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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1.1 DNS (Domain Name System) 

1.1.1 DNS 개요 

인터넷 통신을 할 때는 IP 주소로 통신해야 하는데 통신하고자 하는 호스트들의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NS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DNS는 도메인 이름(또는 호스트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IP주소를 저장해 놓은 

컴퓨터(네임서버)에 질의하여 받은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1.1.2 DNS 절차 

 

그림 1-1 DNS 절차 

 

호스트#2와 통신 하고자 하는 호스트#1은 네임서버에게 도메인 이름 (예: 

www.sollae.co.kr)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질의하면, 네임서버는 해당하는 IP 주소(예: 

100.200.X.X)를 호스트#1에게 전송합니다. 이제 호스트#1은 알아낸 IP 주소로 호스트#2와 

통신을 시도 합니다. 

따라서 호스트#1은 호스트#2의 도메인 이름만 알면 DNS를 이용해 호스트#2와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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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DNS (Dynamic DNS) 

1.2.1 DDNS 개요 

DDNS는 호스트의 IP주소가 변경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2.2 DDNS 절차 

 

 

그림 1-2 DDNS 절차 

 

앞에서 설명한 DNS와 다른 점은 호스트#2가 자신의 IP 주소를 네임서버에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스트#2의 IP 주소가 변경 되더라도 호스트#1은 호스트#2의 IP 

주소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1.3 ezTCP의 유동IP주소 통보 기능 

동적인 IP주소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프로토콜 IP Trap 기타 

DDNS HTTP HTTP Dyn사의 서비스 이용 

TCP TCP ASCII/16진수 사용자 관리서버 운영 

UDP UDP ASCII/16진수 사용자 관리서버 운영 

표 1-1 ezTCP의 기능들 

 해당 기능은 일부 구형 제품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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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DNS 

2.1 개요 

ezTCP의 외부 인터넷 IP 주소가 변경되면 그 내용을 네임서버로 전달합니다. ezTCP는 

현재 Dyn사의 DDNS 서비스만 지원합니다. 

2.2 이용방법 

2.2.1 Dyn 사의 회원가입 및 호스트네임 생성 

Dyn사의 홈페이지(http://www.dyn.com)를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및 호스트네임을 

생성합니다. 

 Dyn 회원가입 및 호스트네임 생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yn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yn의 DDNS 서비스 이용 조건은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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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zTCP 설정 

제품을 검색하고 [옵션]탭의 [IPv4 주소 통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그림 2-1 ezManager의 DDNS 설정 화면 

 

항목 설정 값 설명 

프로토콜 DDNS(dyndns.org) Dyn사의 서비스 선택 

통보 주기 40320(고정 값) 28일 마다 통보 

DDNS 아이디 사용자 계정 아이디 Dyn의 계정 아이디 입력 

DDNS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계정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 

도메인 이름 appnote.dyndns.org Dyn에서 추가한 도메인 이름 입력 

표 2-1 DDNS 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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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동작확인 

Dyn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메인 이름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ezManager의 현재상태보기 창에 나타난 IP 주소와 Dyn사의 호스트 정보의 IP 주소가 

같으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림 2-2 현재상태보기 및 Dyn 웹 사이트에서의 동작 확인 

 ezTCP의 DDNS는 공인 IP 주소만 사용됩니다. 제품의 현재 IP 주소가 사설 IP이면 

ezTCP는 자신의 IP 대신 최종적으로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공인 IP를 확인하여 

DDNS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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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CP / UDP 

3.1 개요 

자체적으로 동적 IP주소 관리서버를 운영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zTCP는 

제품의 IP주소등의 정보를 선택한 프로토콜로 전달만 해 줍니다. 따라서 서버 프로그램의 

운용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3.2 ezTCP 설정 예시 

아래는 ezTCP 설정 예입니다. 

 

그림 3-1 설정 화면 

항목 설정 값(예) 설명 

프로토콜 TCP 또는 UDP 
사용자 서버가 IP주소 관리를 위한 통신에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통보 주기 10 10분마다 IP주소를 통보합니다. 

포트 14700 사용자 서버의 통신포트 번호입니다. 

통보할 주소 
user.userserver.com 

(또는 192.168.0.100) 

사용자 서버의 도메인 이름 혹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 ASCII 또는 16진수 전송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표 3-1 설정 항목 

 통보주기에 0을 설정한 경우에는 ezTCP의 IP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만 해당 정보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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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SCII 모드에서의 데이터 형식 

3.3.1 ASCII 형식 

이 모드에서는 ASCII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MAC Address 0x0d 0x0a 

IP Address 0x0d 0x0a 

Product Information 0x0d 0x0a 

Comment 0x0d 0x0a 

그림 3-2 ASCII 모드의 데이터 구성 

 MAC Address는 6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바이트는 콜론(:)으로 구분되며 

16진수로 표기됩니다. 

 IP Address는 4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바이트는 점(.)으로 구분되며 

10진수로 표기됩니다. 

 Product Information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duct ID 

(2byte) 

Major Firmware 

Version (2byte) 

Minor Firmware 

Version (2bytes) 

Firmware Revision 

(2byte) 

그림 3-3 ASCII 모드의 MAC address 데이터 형식 

 Comment는 제품 설정 값 중 [설명]을 나타냅니다. 이 항목은 ezManager의 

[옵션]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 [설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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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ASCII 형식 데이터 예시 

00:30:f9:00:00:01 0x0d 0x0a 192.168.1.50 0x0d 0x0a 

15bytes 

(ezTCP MAC 주소) 
1byte 1byte 

15bytes 

(ezTCP IP 주소) 
1byte 1byte 

11010106 0x0d 0x0a device1 0x0d 0x0a 

8bytes  

(제품ID: 11, 펌웨어 버전: 1.1G) 
1byte 1byte 

7 bytes 

(사용자 설명: device1) 
1byte 1byte 

그림 3-5 ASCII 형태로 전송할 데이터 

 

ASCII 0 0 : 3 0 : f 9 : 0 0 : 0 0 : 0 

Hex 30 30 3a 33 30 3a 66 39 3a 30 30 3a 30 30 3a 30 

 MAC Address 00:30:f9:00:00:01 

 

1 CR LF 1 9 2 . 1 6 8 . 0 0 1 . 0 

31 0d 0a 31 39 32 2e 31 36 38 2e 30 30 31 2e 30 

   IP Address (192.168.1.50) 

 

5 0 CR LF 1 1 0 1 0 1 0 6 CR LF d e 

35 30 0d 0a 31 31 30 31 30 31 30 36 0d 0a 64 65 

   Product ID Firmware Version   User 

 

v i c e 1 CR LF          

76 69 63 65 31 0d 0a          

Comment            

그림 3-6 ASCII 형태로 전송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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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6진수 모드에서의 데이터 형식 

3.4.1 16 진수 형식 

16진수 모드에서는 16진수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Len cm_len Ethernet Address (6bytes) 

IP Address (4bytes) p_id major minor rev 

Comment (variable length) 

그림 3-7 16진수 모드의 데이터 형식 

각각의 필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드 명 길이 (byte) 설명 

len 1 Comment를 제외하고 len 필드를 포함한 총 데이터 길이 

cm_len 1 장비의 사용자 [설명] 길이 

Ethernet Address 6 MAC 주소 

IP Address 4 IP 주소 

p_id 1 Product ID 

major 1 펌웨어 버전 (Major) 

minor 1 펌웨어 버전 (Minor) 

rev 1 펌웨어 버전 (Revision) 

Comment variable 
장비의 사용자 설명 

마지막 바이트는 NULL 값 

표 3-2 16진수 모드의 데이터 항목 

3.4.2 16 진수 형식 데이터 예시 

10 08 00 30 f9 00 00 01 

len cm_len MAC 주소 (00:30:f9:00:00:01) 

 

c0 a8 01 32 11 01 01 06 

IP 주소 (192.168.1.50) p_id Firmware version 

 

64 65 76 69 63 65 31 00 

Comment 8bytes (device1 + NULL) 

그림 3-8 16진수로 전송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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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서 변경 내역 

날짜 버전 변경내용 작성자 

2008.02.13 1.0 ○ Initial Release - 

2008.10.27 1.1 ○ 내용수정 - 

2009.07.28 1.2 

○ 캡처화면 갱신 

○ 문서 제목 수정 

○ 일부 용어 수정 

이 인 

2010.03.17 1.3 ○ 그림 업데이트 이 인 

2011.12.08 1.4 ○ Dyn 관련 내용 수정 신누리 

2012.02.21 1.5 
○ Dyn 사용부분 내용 수정 

○ 캡처화면 갱신 
이 인 

2012.03.07 1.6 ○ 일부 표현 및 오타 수정 이 인 

2012.10.29 1.7 

○ 일부 표현 및 오타 수정 

○ 캡처화면 갱신 

○ DDNS 서비스 공인 IP 사용 내용 추가 

○ TCP/UDP 예시 데이터 변경 

이성운 

2018.02.09. 1.8 
○ Dyn 홈페이지 안내 부분 제거 

○ 표 캡션 위치 변경: 상단 > 하단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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