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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홈네트웍상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갖는 디바이스들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게이트웨이, 홈네

트웍시스템 및 그 데이터 중계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게이트웨이는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이 사용하는 각 종 미들웨

어들을 포함하고, 그 중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의 미들웨어를 이용해 메시지를 포맷하는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

및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로부터 전달된 포맷된 메시지를 네트웍을 통해 송신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네트웍 접속

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홈네트웍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이 이뤄질 

때, 각 디바이스에 다른 디바이스의 미들웨어들을 설치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시지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상이한 미들웨어간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홈네트웍내 장치 구성의 예이다.

도 2는 도 1의 장치의 동작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게이트웨이 구성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홈네트웍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메시지 중계 방법의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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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홈네트웍을 사용한 장치들간 데이터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홈네트웍내 서로 다른 미들웨

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간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는 게이트웨이, 홈네트웍 시스템 및 그 데이터 중계 방법에 관한 

것이다.

IEEE 1394와 같은 홈네트웍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때 디바이스들은 각자

의 특징에 알맞은 미들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미들웨어의 예로는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위한 하비(Havi;Ho

me Audio Video Interoperalbility)와, 유피엔피(UPNP;Universal Plug and Play)와 지니(Jini)를 들 수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홈네트웍내 장치 구성의 예이다. 도 1의 예에서, 홈 네트웍을 구성하는 장치는 제1디바이스(100), 

제2디바이스(110) 및 제3디바이스(120)이다.

제1디바이스(100)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function Module)(101), 고유 기능 수행 계층(101)의 

정보를 IEEE 1394와 같은 홈네트웍상에서 통신 가능한 정보로서 해석하거나 홈네트웍으로부터 들어오는 명령을 고

유 기능 수행 영역(101)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로 바꿔주는 미들웨어(Havi) 계층(102) 그리고 홈네트웍인 IEEE1

394와 접속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IEEE1394 계층(103)으로 이뤄져 있다.

제2디바이스(110)는 고유 기능 수행 계층(111, 112), Havi(113) 및 UPNP(114)의 두 가지 미들웨어를 포함하는 미

들웨어 계층, 홈네트웍을 이용하기 위한 IEEE1394 계층(115)과 인터넷과 같은 다른 네트웍에 접속하기 위한 TCP/I

P 계층(116)으로 이뤄진다. Havi(113)는 IEEE1394 계층(115)와 제2디바이스(110)의 고유 기능 수행 계층(111) 사

이를 연결해주는 미들웨어이고, UPNP(114)는 제2디바이스(110)의 다른 고유 기능 수행 계층(112)과 TCP/IP 계층(

116) 사이를 연결해주는 미들웨어이다.

제3디바이스(120)는 고유 기능 수행 계층(121), UPNP계층(122) 및 TCP/IP 계 층(123)으로 이뤄져 있다.

도 1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1디바이스(100)와 제3디바이스(120)는 둘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제어 메

시지들을 해석할 수 없다. 가령, 제1디바이스(100)에서 제3디바이스(120)로 보낸 메시지가 제3디바이스(120)에서 

해석되려면 제3디바이스(120)에는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미들웨어인 Havi가 있어야 한다. 제3디바이스(120)

에서 제1디바이스(100)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제1디바이스에 UPNP가 없기 때문에 보내진 메시지가 제1디바

이스(100)에서 해석될 수 없다. 디바이스들간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2디바이스와 같이 제1디바이스의 

미들웨어와 제2디바이스의 미들웨어를 모두 갖춘 구성의 디바이스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도 2는 도 1의 장치의 동작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2디바이스(110)에서 제1디바이스(100)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제2디바이스(110)의 고유기능수행 계층(111)

은 하비(113)로 제1디바이스(100)의 이용가능성을 묻는다①. 하비 계층(113)은 IEEE1394의 버스 리셋시 저장한 노

드 정보들 중에서 제1디바이스(100)를 찾아서 그 ID를 리턴한다②. ID를 받은 제2디바이스(110)의 고유수행기능 계

층(111)은 하비 스펙(Havi specifica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 시스템의 API를 통해 제1디바이스(100)로 소정

동작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하비 계층(112)으로 보내고③, 하비 계층(112)은 제1디바이스(100)의 하비 

계층(102)으로 그 메시지를 보낸다④. 제1디바이스(100)의 하비 계층(102)은 송신한 메시지로부터 그 요청을 해석하

여 고유기능수행 계층(101)에 전달한다⑤. 고유기능수행 계층(101)은 요청된 동작을 수행한다⑥. 요청된 동작을 수

행한 후 제1디바이스(100)는 하비 계층(102)으로 동작 결과를 알린다⑦. 하비 계층(101)은 제2디바이스(110)의 하비

계층(112)으로 그 결과 메시지를 보낸다⑧. 제2디바이스(110)의 하비 계층(112)은 수신된 결과 메시지를 해석하여 

고유기능수행 계층(111)에 알린다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2디바이스(110)(또는 제2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제1디바

이스(100)로 원하는 동작 명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명령된 동작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도 2의 동작은 미들웨어를 공유하는 제2디바이스(110)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미들웨어가 공유되지 않은 제1

디바이스(100)와 제3디바이스(120) 사이의 데이터 통신은 메시지 해석 수단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지 않

는다. 따라서, 상술한 홈네트웍을 이루는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또는 데이터 통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제2디바이스(110)와 같이 다른 디바이스들이 가진 미들웨어를 포함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홈

네트웍상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이 각각 다른 디바이스들이 가진 미들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미

들웨어를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이 홈네트웍에 연결될 때에는 기존의 디바이스들 전체를 다시 업그레이드하여 새로 

적용된 미들웨어를 설치해야만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가진 홈네트웍상의 장치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게이트웨

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가진 장치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가진 홈네트웍상의 장치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게이트웨이의 중계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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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은, 네트웍상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을 중개하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달성되며, 그 

구성은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이 사용하는 각 종 미들웨어들을 포함하고, 그 중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의 미들웨

어를 이용해 메시지를 포맷하는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 및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로부터 전달된 포맷된 메시지를 

네트웍을 통해 송신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네트웍 접속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각각의 미들웨어마다, 주기적으로 네트웍을 검색하여 동일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저장하는 테이블; 및 송신할 메시지를 해당 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패킷으로 생성하는 

템플릿을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의 각 미들

웨어에 소정 신호들을 보내 상기 전송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아르바이터가 더 포함

됨이 바람직하다.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홈네트웍상의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위한 미들웨어인 하비(Havi;Home Audi

o Video Interoperalbility)와,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플러깅(plugging) 및 플레이하기 위한 미들웨어인 유피엔피(UP

NP;Universal Plug and Play)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네트웍 접속부는, 상기 하비에 대해 IEEE1394가 매칭되고, 상기 유피엔피에 대해 TCP/IP 규격이 매칭됨이 바람직하

다.

상기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데이터통신이 이뤄지도록 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되며, 그 구성은 제1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1디바이스; 제2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2디바이스; 상

기 제1미들웨어와 제2미들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상기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들을 송신될 디바이스에서 사

용되는 미들웨어 포맷으로 만들어 송신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제1디바이스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1기능 모듈; 제1기능 모듈로(부터) 송수신할 메시지를 소정 기준

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1미들웨어; 및 제1미들웨어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상에 접속하고, 네트웍으로부

터 수신한 메시지를 제1미들웨어로 전달하는 제1네트웍접속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디바이스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2기능 모듈; 제2기능 모듈로(부터) 송수신할 메시지를 소정

기준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2미들웨어; 및 제2미들웨어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상에 접속하고, 네트웍으

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제2미들웨어로 전달하는 제2네트웍접속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게이트웨이는, 네트웍상의 제1미들웨어 및 제2미들웨어를 포함하고, 그 중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의 미들웨

어를 이용해 메시지를 포맷하는 총괄 미들웨 어 에이젼트; 및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로부터 전달된 포맷된 메시지를

네트웍을 통해 송신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네트웍 접속부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홈네트웍상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될 경우,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가 상기 게이트웨이에 더 설치될 

수 있음이 바람직하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의 중계 방법에 의해 달성되며, 그 구성은, 제1디바이스에서 제2디바이스로 보내질 메시지가 발생되는 단

계; 제1미들웨어와 제2미들웨어가 포함된 게이트웨이에서, 제1미들웨어에 의해 메시지를 해석하여 제2미들웨어의 

포맷에 맞게 메시지를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메시지를 제2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제1디바이스에서 메시지가 발생되는 단계는, 제2디바이스에 대해 소정 기능이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요

구를 제1미들웨어 포맷에 맞는 메시지로서 게이트웨이의 제1미들웨어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게이트웨이에서 메시지가 변환하는 단계는, 게이트웨이의 제1미들웨어는 수신된 메시지를 전송할 제2디바이스

가 네트웍상에서 이용가능한지를 검사하는 단계; 제2디바이스가 네트웍상에서 이용가능하면 제1미들웨어 포맷에 맞

춰진 메시지를 제2미들웨어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 및 제2미들웨어 포맷의 메시지를 제2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디바이스에 전송된 메시지는, 제2미들웨어에서 해석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요구에 따라 제2디바이스에서 실

행되는 단계; 및 제2디바이스의 상기 실행 결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1디바이스로 리턴되는 단계에 의해 처리됨이 

바람직하다.

실행 결과의 리턴 단계는, 제2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실행 결과 메시지가 게이트웨이로 송신되어 게이트웨이의 제2미

들웨어 포맷에 의해 해석되는 단계; 게이트웨이가 네트웍상에서 제1디바이스가 이용가능한지를 검사하여 제1디바이

스가 이용가능하다면, 실행결과 메시지는 제1미들웨어 포맷으로 변환되는 단계; 및 변환된 메시지가 제1디바이스로 

전송되고, 제1미들웨어에 의해 해석되는 단계를 포함함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게이트웨이 구성 예를 도시한 것이다.

게이트웨이는 아르바이터(300),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 및 네트웍 접속부(320)를 포함한다. 게이트웨이에 보

내진 메시지에는 그 메시지의 목적지가 될 디바이스의 정보, 즉 디바이스 ID나 디바이스 노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아르바이터(300)는 게이트웨이에 보내진 메시지를 받아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에 포함된 모든 미들웨어들 각

각으로 메시지에 포함된 디바이스 정보를 보낸다.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는 게이트웨이와 네트웍상에서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가진 서로 다른 미들웨어들을 포

함한다. 도 3에서는 예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1미들웨어인 하비(Havi)(311)와 제2미들웨어인 유피엔피(UPNP)(3

15)만이 도시되고 있으나, 그와 다른 여러 미들웨어들이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에 포함되 어질 수 있다. 이하

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예를 들어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를 설명한다. 하비(Havi;Home Audio Video Interope

ralbility)(311)는 홈네트웍상의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위한 미들웨어이고, 유피엔피(UPNP;Universal Plug a

nd Play)는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플러깅(plugging) 및 플레이하기 위한 미들웨어이다. 하비(311)와 유피엔피(3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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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주기적으로 네트웍을 검색하여 동일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저장하는 테이블(3

12, 316)과 송신할 메시지를 해당 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패킷으로 생성하는 템플릿(313, 317)을 포함한다. 하비(311

)는 네트웍 접속을 위해 연계되는 IEEE1394의 버스 리셋을 통해 네트웍을 통해 동일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

스들의 정보, 또는 노드 아이디들을 얻어 테이블(312)에 저장한다. 유피엔피(315)는 주기적으로 해당 스펙에 정의된 

형식으로 된 서치 메시지를 멀티캐스팅(multicasting)하여 네트웍에 함께 연결된 디바이스들 중 동일한 유피엔피 미

들웨어를 가지는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얻어 테이블(316)에 저장한다. 아르바이터(300)에서 목적지 디바이스의 정보

가 입력되면, 하비(311)와 유피엔피(315)는 각자의 테이블(312, 316)을 검사하여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목적지 디바이스를 하비(311)에서 찾았다면, 하비는 아르바이터(300)로부터의 메시지에 포함된 기능(또는 

함수)과, 그 기능 실행에 필요한 부가 정보의 패러미터들을 합하여, 템플릿(313)에서 하비 사양에 정해진 메시지 포맷

으로 원래의 메시지를 변환한다. 목적지 디바이스의 정보가 유피엔피의 테이블(316)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메시지는 

템플릿(317)에서 유피엔피 사양에 정해진 메시지 포맷으로 만들어진다.

네트웍 접속부(320)는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310)로부터 소정 미들웨어 사양에 맞춰 포맷된 메시지를 받아, 네트

웍상으로 전송한다. 도 3의 예에서 네트웍 접속부(320)는, 하비(311)에 대해 매칭되는 IEEE1394(321)와, 유피엔피(

315)에 대해 매칭되는 TCP/IP 규격(322)을 포함한다.

도 3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제1미들웨어 규격으로 포맷된 메시지를 제2미들웨어 규격의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

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디바이스와 메시지를 받을 디바이스의 미들웨어가 서로 달라도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시지 

전송 및 해석이 가능해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홈네트웍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홈네트웍 시스템은 제1디바이스(400), 제2디바이스(410) 및 게이트웨이(420)로 이뤄진다. 도 4의 예에서 제1디바이

스(400)는 제1미들웨어인 하비를 사용하는 장치이고, 제2디바이스(410)는 제2미들웨어인 유피엔피를 사용하는 장치

이다.

제1디바이스(400)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1기능 모듈(401), 제1기능 모듈로(부터) 송수신할 메시지를

소정 기준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1미들웨어(402) 및 제1미들웨어(402)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에 접속하

고, 네트웍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제1미들웨어(402)로 전달하는 제1네트웍접속부인 IEEE1394부(403)로 구성된

다.

제2디바이스(410)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2기능 모듈(411), 제2기능 모듈(411)로(부터) 송수신할 메

시지를 소정 기준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2미들웨어인 유피엔피(412) 및 유피엔피(412)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상에 접속하고, 네트웍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유피엔피(412)로 전달하는 제2네트웍접속부인 TCP/IP부(41

3)로 구성된다.

게이트웨이(420)는,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에 채택되어 있는 미들웨어들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간 메시지

교환을 중계하는 장치이다. 도 4에 도시된 예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디바이스들과 두 미들웨어들만을 나타

냈으나, 더 많은 디바이스들과 다른 미들웨어들이 게이트웨이(420)에 더 설치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의 구성은 도면

의 디바이스들(400, 410)과 연관지을 때, 도 3에서 도시된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웨이에 대

한 설명은 도 3을 참조하라.

도 4의 홈네트웍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중계되는 동작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도 5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메시지 중계 방법의 흐름도로서, 중계 동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제1

디바이스(400)에서 제2디바이스(410)로 보내질 메시지가 발생되어 게이트웨이(420)로 전송되는 단계, 게이트웨이(4

20)에서, 제1미들웨어(422)에 의해 메시지를 해석하여 제2미들웨어(423)의 포맷에 맞게 메시지를 변환하여 전송하

는 단계 및 제2디바이스(410)에서 그 메시지를 실행하고 결과를 리턴하는 단계들이다.

제1디바이스에서 메시지가 발생되어 게이트웨이(420)로 전송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디바이스(400)의 제1기능

모듈(401)은 제2디바이스(410)가 소정 기능 또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하비계층(402)으로 

보낸다①. 하비계층(402)은 이 메시지를 하비 기준 사양에 맞는 포맷으로 만들어 게이트 웨이(420)의 하비계층(422)

으로 전송한다②.

게이트웨이(420)에서, 하비계층(422)에 의해 메시지를 해석하여 제2미들웨어(423)의 포맷에 맞게 메시지를 변환하

고 제2디바이스(410)로 전송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하비계층(422)은 아르바이터(421)로 제2디바이스가 이용가능

한지를 묻는다③. 아르바이터(421)는 수신한 메시지의 포맷이 하비 포맷이므로 이와 다른 포맷을 제공하는 유피엔피(

423)로, 제2디바이스(410)가 네트웍상에서 이용가능한지를 묻는다④. 유피엔피(423)는 테이블(4231)에 제2디바이

스의 이름이 들어 있으면 제2디바이스(410)가 이용가능하다는 응답을 만들어 아르바이터로 전송한다⑤. 제2디바이

스(410)가 이용가능하다면 아르바이터(421)는 다시 유피엔피(423)의 템플릿(4232)으로, 최초 수신한 기능 또는 동

작 명령과 패러미터가 든 메시지를 보낸다⑥. 유피엔피(423)의 템플릿(4232)은 그 기능 또는 동작 명령과 패러미터를

유피엔피의 미들웨어 사양에 정의된 포맷으로 변환하여 제2디바이스(410)로 전송한다⑦.

제2디바이스(410)에서 그 메시지를 실행하고 결과를 리턴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2디바이스(410)에 전송된 메

시지는, 제2미들웨어인 유피엔피 계층(412)에서 해석되어 제2기능모듈(411)로 보내진다⑧. 제2기능모듈(411)은 메

시지에서 명령한 기능을 실행한다⑨. 실행 결과가 다시 유피엔피 계층(412)으로 전송된다⑩. 실행 결과는 유피엔피 

계층(412)에서 유피엔피 사양에 맞게 포맷되어 게이트웨이(420)의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 중 유피엔피 계층(423)으

로 보내진다⑪. 실행 결과는 게이트웨이(420)의 유피엔피 계층(423)에서 아르바이터(421)로 보내지고⑫ 다시 하비 

계층(422)에서 보내진다⑬. 하비 계층(422)에서는 하비 기준 사양에 맞는 포맷으로 실행 결과 정보가 변환되어진 후 

제1디바이스(400)의 하비 계층(402)으로 전송된다⑭. 하비 계층(402)은 제1기능모듈(401)에 그 실행 결과를 보낸다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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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제1디바이스의 사용자는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2디바이스로 소정 기능에 대한 수행 명령을 전달하고, 

제2디바이스로부터 그 수행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홈네트웍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메시지 교환이 이뤄질 

때, 각 디바이스에 다른 디바이스의 미들웨어들을 설치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통해 메시지 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상이한 미들웨어간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네트웍

에 연결되는 경우, 게이트웨이에 그 새로운 미들웨어를 설치하기만 하면 즉시 새 디바이스와 기존의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웍상에서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을 중개하는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이 사용하는 각 종 미들웨어들을 포함하고, 그 중 메 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의 미들웨어를 이

용해 메시지를 포맷하는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 및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로부터 전달된 포맷된 메시지를 네트웍을 통해 송신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네트웍 접속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각각의 미들웨어마다,

주기적으로 네트웍을 검색하여 동일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저장하는 테이블; 및

송신할 메시지를 해당 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패킷으로 생성하는 템플릿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의 각 미들

웨어에 소정 신호들을 보내 상기 전송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아르바이터가 더 포함

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홈네트웍상의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위한 미들웨어인 하비(Havi;Home Audio Video Interoperalbility)와, 인

터넷상의 정보들을 플러깅(plugging) 및 플레이하기 위한 미들웨어인 유피엔피(UPNP;Universal Plug and Play)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네트웍 접속부는, 상기 하비에 대해 IEEE1394가 매칭되고, 상기 유피엔피에 대해 TCP/IP 규격이 매칭됨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6.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데이터통신이 이뤄지도록 한 시스템에 있어서,

제1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1디바이스;

제2미들웨어를 사용하는 제2디바이스;

상기 제1미들웨어와 제2미들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상기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들을 송신될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미들웨어 포맷으로 만들어 송신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게이트웨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

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제1디바이스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1기능 모듈;

제1기능 모듈로(부터) 송수신할 메시지를 소정 기준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1미들웨어; 및

제1미들웨어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상에 접속하고, 네트웍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제1미들웨어로 전달하는 제1

네트웍접속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디바이스는

고유의 디바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제2기능 모듈;

제2기능 모듈로(부터) 송수신할 메시지를 소정 기준사양에 따라 해석 및 변환하는 제2미들웨어; 및

제2미들웨어로부터의 메시지를 네트웍상에 접속하고, 네트웍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제2미들웨어로 전달하는 제2

네트웍접속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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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는,

네트웍상의 제1미들웨어 및 제2미들웨어를 포함하고, 그 중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의 미들웨어를 이용해 메시지

를 포맷하는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 및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로부터 전달된 포맷된 메시지를 네트웍을 통해 송신할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네트웍 접속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각각의 미들웨어마다,

주기적으로 네트웍을 검색하여 동일한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저장하는 테이블; 및

송신할 메시지를 해당 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패킷으로 생성하는 템플릿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네트웍상의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메시지가 전송될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의 각 미들

웨어에 소정 신호들을 보내 상기 전송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아르바이터가 더 포함

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총괄 미들웨어 에이젼트는,

홈네트웍상의 오디오/비디오 디바이스들을 위한 미들웨어인 하비(Havi;Home Audio Video Interoperalbility)와, 인

터넷상의 정보들을 플러깅(plugging) 및 플레이하기 위한 미들웨어인 유피엔피(UPNP;Universal Plug and Play)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네트웍 접속부는, 상기 하비에 대해 IEEE1394가 매칭되고, 상기 유피엔피에 대해 TCP/IP 규격이 매칭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4.
제6항에 있어서,

홈네트웍상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될 경우, 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미들웨어가 상기 게이트웨이에 더 설치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5.
서로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홈네트웍상의 디바이스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의 중계 

방법에 있어서,

제1디바이스에서 제2디바이스로 보내질 메시지가 발생되는 단계;

제1미들웨어와 제2미들웨어가 포함된 게이트웨이에서, 제1미들웨어에 의해 메시지를 해석하여 제2미들웨어의 포맷

에 맞게 메시지를 변환하는 단계; 및

변환된 메시지를 제2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중계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제1디바이스에서 메시지가 발생되는 단계는,

제2디바이스에 대해 소정 기능이 수행되도록 요구하는 단계; 및

상기 요구를 제1미들웨어 포맷에 맞는 메시지로서 게이트웨이의 제1미들웨어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중계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웨이에서 메시지가 변환하는 단계는,

게이트웨이의 제1미들웨어는 수신된 메시지를 전송할 제2디바이스가 네트웍상에서 이용가능한지를 검사하는 단계;

제2디바이스가 네트웍상에서 이용가능하면 제1미들웨어 포맷에 맞춰진 메시지를 제2미들웨어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

계; 및

제2미들웨어 포맷의 메시지를 제2디바이스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게이트웨

이 중계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디바이스에 전송된 메시지는,

제2미들웨어에서 해석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요구에 따라 제2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단계; 및

제2디바이스의 상기 실행 결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1디바이스로 리턴되는 단계로 처리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

웍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중계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실행 결과의 리턴 단계는,

제2미들웨어 포맷으로 된 실행 결과 메시지가 게이트웨이로 송신되어 게이트웨이의 제2미들웨어 포맷에 의해 해석되

는 단계;

게이트웨이가 네트웍상에서 제1디바이스가 이용가능한지를 검사하여 제1디바이스가 이용가능하다면, 실행결과 메시

지는 제1미들웨어 포맷으로 변환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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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메시지가 제1디바이스로 전송되고, 제1미들웨어에 의해 해석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홈네트웍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중계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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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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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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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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