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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홈 특집 

I. 서 론  

홈네트워크 기술은 Ethernet, HomePNA, RF 

(Radio Frequency), PLC(Power Line Communi-

cation) 등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과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말? 가전, 센서, 액추에이

터? 간의 통신 프로토콜 기술, 구성된 홈네트워크 

상에서 단말간의 상호 발견, 구성, 관리를 위한 미들

웨어 기술,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

는 서비스 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정 내외에 머물

고 있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댁내의 디바이스들을 

제어 및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홈오토메이션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

서 현재의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일부와 유사한 서비

스들이 실제로 많은 거주지에 적용되어 왔다. 국내

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해도 적잖은 홈오토메이션 

기술들이 선보이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지난 20여 년간 그리 넓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

며 진행되어온 홈오토메이션 기술들은 폐쇄회로 기

반의 빌트인 혹은 맞춤형 기술로서 개방형 구조를 

바탕으로 상호호환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1990년대 인터넷이 전세계에 보급되고, 접근 망 

기술 및 댁내 기기를 연결하는 홈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기간의 상호운용 및 호환성에 대한 관

심, 그리고 기기들의 구성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

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는 기기군별 

상호운용 및 호환을 위한 다양한 홈네트워크 표준들

이 등장하게 되었다. 홈오토메이션을 위한 표준인 

LonWorks[1], CEBus[2], 오디오/비디오를 위한 

HAVi[3], 소위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UPnP[4], 

Jini[5] 등 대상 기기의 구분이 비교적 모호한 형태

로 미들웨어 기술 표준과 단체들이 난립하였다. 또

한, 댁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동적으로 내려 받고, 관리하는 서비스 게이트웨이 

구조로서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6]가 제안되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인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다. 

2000년대 들면서 TCP/IP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저가의 칩이 시장에 등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를 IP 프로토콜이 수용하면서 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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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도 UPnP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갖

게 되었다. MS, Intel, HP 등 전세계 IT 업계를 선

도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하는 데 힘입

어 UPnP는 현재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7]의 기반이 되는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및 프로토콜로 선정되어 있다.  

본 논고에서는 상기한 기술적 흐름을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들의 기술과 동향, 향후 비전을 

기술한다. 또한, 최근 국내 및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통하여 향후 시장의 기술적 방향을 제고해 본다. 

II.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 동향  

본 장에서는 UPnP, HAVi, Jini, HnCP[8], 

LnCP[9], S3, LonWorks, OSGi 등의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에 대해서 기술한다. 대부분의 미들웨

어 기술 명은 각 기술의 표준화 기구 명과 동일하다. 

본 장에서는 각 미들웨어 표준 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기술한다. 

1. UPnP 

UPnP는 Mixed-Media Multi-Vendor 홈네트

워크 환경에서 운영체제, 언어 및 하드웨어에 독립

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999년 6월 마

이크로소프트, Intel, Compaq, 미쓰비시, 필립스, 소

니 등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PC 중심의 

가전기기 제어 소프트웨어로서 표준을 정의한 것이

다. UPnP는 TCP/IP, HTTP, GENA, SOAP, SSDP 

등 IETF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

으며, DA(Device Architecture), AVA(Audio Video 

Architecture), Security Architecture 등 3개의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7월 현재 UPnP AV 

1.0 스펙이 공개되었고, 조만간 UPnP AV 1.0 스펙

이 release 될 것으로 기대된다.  

DLNA 1.0[10] 스펙에서 UPnP DA와 AV를 기

본 프로토콜로 활용하면서 UPnP의 입지는 향후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의 De-Facto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취약한 시큐리티 문제와 더불어 

상기한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의 부담, non-IP로 구

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전 및 센서/액추에이터 네트

워크와의 연결 방법 등이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

아 있으며, 1.0 스펙이 6월에 발표된 DLNA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HAVi 

HAVi는 1998년, 전 세계 AV 시장의 70% 이상

을 점유하는 기업들, 즉 소니, 톰슨, 필립스, 도시바, 

샤프, 히타치 등 8개 가전기기 제조사가 중심이 되

어 다양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기기간의 상호운용

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제정을 위해 조직한 단체

로서, 1998년 11월 1.0 스펙을 발표하였고 2000년 

4월에 소니와 필립스사에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데모하였다. HAVi 기술은 IEEE1394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과 JVM을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TV를 

중심으로 홈엔터테인먼트 기기들을 구성 관리하는 

미들웨어이다. HAVi의 일부 기술은 DVB-MHP 

(Digital Video Broadcasting-Multimeida Home 

Platform)에 포함되고 있고, 미국 케이블 방송 표준

인 Open Cable에서 IEEE1394를 채택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는 면도 있으나, IP over 1394 기술이 

실제 필드에 적용되면서 IP를 기반으로 하는 UPnP 

미들웨어에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실제

로 초기의 8개 핵심멤버 중에서 소니 등 4개사가 탈

퇴하는 등 홈네트워크 표준으로서 다소 세를 잃어가

고 있다.  

3. Jini 

Jini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와 소

프트웨어 자원의 통합체를 구성하여 서비스와 자원

을 공유하고 사용자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네트워

크상의 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및 네트워크의 개

설, 갱신, 변경 작업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로

서 1998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사에서 발표한 분

산 환경의 홈네크워크 자원 공유 플랫폼이다. Jini 

기술은 현재 정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미들웨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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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OSGi의 기술적 기반

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 개념과 기술적인 우수

성에도 불구하고 JVM과 RMI(Remote Method 

Invoke)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고

사양의 컴퓨팅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가전기기에 적

용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많은 호응을 얻

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LonWorks 

빌딩/홈 오토메이션을 목적으로 전력선을 활용

한 저속 통신 기반의 미들웨어로서는 LonWorks, 

CEBus 등의 단체 표준 미들웨어가 관련 단체

(LonMark[11], CEBus 등)를 통해서 1990년대에 

이미 표준화되었다. 이 중 LonWorks는 미국 ANSI 

산하 EIA 709.1 표준으로 등록되었고 유럽, 미주, 

일본 등지에서 많은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빌딩 자

동화의 산업 표준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 

홈네트워크 서비스로의 진화를 위해 LonMark 등에

서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LonWorks 기술은 LonTalk이라고 하는 네트워

크 프로토콜과 디바이스 개발 프로그램 환경 등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Neuron 칩을 공급함으로써 

디바이스 개발자가 손쉽게 Lon 네트워크 프로그래

밍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NS라고 하는 윈도즈 운영체제 기반의 강력한 관

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자동화 서비스의 생성 및 관

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Lon-

Mark에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에 편향적으로 

구성된 LonWorks의 응용 표준에 백색 가전기기에 

적합한 표준을 추가하기 위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의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주도하고 있다.  

5. HnCP, LnCP, S3 

LonWorks, CEBus 등과 같은 홈오토메이션을 

위한 전력선 기반의 표준 프로토콜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질

적인 전력선 기기간의 상호 운용 및 호환에 관한 부

담이 없었고,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복

수 표준(LonWorks, CEBus)으로, 유럽의 경우 표

준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기술

의 발달과 함께 홈오토메이션 뿐만 아니라 가전제어

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토콜이 하나의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이질적인 프로토콜 기반의 기기들간의 

상호운용 및 호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LG 전자는 홈네트워크 가전 분야에 일찌감치 관

심을 가지고 자사의 가전을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가

전 제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관리, 제어, 모니

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개선

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의 ITRAN사에서 개발한 

핵심 칩을 내장하여 국내 플레넷사에서 개발한 전력

선 모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LnCP(Living net-

work Control Protocol)라고 하는 프로토콜 및 미

들웨어를 개발하여 자사의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

인지 등 다수의 가전을 원격 혹은 댁내의 다른 기기

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축 아파트에 빌트

인 형태로 보급하고 있는 단계이다. LnCP는 아직까

지 LG 자체 소유의 프로토콜로서 LG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경우 실행 이미지와 API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앞에서 기술한 미국 에쉴론사의 

LonWorks 기술을 기반으로 상위 가전 제어 프로토

콜을 개발하여 자사의 가전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빌트인 형태로 보급을 시작하고 있다. 

S3(S-cube)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LonTalk을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에서 자사의 가전간 명령

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

다. 또한, 삼성전자는 LonMark의 보드멤버로서 센

서와 액추에이터에 편향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위

구조를 가전에 적합한 형태로 가져가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12월 산자부 산하로 설립된 PLC 포럼코

리아에서는 가전을 포함한 국내 전력선 기기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2003년 6월에 HnCP(Home network Con-

trol Protocol)라는 전력선 기기간 상호운용 프로토

콜 및 미들웨어를 발표하였다. HnCP 는 LG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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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P를 모태로 개발된 전력선 홈네트워크 표준 프

로토콜로서, 멀티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가지며 

지원하는 전력선 기기들의 명령 셋을 함께 정의하고 

있다.  

III. 홈네트워크 표준화 동향  

지금까지 기술한 다양한 미들웨어 기술들은 홈네

트워크 기술의 이질성을 반증하며, 상호운용 및 호환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잠재하고 있다.  

현재 홈네트워크 관련 표준화는 802.15.x 계열

의 물리적인 통신 표준과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를 위한 기기간 상호운용 및 호환을 위한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및 국제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1. 국내 표준화 이슈 

셀룰러폰 및 ADSL의 가입자 수 등으로 IT 강국

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홈네트워

크 분야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삼성, LG 등 전세계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가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환경을 바탕

으로 홈네트워크에서 가전제어 분야의 전 세계 표준

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상호운

용성 관련 표준화 이슈는 전력선 가전 기기간의 호

환 문제와 이질적 미들웨어 기기간의 호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전력선 표준화 

정보통신부의 디지털홈 시범사업이 실행되는 시 

점에서 국내의 양대 가전사인 LG와 삼성의 가전기

기가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제어 및 모니터링 서비

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양사의 가전기기간 상호 운용 

및 호환성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저속 전력선 기술은 50~450kHz 대역을 사용하 

여 기존에 포설된 전력선을 통해서 기기간 통신을 

하는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50년 이상의 기간 동

안 연구가 진행되어온 기술이다. 

현재 미국의 Echelon사에서 제공하는 전력선 칩

과 이스라엘 ITRAN사에서 공급하는 칩이 양대 가

전 업체의 전력선기반 가전 기기에 각각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저속 전력선 칩이 

시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몇몇 중

소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전력선 기술이 다양한 형태

로 국내 홈오토메이션 시장에 잠입해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국내 환경은 방식이 다른 전력선 기기가 

같은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도 서로 이질적인 전력

선 통신 방식과 프로토콜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지원

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PLC 포럼 코리아에서는 기 발표한 HnCP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드라이브 하는 작업을 추진중

이며, TTA에서는 전력선 모뎀 수준의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나. 미들웨어 연동 표준 

All-IP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IPv6가 전세계 표

준으로 필드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우수한 가격대 성능 비를 갖춘 솔루션이 필

요하다. 현재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지만, 실제 시장과 필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

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것은 향후 몇 년간 IP 기반 기기와 non-IP 기반 기

기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홈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기들을 구성, 관리하는 이질적 

미들웨어가 공존할 것을 암시한다. 현재 IP 기반 미

들웨어의 De-Facto 표준인 UPnP와 전력선, 

IEEE1394, RF 등의 non-IP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미들웨어? HnCP, LnCP, S3, LonWorks 등?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UPnP를 중심으로 브리

지를 구성하는 연구로서 많은 연구기관 혹은 업체에

서 진행을 해왔다. LG는 LnCP 기기를 UPnP에 보

여주기 위해 UPnP-LnCP 브리지를 개발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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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고, Echelon사에서는 UPnP-LonWorks 브

리지를 개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ETRI에서는 UPnP 중심의 비 표준의 미들웨어

브리지를 지양하고, 다양한 미들웨어에게 동등한 역

할과 구조를 통해서 브리지를 제작할 수 있는 가이

드를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홈네트워크 

미들웨어에 대한 확장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2. 국제 표준화 동향 

홈네트워크 관련 국제적인 표준화의 움직임은 엔

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기기의 상호 운용 및 호환 문

제, 서비스 게이트웨이 표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DLNA 

DLNA는 홈네트워크 상호운용 프레임워크의 제

공을 목적으로 DHWG(Digital Home Working 

Group)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6월에 결성된 표준 

단체이다. 2004년 8월 현재 8개의 BoD(Board of 

Director) 멤버들, 즉 HP, Intel, Microsoft, Nokia, 

Panasonic, Philips, 삼성, Sony를 중심으로 1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5개의 위원회

(committee), 6개의 subcommittee로 구성되어 있

으며 조직도는 (그림 1)과 같다.  

2004년 7월에 발표된 DLNA interoperability 

guideline 1.0 스펙에서는 네트워킹, 디바이스 발견 

및 제어, 미디어 관리, 미디어 포맷, 미디어 전송 등

에 관해서 상호운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

다. DLNA에서는 네트워킹과 연결성을 위해서 IP를 

기본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DLNA 정의 디바이스(Digital Media Player: DMP, 

Digital Media Server: DMS)에 대해서 네트워크 

연결성을 위해 Ethernet 혹은 WLAN(802.11a/b/g), 

ARP, IPv4, TCP, UDP, ICMP 등의 프로토콜을 지

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디바이스 발견과 제어에 

대한 상호운용을 위해서는 SSDP, GENA, SOAP를 

기반으로 하는 UPnP DA를 권고하고 있으며, 미디

어 콘텐츠 관리를 위한 상호운용 프로토콜로는 

UPnP AV를 채택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포맷에 

관해서는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로 구분해서 포맷

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디어 전송을 위한 상호운용 

프로토콜은 HTTP 1.0 이다(<표 1> 참조).  

살펴본 바에 의하면, DLNA1.0 에서 추구하는 상

호운용 및 호환의 범위는 IP를 기반으로 하는 오디

오/비디오 디바이스와 각 디바이스가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HNv2의 주제로 DLNA UCS-TF에 제안되

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콘텐츠 공유 및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미디어 전송 프로토

콜로서 RTSP/RTP, QoS 이슈 등이 있다. DLNA 

2.0 스펙에서는 미디어 관련 상호운용성의 보다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레임워크가 제안될 것으로 기

대된다. 

나. OSGi 

OSGi는 1999년에 개방형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Legal 
Committee 

Use Case 
Subcommittee 

Certification & 
Logo 

Subcommittee 

HNv1 
Subcommittee 

Compliance 
Test 

Subcommittee 

Mobile/Handheld 
Subcommittee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gency 

HNv1 
Sub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Ecosystem 
Committee 

Interoperability 
& Compliance 

Committee 

Marketing PR 
Committee 

(그림 1) DLNA 조직도 

 
<표 1> DLNA 미디어 포맷 

Media class Required format 

Imaging JPEG, PNG 

Audio LPCM 

Video MPE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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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표준단체이

다. 개방형 서비스 게이트웨이란 전 세계적으로 퍼

져있는 컴퓨터 위주의 인터넷을 가전, 조명, 계량기 

등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와 설비까지 연결시켜 

일반 가정을 인터넷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주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해주는 기기이다. OSGi의 조직

은 이사진인 BoD, 6개의 전문가 그룹, 2개의 활동 

위원회, 2개의 IG(Interesting Group), 그리고 TSC 

(Technical Steering Committee)로 구성된다. 

2000년 5월 1.0 스펙을 시작으로 2003년 5월 

3.0 스펙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Sun, 

Ericsson, Echelon, IBM, Nokia 등 초기 60여 개 

회원사에서 현재 9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활

동중이다. OSGi의 가장 큰 단점의 하나인 Java 지

향적인 플랫폼 구조는 최근 C#과 같은 다른 플랫폼 

지원을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이 진행중이다. 실례로, Java Expert Group을 

Core Platform Expert로  변경하여 Java와의 연관

성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Java에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저 사양의 홈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자바 가상 머신의 부담을 갖는 OSGi를 내

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동적인 서비스 설치 및 실행 등 개념적

으로 접근되어 있는 OSGi의 서비스 관리 방식과 홈

네트워크의 시장구조 및 현실적인 서비스 관리 방식

간의 괴리 등도 OSGi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이

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망에 존재하는 서

비스 표준과 홈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서비스 표준

들의 복잡한 연결관계를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OSGi의 개념은 향후에도 꼭 필요한 기술적 요소임

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향후 OSGi의 활동과 방향 

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IV. 결 론  

본 고에서는 홈네트워크에서 미들웨어 분야의 기

술 동향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홈네트워크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만 가구 수준의 ADSL 

보급과 3,000만 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로 대표

되는 IT 인프라, 삼성, LG, 대우 등 세계 가전 시장

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전사 보유 등은 한

국이 홈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환

경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기한 가전사들을 포함한 소수의 국내 업

체와 연구소가 UPnP, DLNA 등 표준 단체의 일원

으로 활동하면서 홈네트워크의 세계 표준 활동에 동

참하고 있다. 향후, 홈네트워크 표준 활동을 통해 국

가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아

이디어 제시와 IPR 확보, 국내 홈네트워크 환경의 

특성을 살린 표준 유도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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