력되고,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다운로드된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로 출력한다.

  PC 처리부(123)는 입출력부(121)로부터 에러 메시지가 입력되면, 공중 전화 교환망(PSTN)가 접속을 개시하도록 PC 통
신부(125)를 제어한다. 또한, PC 통신부(125)를 통해 에러 메시지를 원격 관리 서버(310)에 전송하며, 원격 관리 서버
(310)로부터 전송된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로 출력하도록 입출력부(121)를 제어한다.

  PC 통신부(125)는 전화선 모뎀(Modem), 예컨데, V.90 모뎀과 같은 전화선 모뎀을 가지며, 이에 의해 공중 전화 교환망
(PSTN)과 접속함으로써 원격 관리 서버(310)와 통신한다. 즉, 입출력부(121)로부터 입력되는 에러 메시지를 원격 관리
서버(310)로 전송하고,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원격 관리 서버(310)는 서버 통신부(311), 인증부(313), 인증 관리 DB(315), 서버 처리부(317), 에러 메시지 관리
DB(319), 및 설정 데이터 처리부(318)등을 가지고 있다.

  서버 통신부(311)는 공중 전화 교환망(PSTN)에 접속되어 클라이언트인 PC 본체(120)와 통신한다.

  인증부(313)는 홈게이트웨이(110)의 고유 ID에 기초하여 인증 관리 DB(315)에 기저장된 인증데이터에 기초하여 홈게
이트웨이(11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이때, 홈게이트웨이(110)의 고유 ID가 최초 접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버 처리부(317)는 에러 메시지 관리 DB(319)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전송된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
워크 설정 데이터를 검출한다.

  에러 메시지 관리 DB(319)는 홈게이트웨이별로 발생할 수 있늘 에러 메시지 와, 각각의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등이 저장된다.

  설정 데이터 처리부(318)는 서버 처리부(317)에서 검출된 에러 메시지에 해당하는 설정 데이터, 즉, 고장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의 데이터포멧으로 변환하여 서버 통신부(311)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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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버 처리부(317)는 인증부(313)의 인증과정에서 홈게이트웨이(110)의 최초 접속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결과 최
초 접속인 경우, 서버 처리부(317)는 최초 접속 에러에 대응하는 최초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에 전송하도록 제
어한다.

  서버 통신부(311)는 설정 데이터 처리부(318)에서 제공된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공중 전화 교환망(PSTN)을 통해 PC
본체(120)에 다운로드하며, PC 본체(120)는 다운로드된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에 전송한다. 따라서,
홈게이트웨이(110)의 설정 데이터 설치부(118)는 전송된 네트워크 설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엑세스 네트워크부(111)를 재
설정한다.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5a 및 도 5b는 이에 대한 흐
름도를 도시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본 발명에 따른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의 원격 자동 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용자가 홈게이트웨이(110)의 전원을 온하면(S511), 홈게이트웨이(110)는 부팅을 수행한다(S513). 부팅과정에서 엑세
스네트워크부(111)는 기설정된 ID 및 PW(password)등을 통해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을 수행한다.

  상태판별부(111)에서는 엑세스네트워크부(1110의 접속과정에서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정상적으로 접속이 수행되었
는지에 대해 판단한다(S515). 접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면, 홈게이트웨이(110)는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원격 관리 서버(310)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517).

  접속상태 판단결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GW 처리부(115)는 현재 발생한 에러에 대응하는 에러 메시지를 에러 메
시지 DB(117)에 저장하고, GW 통신부(119)는 LAN 접속을 시도한다.

  GW 통신부(119)는 PC 본체(120)의 입출력부(121)에 LAN 접속을 요청하며, 입출력부(121)는 GW 통신부(119)와의 통
신을 승인함으로써 홈게이트웨이(110)와 PC 본체(120)는 상호 통신가능하게 된다.

  GW 통신부(119)는 PC 본체(120)의 PC 처리부(123)에 접속에러가 발생했다는 소정의 에러 코드를 전송하고, 이에 PC
처리부(123)는 에러 코드에 대응하는 에러 메시지를 홈게이트웨이(110), 즉, GW 통신부(119)에 요청한다.

  PC 처리부(123)의 에러 메시지의 요청에 대응하여 에러 메시지 DB(117)에 저장된 에러 메시지를 홈네트워크를 통해
PC 본체(120)의 PC 처리부(123)에 전송한다.

  이에, PC 통신부(125)의 전화선 모뎀을 통해 공중 전화 교환망(PSTN)에 접속을 시도한다. PC 통신부(125)는 원격 관리
서버(310)의 서버 통신부(311)에 접속을 요청하며, 서버 통신부(311)는 PC 통신부(125)와의 통신을 승인함으로써 PC 본
체(120)와 원격 관리 서버(310)는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S521).

  PC 통신부(125)는 원격 관리 서버(310)의 인증부(313)에 홈게이트웨이(110)의 인증을 요청한다. 인증부(313)는 인증관
리 DB(315)에 기저장된 인증 관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홈게이트웨이(110)의 고유 ID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S523).
인증과정에서 홈게이트웨이(110)의 고유 ID가 최초 접속인지를 판단한다(S525).

  판단결과, 홈게이트웨이(110)가 최초 접속인 경우, 서버 처리부(317)는 에러메시지 관리 DB(319)에 기저장된 설정 데이
터 중 최초 설정 데이터를 검출하여 홈게이트웨이(1110)에 전송하도록 한다. 즉, 설정 데이터 처리부(318)는 최초 설정 데
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의 데이터 포멧으로 변환하여 서버 통신부(311)을 통해 PC 통신부(125)로 다운로드한다
(S527).

  한편, 홈게이트웨이(110)가 최초 접속이 아닌 경우(도 5에 도시된 흐름도), 서버 처리부(317)는 서버 통신부(215)에 에
러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S531). 이에 PC 통신부(215)는 에러 메시지를 서버 통신부(311)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에러 메시지는 서버 처리부(317)에 제공된다(S533).

  서버 처리부(317)는 에러 메시지 관리 DB(319)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력된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설정
데이터를 검출한다(S535) .

  즉, 에러 메시지 관리 DB(319)내에 원격 관리 가능한 에러 메시지에 대응하는 고장 설정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S537),
서버 처리부(317)는 에러 메시지에 해당하는 설정 데이터를 설정 데이터 처리부(318)에 전송하고, 설정 데이터 처리부
(318)는 설정 데이터를 홈게이트웨이(110)의 데이터 포멧으로 변환하여 서버 통신부(311)에 제공한다. 이에 서버 통신부
(311)는 PC 통신부(125)에 설정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S539).

  PC 본체(120)에 다운로드된 설정 데이터는 입출력부(121) 및 홈게이트웨이(110)의 GW 통신부(119)를 통해 설정 데이
터 설치부(118)에 전송된다. 설정 데이터 설치부(118)는 설정 데이터를 엑세스 네트워크부(111)에 재설치한다.

  한편, 원격 관리 가능한 에러 메시지에 대응하는 고장 설정 데이터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S537), 원격 관리 서비스가 불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PC 본체(120)에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 방문기사의 출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S541).

  이상과 같이, 홈게이트웨이와 엑세스 네트워크간의 접속에러가 발생하여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관리 서버와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공중 전화 교환망(PSTN)에 접속하여 원격 관리 서버로부터 접속에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설정데
이터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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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서비스 제공자측에서는 방문기사의 출장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측에서는 방문기사의 인건비에 대응하는 서비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고장을 인식하기 전
에 시스템내에서 자동적으로 에러를 판별하여 해결함으로써 에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
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가능한 모뎀을 가지는 홈디바이스;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의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홈게이트웨이; 및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되며,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인증처리 및 상기 접속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데이터를 상
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원격 관리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홈디바이스는,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게이트웨이는,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엑세스네트워크부;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과의 접속에러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상기 접속에러가 발생하면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시키는 게이트웨이처리부;
및

  상기 홈디바이스로부터 전송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엑세스네트워크부에 설치시키는 설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상기 에러메시지를 저장하는 에러메시지저장부; 및

  상기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며, 상기 홈디바이스로부터 설정데이터를 수신하는 게이트웨이통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디바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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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홈게이트웨이와의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입출력부;

  상기 모뎀을 이용하여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하여 상기 원격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디바이스통신부; 및

  상기 입출력부에 상기 에러메시지가 입력되면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하도록 상기 디바이스통신부를 제어하는 디
바이스처리부;를 포함하며,

  상기 디바이스처리부는 상기 설정데이터가 전송되면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로 출력하도록 상기 입출력부
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 관리 서버는,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과 접속하여 상기 홈디바이스와 통신하는 서버통신부;

  상기 에러메시지 별로 각각 대응하는 설정데이터가 저장된 에러메시지 관리DB; 및

  기저장된 상기 설정데이터 중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상기 에러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설정데이터를 검출하는 서버처리
부;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처리부는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서버통신부를 통해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으로 변환하여 상기 서버통신부에 제공하는 설정데이터처리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통신부에 상기 홈디바이스가 접속되면,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서버처리부는 상기 인증과정에서 상기 홈게이트웨이가 최초 접속이면, 기저장된 설정데이터 중 최초 접속 에러에
대응하는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로 전송하도록 상기 서버통신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
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홈디바이스는 개인용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시스템.

청구항 9.

  (a) 홈게이트웨이와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간의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

  (b)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해 원격 관리 서버에 접속하는 단계;

등록특허 10-0498034

- 7 -



  (c) 상기 접속에러를 원격 관리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

  (d) 상기 접속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공중 전화 교환망을 통해 상기 홈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e)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재설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단계;

  상기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과의 접속에러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접속에러가 발생하면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에러메시지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에러에 대응하는 상기 에러메시지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
동 관리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 이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접속이 최초 접속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접속이 최초 접속인 경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는 단계; 및

  상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
리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다운로드 단계 전에,

  상기 최초 설정 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을 변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
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방법.

청구항 14.

  제 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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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d)단계는,

  업로드된 상기 에러메시지에 대응하는 설정데이터를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데이터포멧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디바이스로 다운로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
동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다운로드된 상기 설정데이터를 상기 홈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설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홈게이트웨이의 외부 엑세스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방법.

청구항 16.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홈디바이스는 개인용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원격 자동 관리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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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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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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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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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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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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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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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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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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