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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외부 인터넷에 의한 댁내망의 ＵＰｎＰ장치 관리제어 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댁내망(home network) 내부의 UPnP장치들을 외부의 인터넷에서 제어, 관리하는 장치 및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하는 UPnP 프록시 서

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 장치에 있어서, 상기 클라

이언트는, 사용자에게 UPnP API와 동일한 API를 제공하며, 상기 UPnP 장치의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 제어

명령을 처리하는 스터브; 및 상기 스터브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 전달하는 한편,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부터 전달된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스터브로 전달하는 푸시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는,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관리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UPnP 장치를 제어하는 브리지; 및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브리지로 전달하고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달된 상기 명령 결과 및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송신하는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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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댁내망, UPnP 장치, UPnP 프록시 서버, 에이전트, 브리지, 클라이언트, 스터브, 푸시 클라이언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UPnP 프록시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에이전트의 CGI 모듈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에이전트의 데몬(daemon) 모듈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5는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브리지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은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스터브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UPnP 프록시 시스템의 메시지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를 위한 UPnP 프록시 시스템의 메시지 흐름도이

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유선 인터넷 클라이언트 102 : 스터브

103,112 : 푸시 클라이언트 110 :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

130 : UPnP 프록시 서버 131 : 에이전트

132 : 브리지 140 : 댁내망(home network)

150 : UPnP 장치 10,20,32,40 : 메시지 처리 모듈

11 : 푸시 서버 모듈 12 : 이벤트 등록 모듈

13 : 컨텐트 변환기 14 :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

15,31 : 장치 데이터베이스 21 : 장치 관리 모듈

22 : 이벤트 처리 모듈 23 : 제어 처리 모듈

24 : UPnP API 33 : 인터페이스 관리 모듈

34,43 : 이벤트 처리 모듈 41 : 푸시 클라이언트용 데이터베이스

42 : 클라이언트 등록 모듈 50 : 무선 인터넷용 브라우저 모듈

51 : 푸시 처리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댁내망(home network)의 UPnP 장치 관리제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외부 인터넷에서도 댁

내망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인터넷에서 상기 댁내망 내의 UPnP장치들을 관리 및 제어 가능하게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 장치, 방법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일반 가정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인 Jini, UPn

P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댁내망에 설치된 장치들을 제어, 관리할 수 있어 사용자가 집안의 가전제품 

또는 보안 시스템등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미들웨어 기술 중 하나인 UPnP는 UPnP 포럼에서 제안되었

다. UPnP 포럼은 1999년 10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가전 제품, 컴퓨터, 홈 오토메이션, 모바일 장치 등 각 분야의 20

0여 업체들의 공동체이다. 이 포럼은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표준을 바탕으로 하여 장치와 서비스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장치들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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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UPnP 기술을 이용하여 댁내망의 장치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어관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PnP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용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이하, API

라 한다),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 존재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

PnP API를 이용하여 제어 명령을 실행하면, 컨트롤 포인트(Control Point)가 실제로 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사용자는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종래의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 UPnP API,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 존

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댁내망 외부로 이동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없었다. 한편,

이러한 컨트롤 포인트는 장치가 전송하는 광고(Advertisement) 메시지를 통하여 장치 제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

득하게 된다. 그러나, 댁내망의 장치가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광고 메시지의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사용자가 댁내망에

서 거리가 멀어지게되면 이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IPv4의 고갈로 인하여 댁내망은 사설망(Private Network)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장치의 광고 메

시지는 댁내망 외부로는 전송되지 않아 사용자가 댁내망 가까이에 있더라도 상기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컨트롤 포인트가 장치에게 전송하는 제어 명령도 댁내망으로 전송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래의 시스

템은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및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종래의 공중망 UPnP 클라이언트가 사설망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참고논문(Chunglae C

ho, Jaemyung Kim and Kwangroh Park, 'Accessing UPnP Device in Private Networks from Internet with UPn

P Directory Server', Proc. 1st ACIS Annual ICIS'01, Vol.1, No.1, pp.65-70, Oct. 2001)에는 UPnP 디렉토리 서

버를 갖는 인터넷에서 사설망의 UPnP 장치에 액세스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논문에서는 댁내망 내에서 사

설 IP를 가지는 UPnP 장치들의 장치 디스크립션에 있는 URL 정보를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기술에 의해 변환한 

후,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UPnP 디렉토리 서버를 두어 인터넷 상에서 사설 IP 로 구

성된 댁내망 내의UPnP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가 디렉토리 서버 상

의 UPnP 장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유니캐스트를 사용하도록 SSDP(Simple Service Discovery Protocol)를 확장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상기 방법에서는 장치 발견 단계까지만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와 디렉토리 

서버가 상호 작용하였으며 NA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고 UPnP의 SSDP를 수정(확장)하여 외부 클라

이언트와 UPnP 디렉토리 서버간의 통신을 행한다.

또한, 유럽특허 EP 1 058 422 A1에는 HAVi 서브 네트워크와 UPnP 서브 네트워크를 브리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선행특허는 UPnP 장치를 HAVi DCM으로 선언하고 UPnP 서비스를 HAVi FCM으로 선언하

는 서브 네트워크 브리징 장치를 이용하여 HAVi 장치가 UPnP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999-33936호에는 라우터에서 사설망과 글로벌망간 접속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방법은 라우터의 네트워크 주소 번역(NAT)으로 사설망과 글로벌망을 접속시켜 주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중망의 호

스트가 사설망의 호스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NAT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한 선행특허에서는 UPnP 장치에 액세스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시되어 있으나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및 관리하는 방법은 개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선행논문의 경우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및 관리하는 방법을 개시하고는 있으나, 상기 장치 발견단계까지만 외부

클라이언트와 디렉토리 서버가 상호작용하고, 특히 NAT를 사용하여 URL 정보를 변환해야 하며 UPnP의 수정(본 본

문에서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과 외부 인터넷에서도 댁내망과 동일한 통신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외부 인터넷 망에서도 댁내망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

하여 외부 인터넷 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댁내망 내의 장치들을 제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

의 UPnP 장치 관리제어 장치, 방법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UPnP 장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장치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받아 상기 

장치를 제어하며 상기 장치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UPnP 장치 관리제어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 장치에 있

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UPnP API와 동일한 API를 제공하며, 상기 UPnP 장치의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 제어 명령을 처

리하는 스터브; 및

상기 스터브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 전달하는 한편,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부

터 전달된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스터브로 전달하는 푸시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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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관리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UPnP 장치를 

제어하는 브리지; 및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브리지로 전달하고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달된 상기 명령 결

과 및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송신하는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

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 방법

에 있어서,

상기 UPnP 프록시 서버에서 상기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발견하고 상기 장치의 정보를 얻어 장치 리스트를 생성

하고 제어 가능한 장치 리스트에 대한 웹 문서를 생성하는 제1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웹 문서를 통해 제어할 장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장치의 정보를 얻는 제2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선택된 장치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전송받아

상기 댁내망의 UPnP 장치를 제어하는 제3 단계;

상기 UPnP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장치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로 전송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UPnP 장치에 대한 제어를 종료하고 이벤트 등록을 해지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

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

상기 UPnP 프록시 서버에서 상기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발견하고 상기 장치의 정보를 얻어 장치 리스트를 생성

하고 제어 가능한 장치 리스트에 대한 웹 문서를 생성하는 제1 기능;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웹 문서를 통해 제어할 장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장치의 정보를 얻는 제2 기능;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선택된 장치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전송받아

상기 댁내망의 UPnP 장치를 제어하는 제3 기능;

상기 UPnP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장치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로 전송하는 제4 기능; 및

상기 UPnP 장치에 대한 제어를 종료하고 이벤트 등록을 해지하는 제5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UPnP 프록시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도 1에는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에서

유¡무선 클라이언트(100,110)를 사용하여 댁내망(140)의 장치(150)들을 제어하도록 홈 게이트웨이용 프록시 시스템

이 설계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UPnP 프록시 시스템은 인터넷(120) 상에서 클라이언트(100,110)로부

터의 명령을 수신하고 상기 명령 수행 결과 및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100,110)로 송신하는 에이전트(131

)와, 댁내망(140) 내의 UPnP 장치(150)를 관리하고 상기 UPnP 장치와 UPnP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브리지(bridge;1

32)로 구성된다. 상기 브리지(132)는 댁내망 내의 상기 UPnP 장치(150)로 컨트롤 메시지(control messages)를 송

신하고 상기 UPnP 장치(150)로부터 광고 메시지(advertisement messages), 이벤트 메시지(event messages)를 수

신한다. 유선 인터넷 클라이언트(100)는 사용자에게 UPnP와 동일한 API 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제어명령을 처리하는

스터브(stub;102)와 상기 에이전트(131)가 보내주는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는 푸시 클라이언트(push client;103)를

포함한다.

상기 브리지(132)는 댁내망(140) 내의 UPnP 장치(150)를 발견하고 그들의 정보를 얻어 상기 에이전트(131)로 전송

하면 상기 에이전트(131)는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UPnP 장치(150) 중 제어가능한 장치의 목록을 작성한다. 사

용자는 상기 에이전트(131)로부터 제어할 장치의 정보를 얻어 이벤트 등록을 하고, 상기 에이전트(131)에게 다시 제

어명령을 전송한다. 이어 상기 브리지(132)가 상기 장치를 제어한다.

만약,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기 브리지(132)는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103)로 전송하고 모든 장

치 제어를 종료하고 이벤트 등록을 해지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UPnP 프록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UPnP 프록

시 시스템은 에이전트(131), 브리지(132), 유선망을 위한 윈도우용 클라이언트(100), 무선망을 위한 클라이언트(110

)로 구성된다. 상기 에이전트(131)는 다시 메시지 처리 모듈(10), 푸시 서버 모듈(11), 이벤트 등록 모듈(12), 컨텐트 

변환기(13),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14) 및 장치 데이터베이스(15)로 구성된다.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10)은 클라이언트(100,110)와 브리지(132), 그리고 다른 웹 서버들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자

신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모듈로 전달한다.

상기 이벤트 등록 모듈(12)은 상기 클라이언트(100,110)로부터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받으며,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성능을 분석하여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14)에 저장한다.

상기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14)은 자신에게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 관리하며, 또한 

웹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기 전에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웹 문서가 컨텐트 변환기에서 가공되어 전송되어야 할

지, 아니면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어야 할 지를 결정한다.

상기 푸시 서버 모듈(11)은 브리지가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유¡무선 클라이언

트(100,110)의 푸시 클라이언트(103,1112)에게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듈이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명시적으로 

메시지를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듈이 능동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

상기 컨텐트 변환기(13)는 처음 에이전트(131)가 동작 할 때와 댁내망 UPnP 장치들의 연결 상태에 변동이 있을 때 

브리지(132)로부터 장치 리스트를 전송받아 이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웹 문서로 변환한다. 또한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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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웹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웹 문서들을 무선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문서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15)는 무선 클라이언트(110)를 위하여 댁내망 장치의 프리젠테이션 문서와 이에 대한 서비

스와 그의 변수를 기술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저장, 관리한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벤트에 기술된 장

치의 상태 변수 값으로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갱신한다.

한편, 상기 브리지(132)는 메시지 처리 모듈(20), 장치 관리 모듈(21), 이벤트 처리 모듈(22), 제어 처리 모듈(23), 그

리고 UPnP API(24)로 구성된다.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20)은 에이전트와 댁내망의 장치들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적

절한 모듈로 이를 전달한다.

상기 UPnP API(24)는 댁내망 UPnP 장치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자주 사용되는 동작들을 API로 정의한 모

듈이며, 다른 모듈들이 상기 API를 사용하여 정 보를 수집하고, 장치를 제어한다.

상기 장치 관리 모듈(21)은 댁내망의 UPnP 장치들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광고 메시지를 받아 장치 리스트를 관리

하며, 또한 새로운 UPnP 장치가 추가되었을 때, 상기 추가된 장치로부터 장치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을 전

송받는다.

상기 제어 처리 모듈(23)은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제어 명령을 에이전트로부터 받아 실제로 장치를 제어하는 모듈이

다. 상기 UPnP API를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하며, 상기 장치로부터 이에 대한 제어 결과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이를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20)을 통하여 상기 에이전트(131)에게 그 제어 결과 응답을 전송한다.

상기 이벤트 처리 모듈(22)은 댁내망 UPnP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상기 장치가 전송하는 이벤트 메시지를 받

아 처리하는 모듈이다. 이는 상기 장치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받은 후,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20)을 통하여 이벤트 

메시지를 생성한 후 에이전트(131)에게 전송한다.

유선 클라이언트(100)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API를 제공하는 스터브(102)는 사용자 API(30), 장치 데이터베이스

(31), 메시지 처리 모듈(32), 인터페이스 관리 모듈(33) 및 이벤트 처리 모듈(34)로 구성된다.

상기 사용자 API(30)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UPnP API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나, 상

기 스터브(102)의 여러 모듈들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댁내망 외부의 인터넷에 존재하더라도 장치의 정보를 얻으

며,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32)은 에이전트(131)와 푸시 클라이언트(103)간의 통신을 위한 모듈이다. 이는 HTTP 프로

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모듈에게 이를 전달한다.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31)는 사용자가 특정 장치를 제어하고자 할 때, 에이전트에게 그 장치의 장치 디스크립션(de

vice description)과 서비스 디스크립션(service description)을 요청하여 장치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모듈이다.

상기 인터페이스 관리 모듈(33)은 사용자가 API를 이용하여 새로이 생성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모듈이다. 이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프로그램을 초기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이벤트 처리 모듈(34)은 푸시 클라이언트(103)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를 처리하는 모듈이다. 이

벤트 메시지에 기술된 장치의 상태 변수 값을 읽어 들이며, 사용자가 등록한 콜백(callback) 함수를 호출하여 상기 장

치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였는가를 알려준다. 이 때, 상기 장치 데이터베이스로(31)부터 장치의 상태 변수 타입

과 변수 명 등을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변수 타입으로 변환한 후 사용자의 콜백(callback) 함수에 전달한다.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103)는 메시지 처리 모듈(40), 데이터베이스(41), 클라이언트 등록 모듈(42) 및 이벤트 처리 

모듈(43)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메시지 처리 모듈(40)은 상기 에이전트(131)의 상기 푸시 서버 모듈(11)과 스터브(102) 또는 무선 인터넷용 클

라이언트(110)와의 통신을 위한 모듈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적절한 모듈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상기 데이터베이스(41)는 자신에게 푸시 메시지를 전송받을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저장한 모듈이다. 이는 클라이언

트 등록 모듈(42)에 의하여 생성되며 이벤트 처리 모듈(43)에 의하여 사용된다.

상기 클라이언트 등록 모듈(42)은 자신에게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등록 메시지를 받아

처리하는 모듈이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1)에 기록한다.

상기 이벤트 처리 모듈(43)은 푸시 서버로부터 전송된 이벤트 메시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41)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송된 이벤트 메시지가 어떠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

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무선 인터넷을 위한 클라이언트(110)는 푸시 클라이언트(112)의 푸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브라우저가 사용된다. 

상기 클라이언트(110)는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1112)로부터 무선 인터넷용 웹 컨텐츠를 전송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도 3 및 도 4는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에이전트의 동작 흐름도이 다. 에이전트는 두 개의 모듈 즉, CGI 모

듈과 데몬(daemon) 모듈로 구성되는데, 도 3은 상기 CGI 모듈의 동작 흐름도이고, 도 4는 상기 데몬(daemon) 모듈

의 동작 흐름도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상기 CGI 모듈의 동작흐름을 설명한다. CGI 모듈은 처음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메시지를 수

신하고(S301) 상기 요청 메시지가 일반적인 웹 문서 요청인가, 아니면 제어 메시지의 전송인가를 검사한다(S302). 상

기 단계(S302)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요청 메시지가 장치 제어 메시지라면, 이를 그대로 데몬(daemon) 모듈에게 전송

한다(S310). 이어, 상기 데몬(daemon) 모듈로부터 상기 장치 제어 결과를 전송받아 상기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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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단계(S302)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받은 상기 요청 메시지가 웹 문서 요청이면 CG

I 모듈은 자신 또는 다른 웹 서버로부터 웹 문서를 전송받는다(S303). 이어, 상기 클라이언트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경

유하여 웹 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상기 전송받은 웹 문서 내의 모든 URL을 수정한다(S304). 이 때, 상기 수정되는 

URL은 다른 웹 페이지의 URL, 이미지의 URL 등이 될 수 있다.

계속하여 도 2의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14)로부터 상기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얻어 상기 클라이언트가 무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인지 또는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인지를 검사한다(S305). 상기 단계(S305)에서의 검사결과 무선 인터

넷의 클라이언트라면 도 2의 컨텐트 변환기(13)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최적화된 웹 문서로 변환한 후(S309), 이

를 상기 무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S308). 그 러나, 상기 단계(S305)에서의 검사결과 유선 인터넷의 클

라이언트라면 CGI 모듈은 상기 웹 문서가 프리젠테이션 문서인가를 검사하여(S306), 프리젠테이션 문서라면 기존의 

윈도우용 UPnP API를 위한 인자들을 스터브(102)의 API를 위한 인자로 수정한 후(S307). 상기 전송받은 웹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고(S308), 프리젠테이션 문서가 아니라면 곧 바로 상기 웹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S

308).

도 4를 참조하면, 데몬(daemon) 모듈은 처음 시작될 때 브리지(132)로부터 장치 리스트를 전송받아 이를 클라이언

트가 해석할 수 있는 웹 문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다(S401). 그리고 다른 모듈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시지

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모듈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시지가 오면(S402),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검사하여(S403) 

만약 CGI 모듈로부터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면, 이는 장치 제어 메시지이다. 그러면 이를 다시 이벤트 등록 메시지인지

검사한다(S406). 상기 단계(S406)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장치 메시지가 이벤트 등록 메시지이면 상기 메시지가 무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메시지인지 검사하여(S407), 무선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것이라면, 데

몬(daemon) 모듈은 클라이언트가 제어하고자 하는 장치의 웹 서버로부터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용 무선 프리젠테

이션 문서와 무선 서비스 디스크립션 문서를 전송받아 저장하고(S408,S409) 이어 클라이언트의 이벤트 등록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한 후(S410),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브리지로 전송한다(S414). 상기 단계(S407)에서의 검사결과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가 아닌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라면, 이벤트 등록 정보만을 생성한 후(S410), 이

벤트 등록 메시지를 브리지에게 전송한다(S414).

그러나, 상기 단계(S406)에서의 감사결과 상기 장치 메시지가 이벤트 등록 메시지가 아니면 단계(S411)로 진행하여 

상기 CGI 모듈로부터 전송된 메시지가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인지 다시 검사한다(S411). 상

기 단계(S411)에서의 검사결과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치 정보와 

댁내망 UPnP 장치의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를 위한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이용하여 최신의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생성한 후(S412), 도 2의 컨텐트 변환기(13)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용으로 문서를 변환한

다(S413). 그리고 CGI 모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전송하여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최신의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S419). 그러나, 상기 단계(S411)에서의 검사결과 프리젠테이션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외에 CGI 모듈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모두 브리지(132)에게 전송한다(S414).

한편, 상기 단계(S403)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CGI 모듈로부터 전송된 것이 아니라 상기 브리지(132)

로부터 받은 메시지이면, 상기 메시지가 이벤트 발생 메시지인지를 검사한다(S404). 상기 단계(S404)에서의 검사결

과 이벤트 발생 메시지이면, 데몬(daemon) 모듈은 먼저 자신이 해당 장치의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용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새로운 장치의 상태 값으로 자신의 장치 정보를 수정한다(S416). 그리고 자신에게 

이벤트 등록을 한 클라이언트를 도 2의 클라이언트 관리 모듈(14)로부터 찾아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 트에게는 이벤

트 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하며, 무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에게는 프리젠테이션 문서가 갱신되었음을 알린다(S417). 

그러나, 상기 단계(S404)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브리지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이벤트 등록 메시지가 아니면 장치 리스

트 메시지인지를 검사하여(S405), 만약 장치 리스트 메시지이면 이는 댁내망에 새로운 장치가 접속되었거나 또는 기

존의 장치가 접속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데몬(daemon) 모듈은 이 장치 리스트 메시지를 이

용하여 새로운 장치 리스트 웹 문서를 생성한다(S418). 반대로 만약 장치 리스트 메시지가 아니면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는 모두 제어에 의한 결과 메시지이므로 CGI 모듈에게 전송한다(S419).

도 5는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브리지의 동작 흐름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브리지(132)는 댁내망(140)을 

통해 UPnP 장치들과 UPnP 프로토콜로 통신하며 상기 UPnP 장치의 제어 메시지를 상기 UPnP 장치로 전송하여 상

기 장치를 제어하는 한편, 상기 UPnP 장치로부터 제어 결과를 수신한다. 도 5를 참조하여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다.

상기 브리지(132)는 실행되면서 메시지를 기다리다가 에이전트(131) 또는 댁내망 UPnP 장치(150)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다(S501). 상기 브리지(132)가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에이전트(131)와 상기 장치(150) 중 어디에서부터 메

시지가 전송된 것인지 판단한다(S502). 상기 단계(S502)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장치(150)로부

터 전송된 메시지이면 이후 단계(S503)로 진행하고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에이전트(131)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이면 다른 단계(S510)로 진행한다.

먼저,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UPnP 장치(150)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인 경우 상기 메시지를 체크하여(S503), 새

로운 장치의 광고 메시지라면 UPnP 장치의 장치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 문서를 요청하여 전송받아(S504) 

장치정보를 갱신하고(S505) 새로운 장치가 발견되었음을 에이전트에게 장치 리스트를 전송함으로써 알리며(S506), 

만약 UPnP 장치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장치의 이벤트 메시지라면 먼저 자신이 등록한 장치의 이벤트인지 체크하고

(S507) 자신이 등록한 장치의 이벤트 메시지이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 메시지로 새로 생성한 후(S508),

상기 에이전트에게 상기 결과 메시지를 전송한다(S407).

다음으로, 상기 단계(S502)에서의 판단결과 상기 브리지가 수신한 상기 메시지가 상기 에이전트(131)로부터 전송받

은 메시지이면 단계(S510)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검사한다(S510). 상기 단계(S510)에서의 검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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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당하는 각각의 단계(S511,S515,S518)로 진행한다. 즉, 상기 단계(S510)의 검사결과 상기 에이전트(131)로부

터 수신된 메시지가 장치 리스트 요청 메시지라면 도 2의 장치 관리 모듈(21)의 장치 리스트 정보를 검색하여(S515) 

장치 리스트 문서를 생성한다(S516). 그리고 이를 에이전트에게 전송한다(S517). 만약 상기 단계(S510)에서의 검사

결과 상기 브리지(132)가 상기 에이전트(132)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이벤트 등록 메시지라면, 도 2의 장치 관리 모

듈(21)에 장치 이벤트 등록을 기록한 후(S518), 댁내망의 UPnP 장치(150)에게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한다(S51

9). 그 리고 정상적으로 이벤트 등록이 처리되었다면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벤트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여 에이전트에게 전송한다(S520). 만약 상기 단계(S510)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브리지(132)가 상기 에이전트(

131)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장치 제어 명령이라면 상기 브리지(132)는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후(S511), 

도 2의 장치 관리 모듈(21)과 UPnP API(24)를 이용하여 댁내망의 UPnP 장치(150)에게 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S5

12). 그리고 상기 UPnP 장치(150)로부터 상기 제어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 후(S513),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여

에이전트에게 전송한다(S514).

도 6은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스터브(Stub;102)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이를 상세하게 설명

한다.

먼저, 사용자가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요청하여 브라우저로 읽어오면(S601), 스터브(102)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상

기 생성된 스터브(102)는 에이전트(131)로부터 우선 장치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과 서비스 디스크립션(ser

vice description)을 요청하여 읽어온다(S602,S603). 그리고 이벤트를 위한 사용자의 콜백(Callback) 함수를 등록하

며(S604), 푸시 클라이언트(Push Client)와 에이전트에게 각각 이벤트 등록을 한다(S605, S606). 이벤트 등록을 마

치면 스터브(102)는 장치를 제어할 준비를 마치게 되며, 이벤트를 받음으로써 장치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계속하여, 상기 스터브(102)는 메시지의 수신을 기다린다(S607). 이어, 사용자가 제어 명령을 입력한다면(S608), 상

기 스터브(102)는 에이전트에게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제어 명령을 생성하여 에이전트(131)에게 이를 전송하고 결과

를 전송받는다(S609). 그리고 상기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S610). 그러나, 상기 스터브(102)가 이벤트 메시지

를 수신한다면(S608), 상기 스터브(102)는 사용자가 등록한 상기 콜백(Callback)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한다(S611).

한편, 사용자가 프로그램 종료하면(S608), 상기 스터브(102)는 상기 에이전트와 푸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이벤트 

등록 해제 메시지를 전송하여(S612, S613) 모든 제어 동작을 마친다.

도 7은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100)를 위한 UPnP 프록시 시스템의 메시지 흐름

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브리지(132)는 홈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 UPnP 장치(150)를 발견하고(701) 상기 장치(150

)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고(702), 또한 상기 장치(150)로 장치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을 요청하여(70

3) 수신한다(704).

에이전트(131)는 장치 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브리지(132)로 장치 리스트를 요청하여 이를 수신한다(705,706

).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100)에서 스터브(102)가 생성되어 상기 에이전트(131)로 연결하는 경우 상기 스터브(1

02)는 상기 에이전트(131)로 장치 리스트 문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신한다(707,708). 이어, 스터브(102)에서 제어할 

장치를 선택하고 상기 에이전트(131)로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요청한다(709). 그러면 상기 에이전트는 다시 UPnP 장

치(150)에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한 다음, 이를 다시 스터브(102)에 전달한다(710,711,712).

한편, 유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100)에서 스터브(102)가 생성되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먼저 장치 디스크립션과

서비스 디스크립션(service description)이 필요하다. 이는 장치의 정보를 얻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액션들을 파악하

기 위함이다. 상기 장치 디스크립션과 상기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얻기 위하여 스터브(102)는 에이전트(131)에게 서

비스 디스크립션을 요청한다(713). UPnP 브리지(132)는 장치(150)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장치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상기 장치 디스크립션을 요청할 때(714)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

를 전송하여 주고(715), 상기 에이전트(131)는 상기 스터브로 이를 전송한다(716). 그러나 서비스 디스크립션(servic

e description)은 브리지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에이전트(131)가 상기 스터브(102)의 서비스 디스크립션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717) 이를 상기 브리지(132)로 요청하면(718), 상기 브리지(132)는 상기 장치(150)에게 상

기 서비스 디스크립션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수신한 다음 상기 에이전트(131)로 보내준다(719,720,721). 이

어, 상기 에이전트(131)는 상기 수신한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상기 스터브(102)로 보내준다(722).

계속하여, 스터브(102)는 상기 장치(150)의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받기 위하여 장치 디스크립션(device description)

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하여 이벤트 등록 요청 메시지를 에이전트(131)로 전송하며(723), 상기 에이전트(131)는 곧이

어 브리지(132)로 상기 이벤트 등록 요청 메시지를 상기 장치(150)로 전달한다(724). 상기 브리지(132)는 UPnP의 

프로토콜 중 하나인 GENA를 이용하여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725), 상기 장치(150)는 이벤트 등록을 마치

고 그 결과를 브리지로 전달하고(726) 상기 브리지(132)는 다시 결과 메시지를 에이전트로 전송하며(727), 또한 상기

에이전트는 다시 결과 메시지를 상기 스터브로 전달한다(728). 이와 같이, 이벤트 등록을 마침으로써 스터브(105)는 

장치(150)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치고 사용자로부터 장치의 제어 명령을 기다린다.

이어, 사용자가 윈도우용 UPnP API와 사용법이 동일한 스터브(Stub)의 API를 이용하여 장치 제어 명령 실행하면, 

장치 제어 명령이 전송된다(729,730,731). 이에 대한 결과는 액션 응답 메시지와 이벤트로 전송된다(732,733,734,7

35,736,737). 상기 액션 응답 메시지(732,733,734)는 액션 요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출력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이벤트 메시지(735,736,737)는 장치의 상태 변수가 변함으로 인하여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한편,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여 더 이상 장치를 제어할 의사가 없다면, 스

터브(102)는 에이전트(131)에게 이벤트 등록 해제 메시지를 전송한다(738). 상기 에이전트(131)는 상기 메시지를 브

리지(132)로, 상기 브리지(132)는 상기 장치(150)로 전송하고(739,740), 이에 대한 응답이 상기 장치에서 상기 스터

브로 전송된다(741,742,743). 상기 이벤트 등록 해제 메시지 및 그 결과 메시지를 송수신함으로써 상기 스터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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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장치의 서비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벤트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무선 인터넷 클라이언트(110)를 위한 UPnP 프록시 시스템의 메시지 흐름

도이다. 도 8은 도 7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따라서, 도 7과 중복되는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도 7과 다른 부분을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스터브(102)는 에이전트(131)로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801), 

상기 에이전트(131)는 UPnP 장치(150)로 상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여(802) 상기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수신한

후(803) 이를 다시 상기 스터브로 전송한다(804).

무선 인터넷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무선 인터넷용 브라우저에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

요하다. 에이전트(131)는 장치(150)의 상태 변수가 변경되어 이벤트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

서를 갱신하고 브라우저에게 갱신된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전송하기 위하여 에이전트 자신이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등록 메시지가 전송될 때 수행된다. 즉, 상기 스터브(102)가 에이전트로

이벤트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805), 상기 에이전트는 브리지로 장치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이를 수신한다(8

06,807). 또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장치로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 및 무선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이를 수

신한다(808,809,810,811). 그 다음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브리지로 이벤트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달한다.(812). 상기

브리지는 상기 장치에 이벤트 등록을 마치고(813)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등록 결과 메시지를 수신한다(814). 계속해

서, 상기 브리지는 상기 에이전트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스터브로 상기 이벤트 등록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

지를 전달한다(815,816).

여기서, 에이전트는 브리지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받았을 때(735,736) 상기 메시지를 이용하여 새로이 갱신된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생성한 후, 무선 인터넷의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737). 그리고 클

라이언트는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프리젠테이션을 전송받아간다(744,745).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는 댁내망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 인터넷 상의 유¡무선 클라이언트

를 이용하여 댁내망의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 할 수 있고, 각 UPnP 장치의 제어, 관리를 위한 중복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UPnP API와 동일한 API를 제공하며, 상기 UPnP 장치의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 제어 명령을 처

리하는 스터브; 및

상기 스터브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 전달하는 한편,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로부

터 전달된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스터브로 전달하는 푸시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상기 UPnP 프록시 서버는,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관리하고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UPnP 장치를 

제어하는 브리지; 및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브리지로 전달하고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달된 상기 명령 결

과 및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송신하는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

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터브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UPnP API와 동일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에이전트에게 전달할 장치 제어 명령을 

생성하는 사용자 API부;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와 상기 에이전트간의 통신을 담당하며, 전송된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당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

달하는 메시지 처리부;

사용자가 특정 UPnP 장치를 제어하는 경우 상기 에이전트에 상기 장치의 장치 디스크립션 및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저장하는 장치 데이터베이스부;

사용자가 생성한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인터페이스 관리부; 및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이벤트 메시지를 확인하며 사용자가 등록한 콜백(call back)함수를 호출하여 상

기 장치에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처리하는 이벤트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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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는,

상기 에이전트와 상기 스터브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상기 에이전트 및 상기 스터브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해당 기능

별로 분류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처리부;

상기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등록 메시지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클라이언트 

등록부; 및

상기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된 이벤트 메시지를 분석하여 상기 스터브가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상기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해당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이벤트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브리지는,

상기 에이전트와 상기 댁내망 내의 UPnP 장치와의 통신을 담당하며, 전송된 메시지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처리부;

상기 댁내망 내의 장치로부터 디스크립션 문서를 전송받아 이를 구조화하여 저장하며, 상기 장치로부터 광고 메시지

를 전송받아 장치 리스트를 관리하는 장치 관리부;,

상기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어온 상기 클라이언트의 장치 제어 명령을 전송받아 상기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처리부; 

및

상기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되어온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받아 상기 장치에 이벤트 등록하며, 상기 장치로부터 전

송되어온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에이전트에게 전송하는 이벤트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

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해당 기능별로 분류하여 상기 브리지로 전달하며,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

송된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달하는 메시지 처리부;

상기 브리지로부터 전송된 이벤트 메시지를 상기 푸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 는 푸시 서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받아 상기 클라이언트 정보를 분석 및 저장하는 이벤트 등록부; 및

상기 댁내망 장치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상기 브리지로부터 장치 리스트를 전송받아 웹 문서로 변환하여 상기 클라이

언트로 전송하며, 유선 인터넷을 위한 웹 문서를 무선 인터넷을 위한 웹 문서로 전환하는 컨텐트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장치.

청구항 6.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서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UPnP 프록시 서버에서 상기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발견하고 상기 장치의 정보를 얻어 장치 리스트를 생성

하고 제어 가능한 장치 리스트에 대한 웹 문서를 생성하는 제1 단계;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웹 문서를 통해 제어할 장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장치의 정보를 얻는 제2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선택된 장치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전송받아

상기 댁내망의 UPnP 장치를 제어하는 제3 단계;

상기 UPnP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장치로부터 이 벤트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로 전송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UPnP 장치에 대한 제어를 종료하고 이벤트 등록을 해지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

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UPnP 장치로부터 광고 메시지를 전송받아 장치 리스트를 관리하며 새로운 장치로부터 장치 디스크립션을 전송

받아 구조화하여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장치와의 연결 상태의 변동이 있으면 상기 장치 리스트를 상기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웹 문서로 변환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선택된 장치의 장치 디스크립션 및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상기 프록시 서버로 요청하여 상기 

장치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록시 서버가 상기 장치로 상기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프록시 서버로 장치 제어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프록시 서버는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후 UPnP API를 이용하여 댁내망의 상기 해당 장치에게 제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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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장치의 제어 처리가 완료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장치로부터 상기 제어 처리 결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

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이벤트 등록은,

상기 프록시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수신하여 해당 장치의 이벤트 등록을 기록하는 단

계;

상기 댁내망의 UPnP 장치로 상기 이벤트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장치의 이벤트 등록이 완료되면 상기 이벤트 등록 응답 메시지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12.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이벤트 등록은,

상기 프록시 서버가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벤트 등록 요청을 수신하는 단 계;

상기 프록시 서버가 상기 장치로 무선 프리젠테이션 문서 및 무선 서비스 디스크립션을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프록시 서버가 상기 장치에 대한 이벤트 등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13.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장치로부터 수신된 이벤트 메시지가 기등록된 장치의 이벤트 메시지이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메

시지로 변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

법.

청구항 14.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장치로부터 수신된 이벤트 메시지가 기등록된 장치의 이벤트 메시지이면 상기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메

시지로 변환하여 상기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클라이언트가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면 UPnP 프록시 서버로 프리젠테이션 문서를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15.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부터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UPnP API와 동일한 API를 이용하여 상기 장치 제어 명령을 

수신하며, 상기 API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로 그 결과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 인터넷에서 댁내망의 U

PnP 장치 관리제어방법.

청구항 16.
외부 인터넷 상의 클라이언트 및 댁내망 내부의 UPnP장치를 제어, 관리하는 UPnP 프록시 서버를 포함하는 UPnP 

프록시 시스템에,

상기 UPnP 프록시 서버에서 상기 댁내망 내의 UPnP 장치를 발견하고 상기 장치의 정보를 얻어 장치 리스트를 생성

하고 제어 가능한 장치 리스트에 대한 웹 문서를 생성하는 제1 기능;

상기 클라이언트는 상기 웹 문서를 통해 제어할 장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장치의 정보를 얻는 제2 기능;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선택된 장치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한 후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장치 제어 명령을 전송받아

상기 댁내망의 UPnP 장치를 제어하는 제3 기능;

상기 UPnP 장치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기 프록시 서버는 상기 장치로부터 이벤트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클라이언

트로 전송하는 제4 기능; 및

상기 UPnP 장치에 대한 제어를 종료하고 이벤트 등록을 해지하는 제5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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