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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홈 특집 

I. 개 요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러 대의 PC를 보유하는 가정의 확산 및 인

터넷 정보가전기기의 등장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네트워크의 디지털화와 광대역화로의 변혁

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보망의 디지털화는

초기 기간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액세스망에

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

제 홈네트워크로 확산되고 있다[1]. 

홈네트워크 기술은 집안의 가전기기 및 시스템을

상호 또는 외부 인터넷상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각

각의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근과 제어가 가

능하고, 음악, 비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현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인 홈게이트웨이는 유ㆍ무선의 액세스망과 댁

내망을 연결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또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댁내 자원의 

공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오락, 교육, 진료 등의 각

종 부가서비스, 휴대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원격 자

동제어, 홈시큐리티 기능 등이 포함되며, 가정 내에 

설치가 쉽고, 관리가 용이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및 보안성을 제공한다. 

홈게이트웨이는 액세스망과 홈네트워크를 연결하

기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정합 기술, 사용자의 편의

성 제공을 위한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가정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ㆍ무선 홈네트워크 기술이 통

합된 기술로서, 여러 표준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표준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세계 각국은 이들 표준단체들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상

호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증진을 도모하고, 세계시장

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홈게이트웨이 제품의 시장 출시 동

향과 국내외 주요 표준화 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의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II. 홈게이트웨이 제품 동향 

1. 주요 제품 군 

일반적으로 홈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접속을 주  

홈게이트웨이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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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산업은 최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범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9대 신성장동
력에 포함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홈네트워크 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기

술인 홈게이트웨이 기술은 액세스망과 댁내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접속을 주 기능으로 하여 네트워크 
주소관리,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변환, 음성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가정 내의 모든 정보
가전기기가 유ㆍ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홈
게이트웨이 제품 및 관련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상호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을 선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홈게이트웨이 제품 동향과 국내외 주요 표준화 단체의 최근 표준화 진행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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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하여 네트워크 주소관리,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변환, 음성 서비스 기능 등을 제공하는 장

치인 반면에 홈서버는 PVR, 웹서버, 비디오 디코딩 

및 캐싱 기능 등과 같은 응용 미디어 저장장치로 분

류된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제공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

비자들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

함에 따라 홈게이트웨이와 홈서버간의 기술영역이 

중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시장에 출시되어 시장을 선

점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제품들은 홈게이트웨이 

전용 혹은 홈서버 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공하는 기능과 플랫폼(하드웨어/소프

트웨어)에 따라 Home Gateway, Home Server, 

IPTV Gateway, Router, ADSL Gateway, Cable 

Gateway, Software Platform 등의 다양한 이름으

로 출시되고 있다.  

<표 1>은 현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홈게

이트웨이 제품 군이고, <표 2> 와 <표 3>은 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분에 따른 홈서버 제품

의 출시 동향을 나타낸다[2],[3]. 

2. 기능별 분류 

가. Telemetry/Control Gateways 

초기의 홈게이트웨이 형태는 원격 측정을 바탕으

로 한 게이트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원격지에서 가

정에서 소비된 에너지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구

현되었으며,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진화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나 

가전 사업자들은 가정 내의 기기들을 원격에서 제어

하고,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인터넷에 연

결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Coactive Networks와 같은 홈게이트웨이/홈

서버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전기, 수도 

및 가스 등의 유틸리티 사업분야를 홈게이트웨이의 

첫 사업 모델영역으로, 그리고 통신 분야를 그 다음 

사업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

능을 갖는 홈게이트웨이는 저렴한 가격과 저속의 제

어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4]. 

나. Two-Box Broadband Access Gateways 

기본적인 액세스망 접속을 통해 인터넷을 가정의 

홈네트워크 장치들로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로서 

홈게이트웨이의 대규모 시장 솔루션이라 할 수 있

다.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더넷을 통해 액세스

망을 연결하는 형태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런 

형태를 갖는 제품으로는 Compaq사의 iPAQ Con-

nection Point가 있다. 

다. Broadband Access Data Gateways   

이 게이트웨이는 two-box 솔루션과 기능면에서 

유사하지만 디지털 모뎀 접속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디지털 모뎀과 달리 인터넷 공유, 

<표 1> 홈게이트웨이 제품 군 

공급자 제품 명 

2Wire � HomePotal 1100 

� BEFN2PS4 
Linksys 

� WRT54G 

Buffalo � AirStation WBR-G54 

Motorola � SBG1000 

Netgear � DG834 

Netopia � Cayman 3547W 

 
<표 2> 홈서버 제품 군(하드웨어 플랫폼) 

공급자 제품 명 

S.A � Explorer 4200HD  

� Digital IPTV420 
Pace Micro 

� Digital IPTV442 

� Connector 1000 Series 
Coactive 

� Connector 2000 Series 

Everex � IntelliWAY-iLAN 

SonicBlue � Replay5500 

<표 3> 홈서버 제품 군(소프트웨어 플랫폼) 

공급자 제품 명 

Jungo RG � OpenRG 

Prosyst � mBedded Server 5.2 

Wind River � Tor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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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나 방화벽과 같은 보안 정책 및 프로토콜 변환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CPE 관계 등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에 확산되기엔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홈게이트웨이 업체

들과 함께 가격과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

력하고 있다. 2Wire사의 HomePortal 1500과 같은 

장치들은 기본적인 방화벽 기능과 Home LAN 접속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라. Voice/Data Gateways   

이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음성 및 데이터 네

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음성 트래픽을 가정으

로 전달하고, 보안 서비스, 프로토콜 변환기능, 음성 

Home PBX 기능 및 스트리밍 비디오 전송 기능 등

이 있다. VoDSL 시장에서의 Integrated Access 

Devices(IADs)나 Arris Interactive사의 케이블 텔

레포니 게이트웨이가 그 예이다. 

마. Integrated Services Gateways(ISG)   

이 게이트웨이는 최종단계의 홈게이트웨이 형태

로서 궁극적으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의 통합형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액세스망으로부터 대역폭과 

QoS 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에 접속된 이종의 기기

간에 지능적인 프로토콜 변환 및 동적인 우선권을 

지정한다. 또한 원격으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홈게이

트웨이를 관리, 진단 및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가

진다. 이 기능은 홈게이트웨이 표준단체인 OSGi가 

바라보는 목표와 유사하다. ISG의 예로 World Wide 

Packets Subscriber Distribution Unit(SDU)이 있으

며, 이는 VoIP 기능과 QoS, CoS를 지원하고, 또 원격 

제어 능력과 고속의 WAN과 LAN 접속기능을 가지고 

있다. 

III. 국외 표준화 동향   

1. OSGi 

OSGi(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는 장 

비, OEM사들과 서비스 제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 표준화된 API들을 개발하고 SUN의 자바기술에 

기초한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OSGi는 (그림 1)과 같이 홈게이트웨이의 물리

적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과 OS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이에 서비스 전달 플랫폼을 구성하고, OSGi 프레

임워크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제정중에 있다.  

OSGi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홈게이트웨이가 

SOHO(Small Office Home Office)/ROBO(Remote 

Office Branch Office)나 가정에서 서비스 배포, 통

합 그리고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환경에서도 

서비스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end-to-end 솔루션

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 5월에 서비스 요구사항 규격인 OSGi 

Spec Ver.1.0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Ver.1.0에서 정의된 서비스 번들의 간소화와 사용

자 관리,  패키지 관리, 퍼미션 관리, 구성 관리, 선호

도 관리와 같은 기능을 추가한 Ver.2.0을 발표하였

으며, 2003년 3월에 시작레벨 관리, Jini 서비스, 

UPnP 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SOHO용 홈게이트웨

이뿐만 아니라 차량용 게이트웨이 지원을 위한 서비

스가 추가된 Ver.3.0을 발표하였다. 

2. CableHome  

CableHome은 북미 및 남미의 케이블 회사로 구 

 

Client 

OSGi Framework 

Open Services Gateway 
Service  
Provider 

Wide Area Network 

Gateway Operator 

Local Network 
Devices 

Client Service 1 Service 2 Device 

Service 
Management 

System 

Standardized 
OSGiAPI 

(그림 1) OSGi 프레임워크 및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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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산업 단체인 CableLabs가 추진중인 표준으로, 

케이블 기반의 서비스들을 홈네트워크 환경으로 확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케이블 오퍼레이터가 

DOCSIS, PacketCable, OpenCable 플랫폼의 특성

을 홈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

방형 상호운용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2002년 4월에 발표된 CableHome Ver.1.0은 

(그림 2)와 같은 논리적 참조모델을 갖고 홈게이트

웨이에 대해서 케이블 오퍼레이터 기반의 관리, 공

급, QoS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댁내 장치들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 및 원격 진단이 가능하다. 

CableHome Ver.1.0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능은 크

게 관리 및 공급기능, 어드레싱 및 패킷 처리 기능, 

QoS 기능, 보안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관리 및 공급 

기능은 홈게이트웨이 관리 프록시 기능, 홈게이트웨

이 장치들에 대한 공급 핸드오프 기능이 있고, 어드

레싱 및 패킷 처리 기능에는 댁내 장치들을 위한 일

대다 주소 변환 기능, 홈게이트웨이 내의 단순 DNS 

서버기능 등이 포함되며, QoS 기능에서는 Packet-

Cable 호환 응용들과 PacketCable QoS 제공을 위

한 홈게이트웨이 장치의 투명한 브리징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보안기능에는 홈게이트웨이 장치 

인증 기능, 암호화된 홈게이트웨이 관리 메시지 기

능, 설정 정보 미 소프트웨어 파일에 대한 암호화된 

다운로드 기능, HFC 링크 상의 암호화된 QoS 기능, 

원격 홈게이트웨이 파이어월 관리 기능 등이 정의되

어 있다. 

3. TIA TR-41.5  

TIA(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R-41.5는 다른 종류의 WAN과 Home LAN 기술

들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물리계층의 규격 제정을 

목표로, 북미의 멀티미디어 빌딩 분배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TIA TR-41.5의 목표는 

홈게이트웨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서비

스 분배에 대한 표준인 TIA/EIA/TSB-100 문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은 서로 다른 

홈네트워크 기술간에 통신을 위한 홈게이트웨이 프

로토콜이 될 것이다.  

TIA TR-41.5에서는 1995년에 GTE, Reltec, 

Telcordia 등을 중심으로 RG 그룹이라는 단체를 설

립하였으나, 액세스망 기술의 발전과 계속 진화하는

여러 주변 기술들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달라지면서 

1999년 말에서야 그들의 1차 드래프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단체에서는 표준 홈게이트웨이 구조의 

기초가 될 설계 원칙을 정함으로써 홈게이트웨이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정하였다. 
 

- 지원해야 할 물리적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인

터페이스 

- 게이트웨이가 제공해야 할 소프트웨어 기능 

- 물리적 게이트웨이에 대한 하드웨어 설계 원칙 
 
1999년 12월에 발표된 TSB-110: Residential 

Gateway는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북미 정식표준

으로 규격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   

4. ISO/IEC JTC1 SC25 WG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

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JTC(Joint Technology Committee 1)/SC 

25(SubCommittee 25) WG1(Working Group 1)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정보기

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하여 구성된 공동

기술위원회로 ISO, IEC간 정보기술분야의 상호 협

력적인 국제 표준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표준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TIA TR-41.5 보다 좀 더 국제적

으로 초점을 맞추어, 홈게이트웨이의 명세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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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bleHome 1.0 논리적 참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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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단체에

서는 소프트웨어 스택(stack) 스펙을 “HomeGate”
스펙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다루는 홈게이트웨이를 

홈게이트(HomeGate)로 명명하고 있다. 

OSGi가 API 수준에서 상위 레벨 상호운용성을 

다루는 데 비해, 홈게이트는 게이트웨이 내에 LAN 

통신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관리를 수용하는 것을 다

루고 있다.  

WG1에서는 홈게이트웨이의 컴포넌트에 대한 정

의를 목적으로 하며, WG1에 정의된 홈게이트웨이

의 구성 요소로는 WGI(WAN Gateway Interface), 

HGIP(HomeGate Internal Protocol) 및 LGI(LAN 

Gateway Interface)가 있다. 여기서 HGIP란 용어

는 RGIP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WGI는 특정한 WAN 인터페이스 모듈, 신호가 

WAN을 통해 전송될 수 있게 변환되었는지를 보증

해주는 프로토콜 변환 처리 모듈, 그리고 HGIP와의 

인터페이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LGI도 WGI와 유

사하게 특정한 LAN 인터페이스 모듈, 신호가 WAN

을 통해 전송될 수 있게 변환되었는지를 보증해주는 

프로토콜 변환 처리 모듈, 그리고 HGIP와의 인터페

이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HGIP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 HGIP로의 공유 인터페이스 

- WGI와 LGI 모듈간 데이터를 라우팅 시킬 수 있

는 기능 

- HGIP와 그와 연계된 모듈들의 활동을 관리하

는 프로세서들 

- 보안 정책 

- 함수들을 가져올 표준 프로토콜 

- HGIP를 동작하기 위한 표준함수 

5. FS-VDSL  

FS-VDSL(Full Service-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은 영상(video), 데이터

(data), 음성(voice)을 포괄하는 full service 제공을 

목표로 하여 그에 따른 장비 기능규격, 망 구조, 프

로토콜을 정의하는 FSAN의 SubCommittee이다. 

ITU-T SG16의 FS-VDSL Focus Group에서 

2002년 6월 FS-VDSL Committee 규격을 발표하

였으며, ITU-T SG16 Focus Group 권고안은 

2003년 5월 발표되었다. 이 권고안에서는 특히 망 

구조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데, 코어망(백본망)의 경

우 특정망으로 제한하지 않은 자유로운 망의 적용을 

권고하였고, 액세스망은 ATM 방식, 동선 구간은 

VDSL 방식, 그리고 홈네트워크는 이더넷 기반의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6. CEA  

CEA(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는 홈네트워크 및 정보가전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화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CEA의 홈네트워크 관

련한 주요 규격으로는 EIA/CEA-851: VHN Home 

Network Specification, CEA-775-A: DTV 1394 

Interface Specification, CEA-775.1: Web En-

hanced DTV 1394 Interface Specification, 

CEA-851.1: IP-Based Digital Telephony for 

the Versatile Home Network, CEA-851.2: Se-

curity Services for the Versatile Home Net-

work 등이 있다. 

7. DLNA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는 

2003년 6월 구성된 DHWG(Digital Home Work-

ing Group) 컨소시엄의 바뀐 이름이다. 이 단체는 

기기들의 상호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상호호환성 권고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인텔, 
 

JPEG, LPCM, MPEG2 

UPnP AV 1.0 

UPnP Device Architecture 1.0 

HTTP 1.0/1.1 

IPv4 Protocol Suite 

Wired: 802.3i, 802.3u 
Wireless: 802.11a/b/g 

(그림 3) DLNA 상호호환성 권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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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S 등 약 130멤버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04

년 6월 HNv1.0을 발표하였으며, 표준의 주 내용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포맷 정의, PVR,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의 콘텐츠 공유에 초점

이 맞춰 있는 것이 특징이다. 

IV. 국내 표준화 동향 

국내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면, 홈게이트웨이, 미

들웨어, 어드레싱, 가정내 배선, 유선 홈네트워크 기

술,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 광홈네트워크 기술 등 여

러 분야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 중 홈게이트웨이 분야는 2000년 5월에 한국

정보통신산업협회 내에 인터넷정보가전 표준포럼을

결성하여 그 산하에 홈게이트웨이 표준분과위원회

를 설립하였고, 7월부터 본격적인 표준활동을 시작

하였다. 홈게이트웨이 표준분과위원회에서는 홈게

이트웨이의 국제 표준 동향 분석, 요구사항 및 인터

페이스 등 홈게이트웨이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국

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액세스망 인터페이스로는 ADSL 접속을 위한 TP  

(Twist Pair), Fast Ethernet 접속을 위한 UTP 수

용을 권고하였으며, 홈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는 

HomePNA 2.0 및 Fast Ethernet 접속 권고를 중요 

내용으로 하는 홈게이트웨이 1차 국내 표준안이 

2001년 12월에 TTA 권고 표준이 되었다. 이 표준

의 참조모델은 백본망(backbone network)으로 

HomePNA 2.0 이상과 Ethernet(10/100Base-T)

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홈네트워크 백본 인터

페이스를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 내의 기기를 지원하

기 위해 홈브라우터(Home Device Bridge/Routing: 

HBR)를 두고 홈 서브네트워크를 IEEE1394, PLC, 

Wireless 등으로 정의하였다. 액세스 네트워크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xDSL 기술을 수

용하는 구조로 정의하였다. 그 주 내용으로는 댁내외 

인터페이스를 이더넷 및 xDSL, 그리고 HomePNA 

2.0으로 정의하였고, 소프트웨어 프로토콜로는 브

리징, RIP와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

며, SNMP와 같은 망관리 프로토콜 및 보안 기능을 

담고 있다[4]. 

가정 내의 정보 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ㆍ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

되는 미래 가정환경인 디지털홈을 구성하는 핵심 기

술인 홈게이트웨이는 점차 기술의 발전과 통신과 방

송이 융합되는 추세에 따라 통신ㆍ방송 융합형 멀티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여 

통신ㆍ방송 융합형 홈게이트웨이가 출현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2004년 현재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에서는 가정 외부의 FTTH(Fiber To 

The Home) 액세스망을 포함하는 광대역 가입자망

과 가정 내부의 다양한 댁내망을 정합하며, 외부의 

통신ㆍ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가정 내부

의 정보가전기기에 전달하고, 가정 내부의 다양한 

정보가전기기간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통신ㆍ방송 

융합형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국내 표준과 통신ㆍ방

송 융합형 홈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외부 접속 인터페

이스와 내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댁내 또는 댁외

의 접속 장치 혹은 기능에 대해 상호운용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항목 및 절차를 정의한 상호운용

성 시험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상정하기 위한 작업

을 진행중에 있다.   

홈게이트웨이 관련한 국내 주요 표준화 단체로는 

2003년 8월에 창립된 홈네트워크 포럼이 있으며, 

이 단체에서는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국가 표준화 정

책 방향의 제시, 최신 표준 기술 정보의 입수 및 보

급, 국제 관련 표준 기구의 포럼 활동 참가 지원 및 

공동 대응, 분야별 기술 표준 및 기술문서의 제정 등

을 수행하고 있다[5]. 

또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성을 높이고, 제

품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기술 

및 기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V. 결 언 

홈네트워크 산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궁극적

인 결과라 할 수 있고, 국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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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 분야이며,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문화의 확산 

및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

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1마

일(last 1mile)”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홈네트워크는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표

준기술과 표준모델의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홈게이트웨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국제표준과 규격들이 존재하

며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규격들도 많다. 이와 같은

다양한 표준들에 대해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

한 수용 및 응용 활동과 더불어 선도할 수 있는 표준

화 기술의 발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홈게이트웨이의 경우는 홈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로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상호운용성  

 

 

 

 

 

 

 

 

 

 

 

 

 

 

 

 

 

 

 

 

 

을 고려한 표준모델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국내규격

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국제표준 및 국제시장에서 

국산제품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

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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