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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솔루션

DDNS 구성요소

전체구성도

신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주) 내홈닷컴

DDNS 서버DDNS 서버

본 솔루션의 핵심 기능으로서 윈도우즈, Linux & Unix 시스템 지원 

데이타 베이스데이타 베이스

도메인을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타 베이스

DDNS(Dynamic Domain Service)란?

IP 모니터링 서버IP 모니터링 서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NAT)의 공인 IP변경을 체크하는 서버  

DDNS 클라이언트 SDKDDNS 클라이언트 SDK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DDNS 클라이언트 개발용 SDK로서, 윈도우즈와 

Linux & Unix 시스템 지원 

도메인 관리 시스템 도메인 관리 시스템 

사용자가 쉽게 도메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웹기반으로 제공이 되며,

도메인 관리, 사용자 관리, 도메인 사용량 통계 등을 제공

인터넷 사용시 마다 변하는 유동 아이피를 도메인과 연결해 고정 아이피처럼 사용함으로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로 개인 컴퓨터를 인터넷 서버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고객님을 위한 DDNS 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과 장점 

세계 최고 속도의 IP 업데이트

모든 사양의 컴퓨터와 운영체제 지원

공유기 환경에서도 별도의 설정없이 사용가능 

전격관리기능과 원격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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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양의 컴퓨터와 운영체제 지원

공유기 환경에서도 별도의 설정없이 사용가능 

전격관리기능과 원격관리 지원  

다양한 파킹 서비스 지원

수준높은 통계, 분석기능 지원 

Zone 파일이 아닌 편리한 데이타베이스를 통한 관리 방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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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높은 통계, 분석기능 지원 

Zone 파일이 아닌 편리한 데이타베이스를 통한 관리 방식 지원 

도메인 관리 시스템

IP 모니터링 서버

노트북

Host B

Host A

DDNS서버 

DB
② DNS 질의 
     (http://pda.홍길동.neh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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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결과 
     (Host A IP주소) 

③ 질의결과 
     (Host A IP주소) 

④ 연결

⑤ 웹서핑

① IP 업데이트 (Host A IP주소)

Tomcat 5.x

notebook.홍길동.nehom.com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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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ost A IP주소



응용분야

DDNS 시스템 요구사항 및 개발환경

DDNS 클라이언트 SDK API

DVR(Digit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원격감시 솔루션 업체

PC를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고자 하는 SOHO

PC를 웹하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운로드 매니아

PC를 미니홈피, 블로그, 웹서버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매니아

한글도메인 (웹하드.홍길동.com)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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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Windows

  개발언어 : VC++6.0 sp 5

  SDK : Platform SDK 

  UPNP : CyberLink

  XML : Xerceses

Linux & UNIX

  개발언어 : C (g++3.3.3.)

  라이브러리 : OpenSSL 0.9.7.a, ghttp

여러분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DDNS클라이언트 SDK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SDK는 다음과 같은 API를 제공합니다.

DDNS APIDDNS API

int Login(CUserCredential* userInfo, CLoginInfoClass* loginInfo) 

int LogOut(CUserCredential* userInfo) 

int IPUpdate(CUserCredential* userInfo, CIPUpdateInfo* ipInfo) 

Service APIService API

int SetDomainFW(CUserCredential* userInfo, CDomainFWInfo* domainInfo) 

int SetDomainMgr(CUserCredential* userInfo, CDomainMgrInfo* domainInfo) 

int SetParkingInfo(CUserCredential* userInfo, CParkingInfo* parkingInfo) 

int GetDomainFWInfo(CUserCredential* userInfo, CDomainFWInfo* domainFW) 

int GetDomainMgrInfo(CUserCredential* userInfo, CDomainMgrInfo* domainMgr) 

int GetParkingInfo(CUserCredential* userInfo, CParkingInfo* parkingInfo) 

전력관리 API전력관리 API

int SendRequest (int op, Credential userInfo, String ip, String netmask, String mac);

String GetResultString (int retcode)

System정보 APISystem정보 API

운영체제

   int GetOSInfo(COSInfo* osInfo) 

공유기

   int IsUPnPNAT() 

   int AddPortMapping(int outPort, int inPort, LPCSTR inIP, LPCSTR proto)  

   LPCSTR GetFriendlyName()

   LPCSTR GetManufacture() 

   LPCSTR GetModelName() 

네트워크

   int GetSystemNICInfo(CNICInfoList* nicInfoList) 

   CString GetOfficalIP () 

   int GetNetworkType()

  운영체제 : Windows 2000, XP, 2003

  데이터베이스 : MS SQL 2000

MS WindowsMS Windows

  운영체제 : Linux & Unix

  데이타베이스 : MySQL, PostgreSQL

Linux & UnixLinux & Unix

  운영체제 : Windows 98, ME, 2000, 2003

MS WindowsMS Windows

  운영체제 : Linux & Unix

Linux & UnixLinux & Unix

연락처

회  사 명  :   내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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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cod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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