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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를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제어 메시지는 필요한 경우
에만 홈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

A home network system was implemented using
IPv6 and SIP. We integrated different kinds of
home devices into IPv6 address system, and built
control system independent of controller's address
and

location,

using

SIP.

Also,

controllers

다. 가전기기 에뮬레이터 및 PDA를 사용하여 이를 구현
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1.2 기존 홈 네트워크

can

download each device control messages without
any

global

definition

of

handling

it.

We

implemented this system by home device emulator,
and PDA controller to control home devices.

Ⅰ. 서론
1.1 홈 네트워크 연구 배경
그림 1-1 기존 홈 네트워크 개요도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가정 내 PC보급률의 증가와 인
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었

홈 네트워크란, 가정 내의 가전, PC, 통신 기기 등의

고, 새로운 유무선 연계 통합 시스템이 구비되고 재택근

기기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무 등 개인화, 가정화되기 시작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즉, 서로 다른 가전기기를

라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

조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가정 내의 각종 기기를 제어하

다.

고, 기기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결국, 가전기기의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과 신호 체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전기기간의 물리적 특성의 차

를 관리하고 이들을 일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홈 네트

이와 가전기기의 효율적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워크의 가장 중요한 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림 1-1은

에, 해결책으로서 IPv6와 SIP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시

기존 홈 네트워크를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다.[1]

스템을 연구하고 구현하였다. 각 기기들에 IPv6 주소와
SIP ID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컨트롤러를 이용
하여 원하는 곳 어디서든 홈 서버에 접속하여, 가전기기

1.3 기존 홈 네트워크의 한계

기존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기기들이 네

현재 일반 가정에서처럼 LAN선을 꽂음으로써 IP주소

트워크 설정을 통해 서버에 연결되는 서버/클라이언트

를 할당받는 방식을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변경 시 각 기

가

기마다 네트워크 설정을 바꿔주어야 하므로 이동성을 지

configuration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

따른다.

그리하여

본

제안에서는

IPv6의

Auto

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IPv4 주소 체계를 이용한 홈 네

이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기기가 홈 네크워

트워크에서는 홈 네트워크에 새로 가입된 기기에 대한

크에 가입하게 되면, Auto configuration방식에 따라 자

IP할당이 용이하지 않다.

동으로 IP주소를 할당받게 된다.

또한 가전기기들은 각기 제조된 회사의 선택에 따른 제

SIP와 IPv6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전기기의 IP주소 할

어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홈 네

당을 용이하게 하고, IPv6 주소를 이용한 인터넷 환경에

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다른 데이터 포맷을 가진 기기들은

서의 효율적인 기기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고유ID를 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룰 수 없었다.

용한 이동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Ⅱ. 제안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2.2 호환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2.1 이동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집안의 가전기기는 그 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각각
이동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네트워크 접
속 위치에 상관없이 고유ID를 사용하여 억세스를 가능
하게 해준다. 제안한 기술 방식의 경우, 먼저 기기를 네
트워크에 연결한 후 홈 서버에 자신의 ID를 전송한다.
홈 서버는 ID에 맞는 IP주소를 할당하고 ID와 IP주소를
서버에 저장한다. 만약 기기를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
였을 경우 홈 서버로 자신의 기존 ID를 전송하면 새로
운 IP주소가 할당된다. 따라서 새로운 네트워크 설정이

의 독립적인 제어 명령 및 상태 표시 값을 갖는다. 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효용도 높지 않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전기기의 상태 및 관리 명령어들을 일일이 정의하지
않고, 이를 홈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경우 PDA
등의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
서 서로 다른 제어 데이터 포맷을 가진 기기로 한 홈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
어 데이터 포맷에 자유로운 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없이 기기의 이동성을 보장한다.
제안한 방식은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를 이

게 되었다.

용한 이동성 지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란, 멀티미디어의 세션 초기화, 변경
및 종료를 위한 시그널링 기술을 제공하고 시그널링을
통하여 넓은 확장성과 다양한 응용성을 제공하는 프로토
콜이다. 이 프로토콜의 응용을 통하여 위에서 설명한 방

1) 초기 네트워크 접속시:

4) DVD Player 제어

DVD Player 제어 프로토콜을 UPloading

식처럼, 홈 네트워크에 이동성을 지원하게 되었다.
3) DVD Player 제어 프로토콜 Downloading

3. Camera 접속 위치 변경
Camera 고유 ID

Camera 고유 ID

SIP ID : Cam@iHomenet

SIP ID : Cam@iHomenet

IP : 163.239.23.10

IP : 211.180.212.45

2. Camera IP 할당

4. Camera의 SIP ID 전송

IP : 163.239.23.10

Control Protocol Translater

2) DVD Player 제어 요청

(Home Sever내에 장착)

그림 2-2 호환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Cam@iHomenet

1. Camera의 SIP ID 전송
Cam@iHomenet

5. 새로운 IP 전송

그림 2-2는 제안하는 기술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

IP : 211.180.212.45

예를 도시한 것이다. DVD 플레이어가 초기 네트워크

Home Sever
SIP ID : Cam@iHomenet : 163.239.23.10

SIP ID : Cam@iHomenet : 211.180.212.45

기존의 ID에 새로운 IP를 맵핑

그림 2-1 이동성을 지원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 시 DVD 플레이어의 제어/모니터링 데이터 포맷을
홈 서버 내에 장착된 Control Protocol Translater에
인스톨시킨다. 그런 다음 모바일 컨트롤러에서 DVD플
레이어 제어/모니터링을 요청하면 DVD 플레이어의 제

그림 2-1은 가전기기가 이동하여 다른 IP주소로 접속하

어/모니터링 데이터 포맷을 다운로드 시켜서 DVD 플레

여도 동일한 ID로 접속이 되므로 제어가 가능한 상황을

이어를 제어하게 한다. 이로서 홈 서버를 이용한 제어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포맷에 자유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뿐만 아니라 가전기기의 제어 명령어를 일일이 모
두 정의하거나 사용자가 모두 습득할 필요 없이, 제공하
는 제어 명령어를 홈 서버 등에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서, 컨트롤러의 부하를

IPv6
홈 네트워크

줄이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게 하였다.

SIP ID : user@iHomenet.com

인터넷
인터넷

IP : fde7::3:207:39ff:fe07:520

Home
Gateway

Ⅲ. 구현

Home Sever

SIP Proxy Sever
SIP Location DB

3.1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그림 3-3 홈 서버(SIP Proxy)의 구현

그림 3-1은 제안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protocol
stack이다. network layer에서 IPv6를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 체계를 구축하였고, application layer에서 세션 관
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SIP가 적용됨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전기기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상위 layer
에 위치한다. network layer 하부에는, UPnP 등의 미
들웨어를 비롯하여, IP를 지원하는 모든 유/무선 미디어
와 그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위치할 수 있다.

그림 3-3은 제안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홈 서버
의 모습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홈 서버
에는 SIP proxy 서버 및 사용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SIP Registerar가 포함된다. 서버는 가전기기 및 사용자
의 상태를 관리하고, SIP 및 제어 메시지를 해당 기기에
게 전달한다.
3.4 SIP UA 및 가전기기의 구현

Vender Specific Device Message
가상 TV

가상 냉장고

Session Management
Middleware : UPnP, Jini

Application Layer

Media Agent
Audio

Session Setup Session Control

SIP
Transport Layer

TCP

UDP

SIP

SIP

Video

RTP

RTCP

RTP

RTCP

TCP

UDP

TCP

UDP

IPv4/IPv6
stack
Windows
2000/XP

IPv4/IPv6
stack
Windows
2000/XP

IPv6
홈 네트워크
Server
Application

SIP

IPv6

Network Layer

IPv4/IPv6
stack

Home
Gateway

Windows
2000/XP
감시카
메라

가상 컨트롤러

SIP
IPv4/IPv6
stack
Windows
2000/XP

홈 서버(SIP Proxy)

그림 3-4 SIP UA 모듈이 적용된 가전기기 구현

그림 3-4는 구현된 가전기기와, 이들이 홈 네트워크
에 물려 있는 모습이다. 각 가전기기는 실제 가전기기의
사양에 맞춰, 동일한 상태 표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에
Router
Demon

뮬레이터를 구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SIP UA(user

Windows XP

agent) 모듈을 구현하여 각 가전기기에 적용함으로서,

SIP ID : user@iHomenet.com

인터넷
인터넷

IP : fde7::3:207:39ff:fe07:520

Home
Gateway

감시카메라

SIP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IPv6 router Demon

홈서버(SIP Proxy)

또한, 각 가전기기마다 고유한 제어 정보 및 명령체계
들을, 가전기기가 홈 서버에 접속할 때 이를 홈 서버에
게 업로드 함으로서,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 이를 다운로
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3.5 PDA 컨트롤러의 구현
사용자는 해당하는 SIP ID를 입력하고, 홈 서버는 이를
보고 SIP moderator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즉, 홈 네
트워크 컨트롤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가전기기들의

3.3 홈 서버의 구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리

다.

고 해당 가전기기의 제어 명령어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CBaseSocket

홈 서버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다.
m_pEntry[]

CRTISocket

CMulticastSocket

m_plmp

CAPISocket

m_plmp

그림 3-7 구현된 소켓의 블럭도

Ⅳ. 결론 및 추후 과제
IPv6와 SIP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의 가
전기기를 통합하고, 접속위치에 무관하게 효율적으로 세

그림 3-5 실제 구현 예

션을 관리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3-5는 홈 네트워크 컨트롤러의 초기화면 모습이

구현을 통해 확인된 결과, 사용자는 IP주소와 네트워크

며, 홈 네트워크의 컨트롤러가 ID와 패스워드만으로 홈

환경에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홈 서버에 접속하여 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가전기기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는

전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 또한,

구현된 실제 모습이다.

가전기기의 제어 명령어를 일일이 모두 정의하거나 사용
자가 모두 습득할 필요 없이, 제공하는 제어 명령어를

3.6 송수신 되는 SIP 메세지

홈 서버 등에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받아 사용
하게 함으로서, 컨트롤러의 무게를 줄이고 높은 확장성

사용자

ID는

e-mail

주소로

사용되며,

가전기기도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mail 주소를 가진다. 세션 설정은 SIP의 Subject

추후, 모든 실제 가전기기들이 IP 주소를 부여받게 되

header에 생성, 또는 관리하려는 세션의 이름을 표기한

고, PDA 뿐만 아니라 모든 무선기기들이 쉽게 IP 주소

다. 그림 3-6은 실제 사용되는 SIP 메시지이다. 사용자

체계 하에서 동작하게 된다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뿐만

가 홈 서버에 최초 로그인을 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지 본 시스템

다.

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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