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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본 발명의 멀티 네트
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따르면 가정 내에 랜선 또는 적외선 통신망을 등을 통해 구축
된 네트워크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각각 다른 수준의 복암호화 레벨의 알고리즘에 따
라 동작하면서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져 그에 따라 가정 내 전체 네트워크망 속에서 상기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효율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외부 침입자가 상기 전체 네트워크망에 침입한 경우에도 상기 복수개의 가전
기기가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지므로 해서 상기 외부 침입자가 침입한 네트워크망 외의 다른 네트워크망을 가지
는 가전기기의 정보는 보호되며 그에 따라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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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네트워크망, 다이렉트/인다이렉트 가전기기, 에이전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도시된 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제1 실시예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제2 실시예의 구성이 도시된 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의 흐름이 도시된 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 : 액티브 다이렉트 가전기기

2 : 액티브/패시브 다이렉트 가전기기

3 : 패시브 다이렉트 가전기기 4 : 베리패시브 다이렉트 가전기기

5 : 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

6 : 베리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

7,8: 에이전트 10 : 제1 네트워크망

20 : 제2 네트워크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가정 내 가전기기가 
상호 연결되도록 구축된 네트워크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가전기기가 복수개의 멀티 네트
워크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최근 들어 복수개의 가전기기를 가정 내에서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하고 또한 상기 네트워크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연
결되도록 하여 가정 내의 어느 공간에서나 또는 가정 외에서나 상기 가전기기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
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상기와 같은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가정 내의 어느 공간에서도 특정 가정기기의 상태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외부에서도 컴퓨터 등의 수단을 통해 가정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많
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응용범위는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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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즉, 세탁기, 냉장고, TV등과 같은 가전기기가 상기 전력선 또는 랜(LAN)선 등을 통하여 가정내에 구축된 네트워크망
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P2P(Peer-to-Peer) 방식으로 상기 가전기기 사이에 데이터가 송수신되며, 필요에 따라 상기 
전력선 또는 랜선은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자가 상기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P2P 방식으로 상기 가전기기 사이에 데이터가 송수신되고 상기 가전기기 상호 데이터 송수신이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데이터를 송수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가전기기 상호 간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리하여 송수신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특히,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충돌 또는 그에 따른 데이터 우선 
순위의 지정 역시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상기의 알고리즘은 제안되기도 무척 어렵
고 또한, 제안되었다 하더라고 그 제안된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되도록 상기 가전기기를 제작하는 것 역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가전기기 중에서 오디오 리시버(Receiver)와 같이 주변 기기로 제어명령을 전송하는 가전기기와 C
D 플레이어, TV, 커피포트, 에이컨 등과 같이 전송된 제어명령에 따라 동작하는 가전기기는 동일한 알고리즘과 복암호
화 레벨(Level)에 따라 동작될 수 없으므로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현실 상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 단일 네트워크망을 통해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연동되는 경우, 상기 네트워크망으로 외부 침입자가 접속하는 경
우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공유되는 모든 복수개의 가전기기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상의 문제점 또한 존
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가정 내 구축된 네트워크망과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는 가전기기가 상호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며 연동되도록 하는 동시에 네트워크망
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야기되는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
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에 따르면,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상호 연결되도록 구축된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어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른 상태정
보를 송수신하는 다이렉트(Direct)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과 간접 연결되어 수신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
에 따른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인다이렉트(Indirect) 가전기기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크망과 간
접 연결되도록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의 송수신정보를 변환하는 동시에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호 연결된 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지도록 복수개의 로
지컬 ID를 가지는 에이전트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에 따르면, 네트워크망과 직접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없는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에서 각각 가전기기 규격 및 네트워크망 규격에 따라 정보를 변환하는 에이전트에 제1,2 로지컬 ID가 부여되는 제
1 단계와, 상기 에이전트의 제1 로지컬 ID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어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
신하는 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에이전트의 제2 로지컬 ID를 이용하여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는 제3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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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에 따르면, 가전기기는 크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네트워크
망과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가전기기와 간접 연결되는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로 나뉜다. 또한,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
는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된 다른 가전기기로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동시에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동작하는가
의 여부에 따라 액티브(Active) 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액티브/패시브(Passive) 다이렉트 가전기기 그리고, 다른 가전
기기로부터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동작하는 베리패시브(Very Passive) 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제어정보에 따라 
동작하는 외에도 고장이나 위급 상황 발생시 자율적으로 상태정보를 생성하여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송하는 패시브 다
이렉트 가전기기로 나뉜다. 그리고,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는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된 다른 가전기기로부터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동작하는 동시에 가전기기의 상태를 자율적으로 외부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와, 베리패시브(Very Passive)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로 나뉜다.
    

도 2에 도시된 가전기기는 다음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분류된다.

[표 1]
    제어정보전송 수신 제어정보에따라 동작 상태정보전송
다이렉트가전기기 액티브 o         

액티브/패시브 o o o
패시브     o o
베리패시브     o     

인다이렉트가전기기 패시브     o o
베리패시브     o     

또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를 통해 네트
워크망과 연결되는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주소를 부여하는 게이트웨이(Ga
teway), 브리지(Bridge) 등의 주소관리수단과, 주소가 부여된 가전기기의 송수신 데이터를 각각 가전기기의 규격 및 
네트워크망 규격에 따라 변환하고 송수신하는 통신중재수단으로 나뉜다.

이하,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의한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정 내 구
축된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는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와, 상기 네트워크망과 간접 연결되는 복수개
의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가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되도록 상기 인다이렉트 가
전기기(5,6)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에서 가전기기 규격 및 네트워크망 규격에 따라 송수신 정보를 변환하는 동시에 
제1,2 로지컬 ID가 부여된 에이전트(7,8)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는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어 다른 가전기기로 제어정보를 전송
하는 액티브 다이렉트 가전기기(1)와,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성하여 송수신하는 액티브/패시브 다이렉트 가전기기(2)와, 상기 네트워크
망을 통해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성하여 송수신하는 패시
브 다이렉트 가전기기(3)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생성하
는 베리패시브 다이렉트 가전기기(4)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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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기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의 경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암호화 레벨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망과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복호화 하고 변환하여 송수신한다. 즉, 상기 복수
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는 별도의 에이전트 없이 상기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므로 상기 네트워크망과 직
접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암호화 레벨의 알고
리즘에 따라 동작한다.
    

    
또한, 복수개의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는 필요에 따라 가전기기에서 발생한 고장 등의 위급상황에 대한 상태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에이전트(7)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망과 송수신하며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신되는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고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생성하는 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신되는 제어정
보에 따라 제어되고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생성할 뿐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태정보를 생성하지 못하는 베리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6)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는 상기 에이전트(7)의 주소관리수단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될 수 있도
록 주소를 부여받는 한편, 상기 에이전트(7)의 통신중재수단을 통해 상기 네트워크망과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
신한다. 따라서,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5,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암호화 레벨의 알고리즘에 따라 동
작한다.

여기서,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로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중요시되며 복잡한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하고 다른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나 오디오 리시버, 금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로
는 간단히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는 동시에 그다지 보안이 중요시되지 않는 커피포트나, 선
풍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에 따르면 상기 에이전트(7,8)는 상기 다이
렉트 가전기기(1,2,3,4)에게 공개되어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가 이를 이용하여 상기 에이전트(7,8)와 정보
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1 로지컬 ID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에게 공개되어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
기(5,6)가 이를 이용하여 상기 에이전트(7,8)를 통해 네트워크망과 연결되도록 하는 제2 로지컬 ID를 가진다.

따라서, 만일 상기 에이전트(7)의 상기 제1 로지컬 ID가 '1288'이고, 상기 제2 로지컬 ID가 '288'인 경우, 상기 다이
렉트 가전기기(1,2,3,4)는 상기 에이전트(7)의 제1 로지컬 ID인 '1288'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제1 네트워크망(10)
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는 상기 에이전트(7)의 제2 로지컬 ID인 '288'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제2 네트워크망(20)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상기 에이전트(7)는 복수개의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로 주소를 부여하고 상기 복수개의 인다이렉트 가전
기기(5,6)가 네트워크망과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와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는 결국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동시에 서로 연동 가능하다. 또한, 상기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와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는 각각 상
이한 제1,2 네트워크망(10,20)을 가지게 되므로 만일 외부 침입자가 상기 제2 네트워크망(20)에 침입하게 되더라고, 
상기 에이전트의 제2 로지컬 ID주소만 알 수 있으므로 제1 네트워크망(10) 및 그에 연결된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
기(1,2,3,4)의 정보 유출을 막아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를 도 4를 참고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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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한 제2 실시예의 경우, 상기 에이전트(7)로 상기 에이전트(7)와 연결된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의 수
에 따라 로지컬 ID가 부여된다. 즉, 제2 실시예에서 상기 에이전트(7)는 상기 복수개의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와 
상기 제1 네트워크망(10)을 통해 연결되는 외에도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와 각각 상이한 제2a,2b 네트워크망
(20a,20b)을 통해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에이전트(7)로는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1,2,3,4)에게 공개되는 제1 로지컬 ID인 '1288'과, 패시브 인
다이렉트 가전기기(5)에게 공개되는 제2 로지컬 ID인 '288'과, 베리패시브 인다이렉트 가전기기(6)에게 공개되는 제
3 로지컬 ID인 '287'을 가진다.

    
상기 제1,2,3 로지컬 ID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은 각각 상이한 3개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제1 실시예에서 상기 제2 네트워크망(20)에 침입한 침입자는 상기 제2 네트워크망(20)과 연결되는 
모든 인다이렉트 가전기기(5,6)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반면, 상기 제2a 네트워크망(20a)에 침입한 침입자의 경우 상이
한 네트워크망인 제1, 2b 네트워크망(10,20b)에 연결되는 다른 가전기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한층 더 보안이 유
지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동작을 도 5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 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로 제1,2 로지컬 ID가 부여됨에 따라 상기 에이전트는 다이렉트 가전기기에게 공개
되는 제1 로지컬 ID '1288'과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에게 공개되는 제2 로지컬 ID '288'을 가진다. (S1)

제2 단계에서,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는 상기 제1 로지컬 ID를 통하여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며 그에 따라 제1 네트
워크망이 형성된다. (S2)

제3 단계에서, 상기 제2 단계에서 형성된 상기 제1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정보와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송수신한다. (S3)

제4 단계에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는 상기 제2 로지컬 ID를 통하여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며 그에 따라 제2 네
트워크망이 형성된다. (S4)

제5 단계에서, 상기 제4 단계에서 형성된 상기 제2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로부터 
수신된 제어정보가 어느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에 관한 제어정보인지 또한 정당한 제어정보인지 판단한다. (S5) 만일, 
상기 제어정보가 정당한 제어정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제어정보를 무시한다.

만일, 제5 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가 수신한 제어정보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를 제어할 권한이 있는 가전기기로부
터 전송된 제어정보인 경우, 제6 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수신한 제어정보를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로 전송
한다. (S6)

제7 단계에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는 상기 제6 단계에서 전송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라 상기 인다
이렉트 가전기기에서 생성된 상태정보는 상기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제1 네트워크망과 송수신되도록 제2 네트워크망과 
송수신된다. (S7)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따르면 가정 내에 
랜선 또는 적외선 통신망을 등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는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각각 다
른 수준의 복암호화 레벨의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하면서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져 그에 따라 가정 내 전체 네트
워크망 속에서 상기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효율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외부 침입자가 상기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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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침입한 경우에도 상기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지므로 해서 상기 외부 침입자가 침입한 
네트워크망 외의 다른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의 정보는 보호되며 그에 따라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효
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가전기기가 상호 연결되도록 구축된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되어 수신된 제어정보에 따라 제어되며 그에 따
른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다이렉트(Direct)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과 간접 연결되어 수신 제어정보에 따라 제
어되며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인다이렉트(Indirect) 가전기기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
크망과 간접 연결되도록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의 송수신정보를 변환하는 동시에 상기 네
트워크망을 통해 상호 연결된 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지도록 
복수개의 로지컬 ID를 가지는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는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가전기기의 규격에 따라 변환하는 동시에 상기 수
신된 제어정보가 정당한 제어정보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어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
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로 로지컬 ID를 부여하는 주소관리수단과; 상기 주소관리수단을 통해 로지
컬 ID가 부여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의 송수신 정보를 각각 가전기기 규격 및 네트워크망 
규격에 따라 변환하는 동시에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수신되는 제어정보 중 정당한 제어정보만을 상기 인다이렉트 가
전기기로 전송하는 통신중재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
킹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에게 공개된 제1 로지컬 ID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에게 공개된 제2 로지컬 ID를 가지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
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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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되는 복수개의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각각 상이한 네
트워크망을 가지도록 상기 인다이렉크 가전기기에게 각각 공개되는 복수개의 로지컬 ID를 더 가지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시스템.

청구항 6.

    
네트워크망과 직접 정보를 송수신할 수 없는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네트워크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기 인다이
렉트 가전기기와 상기 네트워크망 사이에서 각각 가전기기 규격 및 네트워크망 규격에 따라 정보를 변환하는 에이전트
에 제1,2 로지컬 ID가 부여되는 제1 단계와; 상기 에이전트의 제1 로지컬 ID를 이용하여 상기 네트워크망과 직접 연결
되어 제어정보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는 제2 단계와; 상기 에이전트
의 제2 로지컬 ID를 이용하여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되는 제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부여된 상기 제1 로지컬 ID는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에만 공개되고, 상기 제2 로지컬 ID는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에만 공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제1 로지컬 ID를 통하여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됨에 따라 제1 네트워
크망이 형성되는 제1 네트워크망 형성단계와; 상기 제1 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 형성된 제1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기 다
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에이전트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정보와 그에 따른 상태정보를 송
수신하는 제1 네트워크망 정보 송수신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가 상기 제2 로지컬 ID를 통하여 상기 에이전트와 연결됨에 따라 제2 네트
워크망이 형성되는 제2 네트워트망 형성단계와; 상기 제2 네트워크망 형성단계에서 형성된 제2 네트워크망을 통해 상
기 에이전트로 수신된 제어정보가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로 전송되고 그에 따른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의 상태
정보가 상기 에이전트를 통해 상기 제1 네트워크망과 송수신되도록 송수신되는 제2 네트워크망 정보 송수신단계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상기 에이전트로 상기 인다이렉트 가전기기의 개수에 따라 복수개의 로지컬 ID가 부여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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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에서 상기 복수개의 인다이렉트 가전기기는 각각 상기 제1 단계에서 부여된 복수개의 로지컬 ID를 상호 
중복됨 없이 이용하여 상기 에이전트에 연결됨에 따라 각각 상이한 네트워크망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네트
워크망을 가지는 가전기기 네트워킹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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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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