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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과, 상
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서
비스 정보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 및 제어 포인트가 요청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서
비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서 검색하여 전송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제어 포인트로부터 특정 피제어 디바이
스를 찾는 메세지를 수신한 경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기 제어 포인트의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인트에 대신 응답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어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더라도 제어 포인트는 피제어 디
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네트워크, 피제어 디바이스, 제어 포인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UPnP 제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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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제어 포인트가 전송한 디바이스 패킷에 대해 피제어 디바이스가 전송한 응답 메세지를
제어 포인트가 전달 받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제어 포인트가 전송한 디바이스 패킷을 피제어 디바이스가 전송받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제어 포인트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
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전체 구성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피제어 디바이스 내부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의 전체 플로우챠트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초기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
송한 연결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된 서
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토큰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토큰의 생성 및 전달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가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
큰을 전달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해지 통지 메세지를 대신 전송해 주는 과정을 나
타낸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와 다른 피
제어 디바이스의 연결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
인트가 전송한 서치 메세지에 응답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 간의 네고
시에이션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의 해지 통
지 메세지를 대신 전송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0 : 피제어 디바이스(CD) 2000 : 제어 포인트(CP)

  1021 :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 1022 : 네고시에이션 모듈

  1023 :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 1024 : 토큰 관리 모듈

  1025 : 타이머 관리 모듈 1026 : 제어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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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제어 포인트로부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를
찾는 메세지를 수신한 경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제어 포인트에 응답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피제어 디바
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홈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 IP) 기반의 사설 망(Private network)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개인 컴퓨터(PC)와 지능형 제품, 무선 장치 등의 다양한 기기들을 하나의 네트
워크로 연결하여 통제한다.

  홈 네트워크 방법은 사설 망에 존재하는 기기들에 미들웨어(middleware)라 불리우는 공통의 가상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
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상기 미들웨어란 홈 네트워크에서 여러 기기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HAVI(Home AV Interoperability), UPnP(Universal Plug and Play), Jini, HWW(Home Wide
Web) 등이 현재까지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를 통해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기기들은 피어-투-피어(Peer-to-Peer) 방식의 네트워크
로 연결되는데, 각 장치들은 동적 호스트 구성 규약(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이하 DHCP라 함) 서버에 의
해 할당되거나 자동 IP 지정 기능(Auto IP)에 의해 선택되는 IP 주소를 사용한다.

  즉, 각각의 장치는 홈 네트워크에 처음 연결됐을 때 DHCP 서버를 검색하여 DHCP 서버의 응답에 따라 할당되는 주소를
확보하거나, DHCP 서버가 운영되지 않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Auto IP를 사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IP 주소를 자동으로
선택한다.

  이와 같이 DHCP 서버에 의하여 할당되거나 Auto IP에 의해 선택된 IP 주소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TCP/
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다른 기기들과 통신하고, IP 주소를 통
해 네트워크 상에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UPnP와 같은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는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기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이하 SSDP라 함)와 같은 프로토콜이 이용된다. 여기서, 상기 SSDP는 크게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
데, 제어 포인트(Control Point : 이하 CP라 함)가 자신이 원하는 타입(Type)의 피제어 디바이스(Controlled Device :이
하 CD라 함)를 검색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서치(M-Search) 메세지와 CD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사
용하는 통지(Notify) 메시지가 있다. 상기 통지 메시지에는 CD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자신의 IP를 할당 받은 후 보내는
연결 통지(Notify Alive) 메세지와 CD가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제거될 때 보내는 해지 통지(Notify Byebye)메세지가
있다. 즉, CD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DHCP 서버를 통해서 또는 Auto-IP 방식으로 IP를 할당 받고, 자기 자신이 네트워
크에 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지 통지 메시지를 UDP(user datagram protocol)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
으로 보낸다. 그러나, 상기 UDP 패킷(Packet)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상기 CD는 동일한 해지 통지 메시지
를 동일한 멀티캐스트 주소로 몇차례 반복하여 전송한다.

  또한, 상기 CP가 사용자로부터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부터 특정 서비스를 수행 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수행 시키는데 필요한 타입의 CD를 검색하기 위해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를 만들고, UDP 멀티캐스트 방
식으로 보낸다. 이 경우에도 UDP 멀티캐스트 방식은 CP가 보낸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에 대한 전달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를 동일한 멀티캐스트 주소로 1회 이상 반복하여 보내게 된다.

  그리고, 상기 CP가 보낸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를 수신한 CD는 자신의 타입이 상기 CP가 요청한 것과 동일한 경우 CP
에게 멀티캐스트 서치 응답 메시지를 구성하여 보내게 된다. 이에, 상기 CP는 자신이 보낸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집하여 특정 CD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는 CP 자신의 캐시(Cache)에 CD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둔다.
이 후, 상기 CP는 수집된 CD정보와 자신의 캐시를 통해 모은 CD 정보를 통해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CD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CD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제거되면, 먼저 자신의 해지 통지 메시지를 만들어 UD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이에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CP는 자신의 캐시에 저장된 해당 CD를 삭제 한다.

  도 1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UPnP 제어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동작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제어 포인
트는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찾는 디스커버리(Discovery)과정을 수행하며, 상
기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에게 멀티캐스트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서치 방법 및 패킷의
수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UDP(user datagram protocol) 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CP(2000,..,2200)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 디스커버리 과정을 수행하면 네트워크에 연결된
CD(1000,..,1500)는 상기 디바이스 패킷에 응답 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러나, CP2(2100)가 CD(1000,..,1500)을 발견하
기 위해 전송한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가 CD2(1100)에 전달되지 못하거나 멀티캐스트 서치 메시지를 수신한
CD3(1200)가 멀티캐스트 서치 응답 메시지를 CP2(2100)에게 보내지 못하고 패킷이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CP2(2100)는 해당 CD를 발견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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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제어 포인트가 전송한 디바이스 패킷에 대해 피제어 디바이스가 전송한 응답 메세지를
제어 포인트가 전달 받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제어 포인트가 전송한 디바이스
패킷을 피제어 디바이스가 전송받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종래의 홈 네트워크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제어 포인트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
낸 도면이다. CD(1000,..,1200)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트워크에서 제거 되게 되면, 먼저 자신의 해지 통지 메시지를 만
들어 UDP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이에, 상기 해지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CP(2000)는 자신의 캐시(2010)에서 해당
CD에 대한 정보를 삭제함으로, 상기 CD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동작하고 있던 CD(1000,..,1200)가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멈추게 된 경우, 상기 CD는 해지
통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되어 CP(2000)의 캐시(2010)에는 아직 해당 CD가 유효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잘못된
캐시 정보는 CP(2000)의 캐시(2010)에 함께 기록된 CD의 유효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게 되며, 즉 UPnP 디스커
버리 메커니즘이 캐시에 남아있는 CD에 대한 정보를 해당 CD가 보낸 연결 통지 메시지나 해지 통지 메세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CD가 비정상적으로 종료 된 경우, 이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UPnP 네트워크에 연결된 CD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서로 알리기 위해 통지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하거나, 상기
CD가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멈추었을 경우에도 CP(2000)의 캐시에 남아 있는 유효시간(Duration)때문에 해당 CD가 동작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지는 캐시 코히런스(Cache Coherence)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
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제어 포인트로부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를 찾는 메세지를 수신한 경
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를 대신하여 제어 포인트에 응답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중에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발견하면 제어 포인트에게 알려 제어 포인트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캐시에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
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과,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서비스 정보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 및 제어 포인트가 요청
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서비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서 검색하여 전송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통지 메세지를 통해 네트
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와,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 요청 메
세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 요청 메세지가 수신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상기 작성된 리스트에서 검색하
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전체 구성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으
로서, 억세스 포인트(3000), 제어 포인트(control point :CP)(2000) 및 피제어 디바이스(controlled device :CD)(1000)
로 구성된다.

  억세스 포인트(3000)는 무선으로 연결된 제어 포인트(2000)와 피제어 디바이스(1000)를 연결시키는 장치이다.

  제어 포인트(2000)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을 찾기 위해 디스커버리 패킷을
전송하고, 그에 따른 응답 메세지를 전송받아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을 제
어한다.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1100,...,1500)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의 정보 리스트를 생성 및 관리하고, 상기
제어 포인트(2000)가 요청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검색하여 전송한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피제어 디바이스
의 구성 및 동작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피제어 디바이스의 내부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 네고시에이션 모듈(1022),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1023), 토큰(token) 관리 모듈(1024), 타이머(timer) 관리 모듈(1025) 및 제어 모듈(1026)로 구성된다.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1023)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이 전송한 통지
(notify) 메시지 및 제어 포인트(2000)로부터 전송되는 서치(M-Search) 메세지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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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은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의 정보를 수집
하여 상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의 서비스 정보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
한다.

  제어 모듈(1026)은 제어 포인트(2000)가 요청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서비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
듈(1021)에서 검색하여 전송한다. 또한, 제어 모듈(1026)은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상기 토큰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제
어 포인트(2000)의 정보 요청 메세지에 응답하며, 상기 토큰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를 확인
한다. 여기서, 상기 상태 정보는 초기(init) 상태, 진행(active) 상태 및 정지(stop) 상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상기 초기 상태
란 현재 자신이 가진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1일 경우(즉, 리스트에 자기 자신만 있는 경우)로 피제어 디바이스
의 초기 상태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상태이다. 초기 상태에서 자신의 리스트가 업데이트(update)되어 리스트 개수가 2개 이
상이 되는 순간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를 진행 상태로 변경한다. 상기 진행 상태란 현재 피제어 디바
이스(1000) 자신이 토큰을 갖고 있는 상태로 서비스를 수행중인 상태이다. 상기 정지 상태란 진행 상태에서 서비스 수행을
마치고 현재는 아무런 동작을 수행 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상기 토큰 존재 여부의 확인은 상기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 진다.

  토큰 관리 모듈(1024)은 토큰 생성 및 상기 생성된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 및 관리 한다.

  타이머 관리 모듈(1025)은 셀프 타이머(Self Timer)와 웨이팅 타이머(Waiting Timer)를 생성하는데, 상기 셀프 타이머
는 상기 토큰 관리 모듈(1024)에서 관리하는 토큰이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경우 상기 토큰이 전달된 다른 피제
어 디바이스의 응답 시간을 체크한다. 즉, 각 피제어 디바이스들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을 넘겨주거나 응답
(ACK)을 기다릴 때, 자신의 셀프 타이머를 동작 시키고,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이 오면 셀프 타이머를 종
료 한다. 그리고, 셀프 타이머가 동작하는 동안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셀프 타이머를 다시
(Retry) 동작 시킨다(예를 들어, 3번 동작시킴). 상기 셀프 타이머가 3번 동작하는 동안에도 응답이 없으면, 상기 다른 피
제어 디바이스에 대해 해지 통지 메세지를 대신 보내고, 자신의 리스트에서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삭제한
후, 다음 과정(Operation)을 수행 한다.

  또한, 상기 웨이팅 타이머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토큰의 전체 순환 시간을 체크한
다. 즉, 웨이팅 타이머는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가 자신이 해야 할 서비스 동작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자신이 갖고 있는 리
스트에 남아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개수에 비례하여 동작이 종료될 시점에 대해 예측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
해 동작 하는 타이머로서, 상기 설정된 웨이팅 타이머가 완료되면, 새로운 토큰을 생성하여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
큰과 리스트 전송을 한다. 그리고, 정지 상태의 피제어 디바이스들은 모두 웨이팅 타이머를 구동 시키고 있어야 하며, 상기
웨이팅 타이머를 수행해야 할 시점에서 해당 피제어 디바이스가 갖는 리스트의 개수가 1인 경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
에게 자신의 연결 통지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바꾼 후 웨이팅 타이머를 수행하여 다른 피제어 디바
이스들에게 자신이 살아 있음을 알린다.

  한편, 상기 셀프 타이머와 웨이팅 타이머는 동시에 동작 하지 않으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상태 조건에 맞는
타이머가 동작 하도록 되어 있다.

  네고시에이션 모듈(1022)은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들 에서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
의 유효성을 조정 한다. 여기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1022)은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토
큰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1022)은 상기 토큰을 가진 각각의 피제어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며, 만약 상기 비교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
트 개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리스트에 등록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Remain Duration Time)의 합
을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한다. 여기서, 상기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은 각 피제어 디바이스가
연결 통지 메세지를 전송할 때 같이 전송되며, 상기 전송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유효시간(Duration Time)을 기초로 하
여 계산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의 전체 플로우챠트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서,
먼저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1100,..,1500)로부터 통지 메세지를 전송
받아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다(S100).

  그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서 토큰을 생성하여, 상기 생성된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송하고, 상기 전송
된 토큰을 수신하는 토큰 생성 여부 판단 과정, 토큰 수신 과정 및 토큰 전달 과정을 수행하고(S200,S300,S400), 상기 네
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1000,..,1500) 내에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네
고시에이션 과정을 수행하며(S500),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제어 포인트
(2000)에게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네트워크에서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해지 통지 메세지 전달 과정(S600), 및 상
기 제어 포인트(2000)로부터 특정 디바이스의 정보를 찾는 서치 메세지를 전송받는 제어 포인트의 서치 메세지 수신 과정
을 수행한다(S150). 여기서, 상기 각각의 과정은 상황 따라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하 도 8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초기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먼저 피제어 디
바이스(1000)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을 알리는 메세지를 멀티
캐스트 한다(S110). 이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던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1100,...1500)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
(1000)가 전송한 메세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연결 통지(notify alive) 메세지를 전송한다(S120).

  이 후,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전송된 연결 통지 메세지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
(1100,...,1500)의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한다(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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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제어 디바이스들(1000,1100,...,1500)로부터 연결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A 과정과 제어 포인트(2000)의 서
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B 과정은 상기 초기화 과정과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
송한 연결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한 도면으로서, 상기 도8의 단계 S120(또는, 도 8의 A 과정)에 해당된다.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1100,...,1500)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게 연결 통지 메세지를 전송하고(S121),
이에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1100,...,1500)로부터 연결 통지 메세지가 수신되었는지 체
크한다(S122). 만약,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1100,...,1500)로부터 연결 통지 메세지가 수신되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
(1000)는 자신의 디바이스 관리 모듈(1021)에 상기 연결 통지 메세지를 전송한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추가시킨다
(S123).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된 서
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8의 B과정에 해당된다.

  먼저, 제어 포인트(2000)가 피제어 디바이스(1000)로 서치 메세지를 멀티캐스트하면(S151),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
(1000)는 제어 포인트(2000)로부터 서치 메세지가 수신되었는지 체크한다(S152). 만일, 상기 제어 포인트(2000)로부터
서치 메세지가 수신되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수신된 서치 메세지가 요청하는 피제어 디바이스 타입이 자신의
디바이스 관리 모듈(1021)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한다(S153).

  그 다음,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가 진행(active)상태 인가를 판단하는데(S154), 여기서 자신의 상태
가 진행 상태라 하는 것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자신의 상태가 진행 상태인 경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제어 포인트(2000)에게 해당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메세지를 전송한다(S155).

  한편,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디바이스 관리 모듈(1021)에 상기 제어 포인트(2000)가 찾는 피제어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재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상태가 진행 상태가 아닐 경우에,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
(1000)는 제어 포인트(2000)에 응답 메세지를 전송할 수 없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토큰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
로서, 상기 초기화 과정에서 작성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확인하고(S201),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 정보를 체크한다(S202,S203). 여기서, 상기 상태 정보
란 초기(init) 상태, 진행(active) 상태 및 정지(stop)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2개 이상이 안될 경우에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2개 이상이 될
때까지 단계 S201 및 단계 S202를 계속 수행한다.

  그 다음, 상기 자신의 상태 정보를 체크한 결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상태가 초기 상태일 경우, 상기 피제어 디
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를 진행 상태로 변경하고 토큰을 생성 및 전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즉, L 과정)(S204).

  만일, 상기 자신의 상태 정보를 체크한 결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상태가 정지 상태일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
이스(1000)는 웨이팅(waiting)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상기 동작된 웨이팅 타이머의 재수행(예를 들어 3번) 여부를 판단한
다(S205). 즉,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웨이팅 타임을 수행시키고(S206),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토큰과 피제
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전송 여부를 판단한다(S207). 여기서, 상기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토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가 전송되었다면 토큰 전송 과정(즉, C 과정)으로 넘어간다.

  한편, 상기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토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가 전송되지 않았다면, 상기 설정된 피제어 디
바이스(1000)의 웨이팅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S208), 여기서 상기 설정된 웨이팅 타이머 시간이 종
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웨이팅 타이머를 계속 동작 시키고, 상기 설정된 웨이팅 타이머 시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상기 웨이
팅 타이머가 수행된 횟수를 체크한 후 다시 웨이팅 타이머를 동작시킨다(S209). 여기서, 상기 웨이팅 타이머의 수행은 여
러번(예를 들어 3번) 반복되며, 상기 설정된 횟수 만큼 웨이팅 타이머가 반복 수행되면,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동으
로 토큰을 생성한다(즉, L 과정 수행).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토큰의 생성 및 전달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먼저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토큰을 생성한 후(S301),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가 연결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검사한다(S302,S303). 여기서,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와 연결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즉, D 과정)을 수행하며, 상기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은 하기 도 15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가 정지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네고시에이션 과정(즉, F 과정)
을 수행한다. 상기 네고시에이션 과정은 하기 도 14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상기 검사 결과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가 정지 상태일 경우(S304),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토큰과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전달한다(S305). 여기서, 상기 리스트를 전달한 피제어 디바이스
(1000)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수정되고, 상기 수정된 리스트의 첫번째에 기록된 피제어 디바이스
를 상기 리스트를 전달할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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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상기 토큰과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전송한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셀프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ACK) 메세지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S307,S308).

  만일,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온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
게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하였다는 응답 메세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다
(S311,S312)(즉, W 상태).

  한편,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셀프 타이머
의 시간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S309). 여기서, 상기 셀프 타이머의 시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셀프 타이
머를 동작시키고, 만일 셀프 타이머의 시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를 체크한 후 다시 셀프 타이머
를 동작 시킨다(S310). 여기서, 상기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는 3회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설정된 횟수는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를 체크하여 재 수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S306),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
는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해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즉, D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은
하기 도 15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가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
큰을 전달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먼저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가 전송한 토큰과 피제어 디바
이스의 리스트를 수신한다(S401).

  이 후,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응답 메세지를 전송하고, 셀프 타이머를 작동 시킨다
(S402,S404).

  그 다음,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정지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응답 메세지가 수신되었
는지를 확인한다(S405).

  상기 확인 결과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수신된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다음 피제어 디
바이스에게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할 준비를 하고(즉, Q 과정), 만일 상기 확인 결과 이전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
지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셀프 타이머의 시간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한다(S406). 여기서,
상기 셀프 타이머의 시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계속해서 셀프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만일
상기 셀프 타이머의 시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를 체크한 후 다시 셀프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S407). 여기서, 상기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는 3회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기 설정된 횟수는 사용자의 임의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셀프 타이머의 재 수행 횟수를 체크하여 재 수행 횟수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S403), 상기 피제어 디바이
스(1000)는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즉, D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해지 통지 메세지 전송 과정은 하기 도 15에서 자세
히 설명한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설
명한 도 12의 단계 S304와 같이 설명한다.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전송하기 위해서 상기 다
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검사하는데, 이때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가 정지 상태가 아닐 경우, 즉 다음 피제
어 디바이스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경우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수행한다.

  먼저,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와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
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는데, 만약 상기 비교결과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큰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다(S501,S502).

  한편,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 비교 결과 동일한 개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저장된 각 피제어 디바
이스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의 합을 비교한다(S503). 여기서,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들의 잔류시간 합이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들의 잔류시간의 합 보다 큰 경우, 상기 피
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를 정지로 변경하고(S502), 만일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
스의 리스트들의 잔류시간 합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들의 잔류시간의 합 보
다 작은 경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다(S504).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 토큰을 가진 피제어 디
바이스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한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해지 통지 메세지를 대신 전송해 주는 과정을 나
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해지 통지 메세지를 제어 포인트(2000)에게 대신 전송해 주는 경우는, 상기 피
제어 디바이스(1000)가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하기 위해서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
인한 결과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즉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와,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를 전송 받지 못한 경우, 즉 피제어 디바이스
(1000)의 셀프 타이머가 종료된 후에도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일 때 수행된다.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응답 메세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
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 대신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하고(S601),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된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삭제한다(S602). 여기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상기 다음 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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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대신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해줌으로, 제어 포인트(2000)는 비정상적으로 해지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
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로써 피제어 디바이
스들을 효율적인 제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된 리스트의 개수를 확인하여
상기 저장된 리스트 개수가 1개이면,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기 자신의 연결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트 하고, 자
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다(즉, E 상태)(S603,S607,S608). 만일, 상기 저장된 리스트 개수가 1개 이상이면 그 다
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할 준비를 한다(즉, Q 과정).

  한편,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된 리스트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만일 네트워크 상에 피제어 디바이스가 단지 2개 존재할 경우에, 즉 피제어 디바이스(1000)와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만 존재할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와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호 토큰과 동일한 리스트를 계속 전송
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정지 상태로 변경하라는 메세지
를 전송하며, 이에 상기 다음 피제어 디바이스는 자신의 상태를 정지로 변경한다(S604 내지 S606).

  이 후,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하고 웨이팅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즉, W 상
태)(S605,S606).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와 다른 피
제어 디바이스의 연결 동작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8 및 도 9에서 설명한 초기화 과정 및 연결 통지 메세지 수신과
정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피제어 디바이스(이하, 제1 피제어 디바이스라 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자신을 알리는 메세지를 다른 피제어 디
바이스(이하, 제2 피제어 디바이스라 함)에게 전송한다.

  그 다음, 자신의 정보를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하고, 상기 전송한 메세지에 응답하여 연결 통지 메세지
를 전송한 제2 피제어 디바이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함으로서,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
스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제2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제어 포인트(2000)에 알려 줄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
인트가 전송한 서치 메세지에 응답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10에서 설명한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인트
로부터 전송된 서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어 포인트(2000)가 제2 피제어 디바이스를 찾는 서치 메세지를 멀티캐스트 하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예를 들어, 제1, 제2, 제3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상기 제어 포인트(2000)의 멀티캐스트 메세지를 수신하여 상기
서치 메세지에서 요청한 서치 타입(Search Type)과 자신의 타입을 비교하여 해당될 경우 제어 포인트(2000)에게 응답하
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여 상기 제어 포인트(2000)가 멀티캐스트한 메세지를 제3 피제어 디바이스(1200)만이 수
신할 경우, 상기 제3 피제어 디바이스(1200)는 상기 제어 포인트(2000)가 찾는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를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221)에서 검색하여 상기 제어 포인트(2000)에게 대신 서치 메세지에 대한 응답 메세지를 구성하여 전
송해 준다.

  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12에서 설명한 토큰의 생성 및 전달 과정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먼저,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토큰을 생성한 후, 제2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를 검사하고, 상기 제2 피제어 디바
이스의 상태가 정지 상태일 경우,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의 순서를 변경하여,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
로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한다. 이 후,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셀프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상기 제2 피제어 디
바이스로부터 응답을 기다린다.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는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로부터 전송받은 토큰과 리스트로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121)을 업데이트 시킨 후,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게 응답 메세지를 보내고, 셀프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이 후,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를 전송받고 셀프 타이머를 종료
시킨 후 웨이팅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그 다음,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자신이 웨이팅 타이머로 변경된 사실을 전송
하면,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는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로부터 응답 메세지를 전송받고 자신의 셀프 타이머를
종료시킨다.

  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 간의 네고
시에이션 동작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14에서 설명한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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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된 바와 같이, 제3 피제어 디바이스(1200)가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로 토큰 및 리스트를 전송하기 전에 상기 제
4의 피제어 디바이스(1300)의 상태를 검사하는데,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의 상태가 진행 상태
일 경우 네고시에이션을 수행한다.

  먼저, 상기 제3 피제어 디바이스(12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221)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 개수
와 상기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231)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리스트 개수가 많은 피제어 디바이스가 이기게 된다. 즉, 상기 제3 피제어 디바이스(1200)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개수보다 상기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상기 제3 피제어 디바이스
(1200)의 상태는 정지 상태로 변경된다.

  만약, 상기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와 제5 피제어 디바이스(1400)에 저장된 리스트의 개수가 같을 경우, 상기 제4 피
제어 디바이스(1300)에 저장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의 합과 상기 제5 피제어 디바이스(1400)에 저
장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잔류 시간의 합이 큰 피제어 디바이스가 이기게 된다.
즉, 상기 제4 피제어 디바이스(1300)에 저장된 리스트의 잔류시간 합이 상기 제5 피제어 디바이스(1400)에 저장된 리스
트 잔류시간 합보다 크므로, 상기 제5 피제어 디바이스(1400)의 상태가 정지 상태로 변경된다.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 과정 중 피제어 디바이스의 해지 통
지 메세지를 대신 전송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도 15에서 설명한 통지 해지 메세지를 대신 전송해 주는 과정
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20(a)는 제1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2 피제어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제2 피제어 디바이스 대신 제1 피제어 디바
이스가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에게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하기 위해서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상태를 확인한다. 여기서,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와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제1 피제어 디
바이스(1000)는 자신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 저장된 제2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삭제한다.

  그 다음,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에 대한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한
다.

  한편,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서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가
삭제되면,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021)에는 자신의 리스트만이 남아 있게 되므
로,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자신의 연결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트한 후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다.

  도 20(b)는 제1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2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를 전송받지 못한 경우에 제2 피제어 디바이
스 대신 제1 피제어 디바이스가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하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가 토큰을 생성해서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에게 토큰과 리스트를 전송
한 후 셀프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에,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
(1100)는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에게 응답 메세지를 보내고 셀프 타이머를 동작 시킨다.

  이 후,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는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응답을 수신하여 셀프 타이머를 종료 시킨
다.

  그 다음,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는 셀프 타이머를 동작시키면서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1000)로부터 셀프
타이머를 종료했다는 응답을 기다리는데,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셀프 타이머가 종료될 때 까지 상기 제1 피
제어 디바이스(1000)로부터 응답이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는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
(1000)에 대한 해지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팅 한다.

  그리고,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121)에서 상기 제1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를 삭제한다.

  이로써,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의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1121)에는 자신의 리스트만이 남아 있게 되므
로, 상기 제2 피제어 디바이스(1100)는 자신의 연결 통지 메세지를 멀티캐스트 한 후 자신의 상태를 정지 상태로 변경한
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음은 자명하며,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순한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구성의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가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제어 포인트로부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를 찾는 메세지를 수신한 경우,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기 제어 포인트
의 메세지를 수신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가 제어 포인트에 대신 응답 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어 네트워크 상
태가 불안정하더라도 제어 포인트는 피제어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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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존
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발견하면 제어 포인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상기 제어 포인트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로써 피제어 디바이스를 효율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잇
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서비스 정보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 및

  제어 포인트가 요청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서비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서 검색하여 전송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은,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되는 서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토큰 생성 및 상기 생성된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관리하는 토큰 관리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모듈은,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상기 토큰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제어 포인트의 정보 요청 메세지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 존재 여부의 확인은,

  상기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정보는,

  초기 상태, 진행 상태 또는 정지 상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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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타이머를 생성하는 타이머 관리 모듈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셀프 타이머는 상기 토큰 관리 모듈에서 관리되는 토큰
이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되는 경우 상기 토큰이 전달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응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관리 모듈은,

  웨이팅 타이머를 생성하는데, 상기 웨이팅 타이머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토큰의
전체 순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들에서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네고
시에이션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은,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토큰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은,

  상기 토큰을 가진 각각의 피제어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은,

  상기 비교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리스트에 등록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네트워크
잔류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치.

청구항 13.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들을 찾기 위해 디스커버리 패킷을 전송하고, 그에 따른 응답 메세지를 전송받아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제어 포인트; 및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피
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 리스트를 생성 및 관리하고, 상기 제어 포인트가 요청한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검색하여 전송
해 주는 피제어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이 전송한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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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기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모든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서비스 정보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 및

  제어 포인트가 요청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서비스 정보를 상기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서 검색하여 전송하는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통지/서치 메세지 수신 모듈은,

  제어 포인트로부터 전송되는 서치 메세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는,

  토큰 생성 및 상기 생성된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관리하는 토큰 관리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모듈은,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상기 토큰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제어 포인트의 정보 요청 메세지에 응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 존재 여부의 확인은,

  상기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정보는,

  초기 상태, 진행 상태 또는 정지 상태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는,

  셀프 타이머를 생성하는 타이머 관리 모듈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셀프 타이머는 상기 토큰 관리 모듈에서 관리되는 토큰
이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될 경우, 상기 토큰이 전달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응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관리 모듈은,

  웨이팅 타이머를 생성하는데, 상기 웨이팅 타이머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토큰의
전체 순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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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 내에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네고시
에이션 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은,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토큰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모듈은,

  상기 토큰을 가진 피제어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리스트에 등록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잔
류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26.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통지 메세지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 요청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정보 요청 메세지가 수신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상기 작성된 리스트에서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피제어 디바이스가 토큰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요청 메세지가 수신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상기 작성된 리스트에서 검색하는 단
계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토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
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등록특허 10-0493898

- 13 -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
공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리스트 개수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토큰 및 저장된 피제어 디바
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 전송 여부를 체크하며, 셀프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단계; 및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면 상기 셀프 타이머를 정지시키고, 웨이팅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리스트를 전달한 피제어 디바이스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상기 수정된 리스트의
첫번째에 기록된 피제어 디바이스를 상기 리스트를 전달할 피제어 디바이스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셀프 타이머는,

  상기 토큰이 전달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응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
공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팅 타이머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토큰의 전체 순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
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팅 타이머의 작동이 완료된 후에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토큰이 전송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토큰을 생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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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들 중에서 상기 응답 메세지를 전
송하지 않은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삭제하는 단계; 및

  상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은 피제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제어 포인트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또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 및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 내에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네고시
에이션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단계는,

  상기 토큰을 가진 각각의 피제어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단계는,

  상기 비교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리스트에 등록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잔
류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0.

  피제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통지 메세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통지 메세지를 통해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피제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

  제어 포인트가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기 요청받은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상기 작성된 리스트에서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 40항에 있어서,

  피제어 디바이스가 토큰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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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상기 요청받은 특정 피제어 디바이스의 정보를 상기 작성된 리스트에서 검색
하는 단계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에 토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
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
공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토큰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단계는,

  피제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 토큰 및 저장된 피제어 디바
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를 전송 여부를 체크하며, 셀프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단계;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면 상기 셀프 타이머를 정지시키고, 웨이팅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는,

  상기 리스트를 전달한 피제어 디바이스를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상기 수정된 리스트의
첫번째에 기록된 피제어 디바이스를 상기 리스트를 전달할 피제어 디바이스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셀프 타이머는,

  상기 토큰이 전달된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의 응답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
공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팅 타이머는,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에 대한 상기 토큰의 전체 순환 시간을 체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
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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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웨이팅 타이머의 작동이 완료된 후에도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토큰이 전송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토큰을 생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리스트 관리 모듈에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들 중에서 상기 응답 메세지를 전
송하지 않은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삭제하는 단계; 및

  상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은 피제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제어 포인트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응답 메세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는,

  상기 피제어 디바이스가 또 다른 피제어 디바이스에게 토큰 및 저장된 피제어 디바이스 리스트를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피제어 디바이스 내에 다수의 토큰이 존재할 경우, 상기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네고시
에이션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단계는,

  상기 토큰을 가진 각각의 피제어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를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상기 네고시에이션 단계는,

  상기 비교결과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 개수가 동일한 경우, 상기 리스트에 등록된 각 피제어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잔
류시간의 합을 비교하여 토큰의 유효성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제어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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