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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 네트워킹은 검색, 광고, 제어, 이탈 등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능 중 장치 
제어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서 제어 되는 장치는 특정 사용자에 의해서만 조작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사용자간 특정 장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UPnP architecture 를 이용 한 홈 네트워크 구현 후 특정 사용자에 의하여 장치가 제어 되도록 하는 
디바이스를 잠금 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까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전제품을 제어 하는 

대부분에 구현 사례는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하드웨어 

의존 적인 기술이라 제공 할 수 있는 제어 정보 자체 양

이 극히 드믈 뿐더러 하드웨어 제조사와 PLC 보드 간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 하고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수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적인 조작이 용이하도록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와 실제 미들웨

어를 이용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눈에 뛰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UPnP[5]를 

들 수 있다. UPnP는 Universal Plug and Play 의 약자

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안하고 홈네트워킹에 사용 되

는 미들웨어이다. 이 UPnP architecture 1.0 를 이용한 

디지털액자,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회선 공유기, 
프린터 등의 제품들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홈네트워킹 환경에서 UPnP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한 장치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 졌

을 때 특정 사용자에 의해 장치에 대한 독자적인 조작 

권한을 갖기 위한 잠금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은 

다른 Access Control 등에 비하여 UPnP architecture 
1.0가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다.
 2장에서는 기본적인 UPnP의 동작 과정을 설명 하며, 3
장에서는 잠금 장치의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와 함께 잠

금 방식 구현에 대한 기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구현 

결과를, 5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UPnP의 기본 구조

 UPnP는 그림 1과 같은 단계를 통해  UPnP 네트워킹을 

하도록 제시 하고 있다. 장치가 IP 주소를 할당 받고, 홈 

네트워크 환경 내의 제어 가능 한 장치를 찾고, 해당 장

치에 대한 제어 정보를 습득 후, 제어 정보를 기반으로 

피제어 장치를 제어하면, 피제어 장치가 제어된 그 결과

에 의해 수정된 자신에 정보를 통지하며, 현재 피제어 

장치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여 준다. 각각은 

Addressing, Discovery, Description, Control, Eventing, 
Presentation stage로 구현된다.

그림 1. UPnP Networking 단계 (stage) [5]

단계 0. Addressing : Addessing은 UPnP 네트워킹이  

TCP/IP 스택을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장치에는 반

드시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존재해야 한

다. “UPnP Device Architecture 1.0“ 에서는 장치에 

DHCP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여 IP 주소를 할당 받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 
단계 1. Discovery Stage : 제어 장치가 홈 네트워크에 

참여 했을 시에 피제어 장치를 찾거나, 피제어 장치가 

홈 네트워크에 참여 했을 시에는 제어 장치에 홈 네트워

크에 참여 했음을 알리는 단계 이다.
단계 2. Description Stage : Discovery 단계에서는 단

순 장치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주고 받게 된다. 그 단

계로는 장치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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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가 없다. 
 Description 단계에서는 해당 장치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가 있으며,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단계 3. Control Stage : Description 단계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어 장치가 피제어 장치를 조작 하는 

단계 이다.
단계 4. Eventing Stage : Eventing 단계로부터 조작되

어진 피제어 장치는 요청된 서비스 별로 사용 하고 있는 

상태 값을 수정하게 된다. 
단계 5. Presentation Stage : 이 단계는 장치 제작자의 

구현에 따라 존재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단계이

다. 존재하는 URL를 통하여 장치 자신에 상태 값 및 유

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혹은 또 다른 장치에 제공할 수 

있는 단계 이다.
3. 장치의 잠금 방식 제안

 기본적으로 UPnP에서는 장치 잠금에 대한 언급은 없

다. 특정 사용자가 피제어 장치에 대한 독자적인 제어권

을 갖기 위해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피제

어 장치에 대한 독자적인 제어권을 갖는 경우에 대한 시

나리오와 제어권 획득 방식을 제안한다.
3.1 시나리오

 피제어 장치인 디지털 액자는 한 개가 홈 네트워크에 

참여 하고 있으며, 제어 장치는 사용자 A,B 의 제어 장

치 역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

A는 자신이 즐겨 보는 사진 만을 설정하기 위해 B가 디

지털 액자를 제어 하는 것을 방지 하고 싶다. 그러나 보

통의 경우 B는 A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디지털 액자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액자에 대한 B의 제어 

권한을 박탈하고 A만이 디지털 액자를 조작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필요 하다.

그림 2. 시나리오

3.2 제안하는 제어 방식

 홈 네트워크 구성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

다. 프록시 즉 제어 장치에 의해 조작 되어지는 피제어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서버가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제어권을 제어 디바이스마다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다. 
3.2.1 프록시 서버가 존재 하는 경우

그림 3. 프록시 서버가 존재하는 경우

 대형 아파트 혹은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에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장치 제작자는 디바이스 잠금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프록시 서버가 제어 명령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대신 통지하기 때문에 프록시 서버가 피제어 

장치로 부터 제어 정보를 받는 경우 해당 정보에 잠금 

정보를 포함하여 프록시 서버가 보유 하고 있으면 된다.  
장치A는 결국 피제어 장치에는 구현 되어 있지 않은 잠

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되며, 소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제어 장치에 대한 잠금을 시도 할 수 있게 

된다. 피제어 장치 또한 잠금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프

록시 서버가 잠금 장치를 구현함으로써, 홈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장치 제작자에게 장치 수정이라는 부담 없이 

잠금을 제공 할 수 있다.
3.2.2 프록시 서버 부재의 경우

그림 4. 프록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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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록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상업적 솔루션은 XBox 
360, Play Station3와 같은 가정용 게임기에서 많이 드

러난다. 이 경우 제어 장치, 피 제어 장치 제공자는 잠금 

정보에 대한 구현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림 3의 제공 서비스 정보 전달 단계와 제공 서비스 

정보+잠금 정보 전달 단계는 그림 4의 제공 서비스 정

보+잠금 정보 전달 단계와 같다. 또한 그림 3의 잠금 조

작 단계는 그림 5의 잠금 조작 단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방법을 제시 하

고자 한다.
<?xml version="1.0"?>
<root 
xmlns="urn:schemas-upnp-org:device-1-0">
--- 중략 ---
<device>
<deviceType>urn:schemas-up...
<friendlyName>short user-friendly 
title</friendlyName>
<manufacturer>manufacturer </Manufacturer>
<manufacturerURL>URL to manufacturer 
site</manufacturerURL>
<Lock>
 <ip>잠금한 장치의 ip 주소</ip>
 <time>잠금 설정 시간</time>
</Lock>
--- 생략 ---

그림 5. 피제어 장치 제어 정보

 그림 5는 제어 장치의 조작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의 데

이터 일부분이다 장치 제어 정보 부분에 Lock 태그를 삽

입함으로써 피제어 장치가 장치 잠금 기능이 있다는 것

을 알리며, 제어 장치의 IP주소와 해당 잠금 시간을 설

정하여 장치 잠금 기능을 실행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xml version="1.0"?>
<s:Envelope
xmlns:s="http://schemas.xmlsoap.org/soa...
s:encodingStyle="http://schemas.xmlsoap....
<s:Body>
<u:Lock 
xmlns:u="urn:schemas-upnp-org:service:service
Type:v">
<ip>xxx.xxx.xxx.xxx</ip>
<time>xx</time>
other in args and their values go here, if any
</u:actionName>
</s:Body>
</s:Envelope>
--- 생략 ---

그림 6. 제어 장치 잠금 정보

그림 6은 그림 5로부터 받은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 

장치가 피제어 장치를 잠금 할 때 보내는 데이터의 일부

분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명령을 보낼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Lock 태그를 통해 설정을 하며 

자신의  IP 주소를 ip 태그 안에 삽입을 하고 잠금 시간

을 time 태그에 삽입을 하여 명령을 실행 한다.
4. 구현

 UPnP에 잠금 기능을 구현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표1
과 같으며, 제어 장치는 PDA , 피제어 장치는 window 
XP 환경에서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테스트하였다. 

표 1 . 구현 시 사용 라이브러리 

 통신 모듈은 WinSock을 사용 하였으며, UPnP 
Description 정보 처리를 위하여 XML Parser를 사용 

하였다. 그리고 제어 장치와 피제어 장치에 대한 동작 

과정을 기술한 모듈은 MFC 와 EVC Programming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러한 모듈 중 제어 장치는 

PDA에서 구동이 되며, 피제어 장치는 Windows 
XP기반의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그림 7은 구현의 결과물로 제어 장치에서 피제어 

장치에 대한 잠금 기능이 추가 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제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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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연구

5.1 XACML[6]
 XACML은 OASIS가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접근 제어를 

위한 언어이다. XACML의 접근 제어를 위한 정책은 

PolicySet, Policy, Rule의 계층구조로 정의되며, 가장 하

위에 존재하는 Rule은  자원들에 대한 수행 가능한 

Action과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과 등을 기술한다. 
 정의된 Rule이나 Policy들은 미리 정해진 결합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서로 결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결합 알

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각 Rule에서 기술된다. 이러한 

Rule과 Policy들의 결합은 접근 제어를 나타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합 알고리즘을 통하여 새로운 Rule 또
는 Policy를 계산해야 하므로 임베디드 장비와 같이 계

산 능력이 적은 경우 이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5.2 목적기반 접근제어[7]
 기존 RBAC의 경우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는 없

다” 만을 기술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목적에 따른 접근제

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목적기반 접근제어의 경

우 접근 목적을 판단하여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

하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Rule 뿐만 아니라 목

적과 객체도 Tree 형태로 관리를 하여 목적에 따른 접

근을 제어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제어의 경우 접근제어

의 주체와 객체뿐만 아니라 목적에 대한 접근이 함께 가

능하므로 좀 더 안전하게 접근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접근 제어를 위하여 Rule, Purpose, Resource
를 모두 Tree형태로 구조화 시켜 저장해야 하며, 접근 

권한의 전파 또한 계산을 하여 접근 제어를 해야 하므로 

컴퓨팅 파워가 한정된 장치에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6. 결론

  홈 네트워크 분야에 UPnP 미들웨어를 탑재 하기란 그

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제품에 있어서 

미들웨어의 사용은 오버 헤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제

품에 TCP/IP 스택을 사용하기엔 프로세서의 컴퓨팅 파

워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인지 최근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 프린터 등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가 있는 제

품에 UPnP 미들웨어가 탑재가 많이 되어 나오는 편이

다. 그러나 이러한 UPnP는 자원의 독점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품들에 대하여 Device Description을 

확장함으로써 독자적인 제어권을 갖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증 단계가 없는 UPnP의 문제를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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