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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기술은 가정 내의 모든 정보 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
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홈을 구성하
는 핵심요소이다. 본 논문은 제 II, III장에서 홈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사업전망을 살펴
보고 제 IV장에서 홈네트워크와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 간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홈서
버/게이트웨이의 세부 기능 및 기술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제 V장에서 홈네트워크 서
비스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지능형 서비스의 형태로 홈네트워크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활용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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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홈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사업전

홈네트워킹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정보 가전기기

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홈네트워크 서버(HS/

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통신이 가능하도

HG)의 기술 동향을 살펴본 후 다양한 홈 디지털 서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네트워킹 기술, 정

비스(HDS; 디지털홈에서 제공되는 개인의 삶을 풍

보 가전기기, 응용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함께 급속

요롭게 하는 서비스)[1]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히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백색가전이나 각종 가스,

홈네트워크 서버의 모형과 미래형 서비스 시나리오

전력계 센서류, 전등과 같이 홈네트워크에 바로 연

를 결합하여 차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결론을 맺

결시킬 수 없는 기기들을 전력선(PLC) 기반 홈서버

는다.

를 통해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선
홈네트워크 뿐만 하니라 다양한 유무선 인터페이스

Ⅱ. 홈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AV, 데이터, 제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기술이다.
이러한 홈네트워크 기술의 발전배경은 기존 IT 산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외

업의 이용형태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기인하며

부 액세스망과 홈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홈서버/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 광대역 네트워크 및 인터넷

홈게이트웨이 기술, 사용자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정보가전의 발달로 인하여 다가올 유비쿼터스 환경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가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위한 다양한 유무선 홈네트워크 기술 표준 등을 포

콘텐츠 및 솔루션

외부의 서비스
네트워크 환경

가정 내의
홈네트워크 환경

엔터테인먼트
HomePNA
즐거운 삶
공공행정

Ethernet
서비스전달망
SDN/CDN
IEEE1394

원격의료
Satellite
CATV

홈게이트웨이
홈서버
xDSL
OPTIC

무선

편리한 삶

경제적 삶

원격교육
전력선
안전한 삶
원격검침

Storage

콘텐츠/서비스/
유틸리티 사업자

통신/방송 사업자
가전/건설/솔루션 사업자

(그림 1) 디지털 홈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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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네트워크

함한다.
(그림 1)에서 보듯 외부망은 서비스 관련 콘텐츠

디지털 홈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능이 부

및 솔루션을 포함하고 댁내망은 홈서버/게이트웨이

가된 TV, 오디오 시스템, 인터넷 냉장고, 보안 시스

를 경계로 다양한 가전기기들의 상호연동으로 이루

템, 프린터, 팩스, 휴대폰, PDA 등 광범위하고 다양

어진다. 홈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관련 정보

한 기능의 정보 가전기기들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흐름의 관점에서 홈네트워크를 재 분류하면 홈네트

홈네트워크 기술, 즉 IP/Non-IP 통합 프로토콜 등이

워크와 외부 서비스 네트워크(외부망) 및 이를 연결

필요하며 이 기술은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분류된다.

하는 홈서버/게이트웨이로 나눌 수 있다. 각 구성요

유선형태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Ethernet, Home-

소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2].

PNA, PLC, IEEE1394, USB, 이더넷 등 다양한 기
술이 존재하며, 무선형태로는 Bluetooth, IEEE

1. 외부의 서비스 네트워크

802.11 WLAN, HomeRF, IrDA, UWB 및 무선
1394 등의 기술이 있다[3]. 이러한 유무선 형태의

서비스를 가정까지 전달해 주기 위한 외부의 네

전송 기술들은 홈네트워크 모델[4]의 물리계층

트워크는 콘텐츠, 서비스 전달 및 관리를 보장해 주

(physical layer)에 적용된다((그림 2) 참조).

는 전달망으로 인터넷망, 이동망, 방송망, 케이블

또한 유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들은 <표 1>에서

TV 망, 위성망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홈 디지털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분화된 특성들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처리하고 분배 및 관리해주는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5]. 특히 최근

부분으로 콘텐츠/서비스 공급자와 댁내 사용자간의

에는 표준화에 따른 UWB나 무선 1394를 이용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다.

댁내 가전 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Home Network

Residential
Gateway
OSGi

New Applications(VoIP, VoDSL, IA)
HA

Firewall
DHCP
Web
(XML, HTML)
Proxy
DNS
NAT/ALG
OS/RTOS
NMS
Bridge
HPNA-USB
HPNA-IEEE1394
WLAN-USB
WLAN-1394

HAVi

JINI

UPnP

Session(HTTP, FTP, POP, RTP)
Transport(TCP, LIDP)
Network(IPv4, IPv6)
Data Link Layer(LLC, PPP)

IEC 61883

PLC

IEEE1394
VESA
1394a, 1394b

USB

HomeRF

USB 1.0,
1.1, 2.0

SWAP 1.0

(그림 2) 홈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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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Bluetooth
Bluetooth 1.0
802.11(WLAN)

WPAN
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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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홈네트워크 기술별 비교

유선

무선

종류

표준

전송속도

최대전송거리

HomePNA

HomePNA v2.0

1~2/10Mbps

150m

USB

USB v1.1

12Mbps

30m

Ethernet

IEEE802.3

10/100Mbps, 1Gbps

100m(UTP)

IEEE1394

IEEE1394

100~400Mbps

72m

전력선

-

1~2Mbps

100m

Bluetooth

Bluetooth v1.0

720kbps

10m

HomeRF

SWAP v1.2

1~2Mbps

50m

IrDA

IrDA v1.3

최대 4Mbps

1m

무선 LAN

IEEE802.11

5.5~11Mbps

50m

3. 홈서버(HS)/홈게이트웨이(HG)
외부 액세스망과 홈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홈
서버/게이트웨이는 핵심적인 홈네트워크 구성 요소

로드맵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먼저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이다.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 모델에서 살펴본 바

홈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가전/통신/건설 업체로 나

와 같이 여러 가지 유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들 중 하

누어져 각자 부분에 맞게 가전제어 및 보안서비스

나 이상의 댁내망 기술과 xDSL, 케이블, 광 전송장

등을 위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였으며 관련업체들

치 및 위성 등 하나 이상의 액세스망 기술을 상호 접

은 자사 제품의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다. <표 2>

속하거나 중계하고 그 상위 계층에 미들웨어 기술을

는 국내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따른 업체별 홈네트

부가함으로써 가정의 사용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

워크 브랜드 및 서비스를 보여준다.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장치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존재하며

반면 홈서버는 가정내 홈네트워킹 시스템을 가능

차세대 기술을 가진 중소업체들도 다양하다. 디지털

하게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기기로 유무선 통합, 음

홈네트의 모바일용 고성능 smart-chip COS, 머큐

성 데이터 통합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여

리의 IP 셋톱박스, 무선센서를 이용한 비경시스템의

비디오, 전화, 웹, 전자우편, 팩스 등 가정에 있는 각
종 미디어의 정보들을 저장, 통합, 분배하는 홈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중추 시스템이다.

<표 2> 국내 업체별 홈네트워크 브랜드 및 서비스
업체

가정의 모든 정보가전 기기들은 홈네트워크를 통
해 홈서버에 연결되고 이 정보가전기기들간 연동, 개

가전

홈네트워크 브랜드
삼성전자 홈비타(HomeVita)
LG 전자 홈넷(HomeNet)

별 기기의 상태관리 및 제어 관련 서비스는 홈서버를
통해 제공된다.

Ⅲ. 홈네트워크 사업전망
국내에서 진행중인 홈네트워크 사업전망은 정보
통신부가 추진중인 홈네트워크 시범사업과 기술진화

서울통신기술 이지온(EasyOn)
KT 홈엔(HomeN)
통신
SKT 홈케어(HomeCare)
현대통신 이마주(IMAJU)
현대산업개발 베스틴
(iHN-1000)
건설
동문건설(르네트)
쌍용건설 스윙닷홈

서비스
홈 엔터테인먼트
홈 시큐리티
PC 네트워크 서비스
홈 오토메이션
양방향 TV
TV 포털 서비스
휴대폰을 통한 가전제어
음성인식 시스템
홈 뷰어, 보안 시스템
월패드
단지관리 시스템
CCTV 시스템
원격검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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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응형 QoS 제공기술
홈
네
트
워
크

2004

2008

  Cross-layer 에너지자원정보 기반

 z VDSL(54Mbps)
  HFC(DOCSIS)

Development

2009

2010

2011

2012

 z 액세스망과 400Mbps급 유무선인프라 QoS 제공기술
 z IPv6 Ocean-IPv4 Island

 z WPAN 기반 ad hoc 네트워크

  FTTH(EPON 155Mbps)

Research

2007

 z IPv4 Ocean-IPv6 Island

에너지 인지 기반
자원 관리

액세스망

2006

 z 54Mbps급 무선 QoS 기술  z QoS 재협상 기술

IPv6
Ad hoc 네트워크

진
화
기
술

2005

 z 센서네트워크 기반 pervasive 컴퓨팅환경
 z 에너지자원정보 기반 & 최적화된 저전력프로토콜 기반

  FTTH(EPON 1Gbps)

  FTTH(EPON 2.5Gbps)

 z Ethernet based VDSL
  Extended HFC(100Mbps)

Standard

Outsourcing

  Extended HFC(1Gbps)

고→저
기술적 Priority  
실현 Probability z  {

(그림 3) 홈네트워크 진화기술 로드맵

홈 시큐리티 시스템(l-zen), 사이텍 시스템의 IP 지

1. 홈게이트웨이(HG) 기술 동향

상파통합 STB, iCROSS 테크놀로지와 에스넷 시스
템의 홈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업체들이 기존 홈 오
토메이션에서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홈게이트웨이의 국내 기술개발 동향은 5가
지 대내외적 요소에 기인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외부 액세스망이 점진적인 변화를 수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즉, 가입자망의 고속화로 인하여

2. 홈네트워크 기술로드맵

초기에는 기존 전화 선로에 xDSL 기술을 이용하여
가입자망의 고속화를 추진하였고, 점진적으로 집단

지금까지 살펴본 홈네트워크 기술 및 유비쿼터스

거주지를 대상으로 광 케이블화를 추진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정보통신부의 광주 FTTH 광 시범사업이 이를 반영

해서 고려되어야 될 기술들은 QoS, IPv6 등과 기존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액세스망의 고도화를 위주로 (그림 3)과 같이 발전
될 전망이다[6].
특히 정부의 FTTH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마다
광모듈을 탑재한 홈게이트웨이/홈서버의 고속 통신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내부 가전 제어를 위한 PLC 방식은 업체마
다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홈게이트웨이의 표준화된
모델 개발이 곤란하고, 일반인의 가전기기 선택의
폭을 제한하므로 PLC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중이며 삼성의 LonWorks과 LG의 LnCP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Ⅳ. 홈네트워크 서버 기술 동향

둘째,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홈네트워킹을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는 ADSL, 케이블 모뎀(DOCSIS)1),

앞서 살펴본 다양한 홈네트워크 기술/서비스를

HomePNA 등을 이용하여 집단 거주지(아파트 등)

바탕으로 국내외 홈네트워크 서버의 기술 동향을 살

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펴보고 차세대 홈네트워크 서버가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을 본 장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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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액세스망의 고속화 기술은

으로 하며 광통신 모듈(EPON)을 탑재하는 등 액세

홈게이트웨이 개발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예를

스망과의 고속화를 추진하였다. 부가적으로 홈 오토

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FTTH

메이션과의 융합형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

홈게이트웨이의 세부 시스템사양 및 서비스를 살펴

넷전화 및 IPsec VPN 기반 보안서비스를 추가적으

보면 <표 3>과 같다.

로 제공해 주고 있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게이트웨이는

셋째,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국책연구사업 추진

댁내 및 외부망과의 연동을 위한 중계 역할을 기본

은 I-TV 및 D-TV용 실시간 OS 개발, 멀티미디어
인터넷 가전제품용 embedded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을 가속화하였고, 이는 정보 가전 산업뿐만 아니라

<표 3> FTTH 홈게이트웨이 기본스펙 및 서비스
Processor

통신/방송 등 다분야에 걸쳐 국내 기술의 확보를 지

CPU 533MHz/Embedded Linux 2.4.20

Network
Interface

- 1Gbps EPON(802.3ah)
- Bigabit Ethernet(1000base-T,X)
- Fast Ethernet, VDSL

Home
Interface

- 6 ports fast & 1 port gigabit Ethernet
- WLAN(802.11a/b/g)
- Internet Telephone(G.711/713.1)
- Video Door Phone

Services

- IP Broadcasting
- SIP based Internet Telephone
- Visitor Confirmation Service
- Net-filtering Firewall
- H/W Accelerated IPSec VPN

원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선진 외국의 대학 시험기관, 인
증기관과 시험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적 상호인증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상호인
증 표준화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유도중에
있으며 이는 곧이어 국제 표준화를 통한 상호 호환
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ETRI의 경우 HomePNA,
기가비트 이더넷, 무선 LAN 등의 표준화에 참여하
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주): E(WDM)-PON: Ethernet(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Passive Optical Network
<자료>: ETRI, 2004.

Entertainment Applications Box
Probably Located in the
Entertainment Center
“Digital
Express”
Alternative
Rich Content
Acquisition

Home Media Server
Linux+GUI+BIG Hard Drive(MyDISK)
Enet 1394 USB 1394

VideoCam
Spool to MyDisk
Camera
Upload to my web site

ION과 네트워크 장비 시험센터 운용을 꾸준히 지원
하고 있다.

Wireless LAN
Wireless Bridge
Multimedia Distribution
802.11b
NIC

Enet

Cable/DBS
Traditional Broadcast
HomeLAN
“No New Wires”
HPNA
NIC

PLC Bridge
Appliance Telemetry
Internet Home Gateway
Base ConfigurationㆍPlatform for Services

USB HPNA E1 E2 E3 E4 V1 V2
DTV
View from MyDisk

802.11b
Adapte

WAN

Broadband

USB
“Legacy Free”

Infrastructure &
Services Box
Probably Located in
Internet Appliance
the Wiring Closetor
Proprietary Portal
Std Phone & Fax Computer Armoire
Converted to VoIP

(그림 4) 시스코(Cisco) 홈게이트웨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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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시스코(Cisco)사는

CATV

home gateway)라는 액세스망과 홈네트워크의 연

영상
데이터

(그림 4)에서 보듯 인터넷 홈게이트웨이(Internet

TV 모니터

전화회선
영상소스

동 기술을 홈 미디어 서버(home media server)와
독립적으로 제공하며 브리지 및 라우팅 프로토콜 변

VHS
ISDN

환, 망 관리, 댁내 통신설비 기술 등을 xDSL, HFC,
B-WLL, Ethernet 및 위성통신과 같은 액세스망을

홈서버
셋톱박스(STB)

BS
CS

xDSL
데이터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7].

CATV
DVD

무선 LAN

2. 홈서버(HS) 기술 동향
앞서 살펴본 홈게이트웨이 기술에 비해 홈서버의

게임기
위성데이터
통신
기록미디어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개발 업체별로 다양한
기술과 형태로 존재한다.
가전업체의 경우, 방송이나 전화 및 인터넷을 통
하여 가정으로 들어오는 외부 콘텐츠를 저장 및 재
분배하는 것을 홈서버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
다. 또한 홈서버는 디지털 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하
는 장치로 사용될 뿐 아니라 PC의 외부 저장장치로
기능하여 가정에서의 정보제어센터의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한다.
반면에 디지털 방송관련 업체들은 양방향 기술을
이용한 대화형 TV에서 수신기가 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녹화해주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언제라도 꺼내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홈서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의
차세대 홈서버인 MagicGate는 방송 수신, 멀티미디
어, 홈네트워크, Mobile SVR, 인터넷, 기타 유무선
정합의 네트워킹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그림 5) Sony Play Station X(PSX) 구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유하고 또
한 Media Center Extender Technology(MCX) 기
술로 정보가전 기기들과의 네트워크 연동을 추구하
고 있다.
한편 SONY는 개인비디오기록기(PVR) 및 게임
기(PS) 위주로 DTV, DVD,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
하는 홈네트워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Play Station X(PSX)/PS3는 DVD 재생/녹화, PVR, BS 방
송튜너 및 온라인 쇼핑/게임/음악들을 위한 네트워
크 접속 기능을 포함한다((그림 5) 참조).

3. OS/미들웨어 기술 동향
먼저 홈서버 운영시스템으로는 MS의 MCX,
Longhorn과 리눅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윈도

또한 IT 선도기업인 MS, IBM, SONY 등은 향후

의 경우 이미 검증이 됐고 A/S가 보장된 만큼 편리

IT 비전인 유비쿼터스 환경구현을 위한 차세대 기술

성에서는 리눅스보다 우수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응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MS는 운영체제, 미들

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웨어 등 홈네트워크의 핵심 소프트웨어 분야에 초점

리눅스는 웹 메일, SQL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프

을 두고 있다. 삼성과 MS 합작의 홈미디어는 가정

로그램을 추가하기가 쉬운데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

내 다양한 홈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홈서버의 역

고 임베디드 리눅스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정보 가

할을 유도해 왔으며, 최근 MS는 HP, 삼성, Dell 등

전기기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홈서버용

과 함께 PC를 기반으로 한 Windows Media Con-

OS로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다.

nect(WMC)로 UPnP/DLNA의 지원을 받아 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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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가전기기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응용 계층 사이
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홈네트워크 미들웨어에

자 또한 자체 개발한 PLC의 기술 표준인 LnCP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는 UPnP, DLNA, JINI, OSGi, HAVi와 같은 다양한

이러한 다양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들은 자신만

기술들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한 상태로 상호 공존하

의 고유한 방식으로 댁내에 존재하는 정보 가전기기

고 있다.

를 제어, 관리, 통합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보를 교환

각각의 미들웨어[8]를 살펴보면 먼저 IP를 기반

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으로 PC 중심의 가전기기들을 peer-to-peer로 연

HAVi와 HWW의 경우에는 IEEE1394에 국한되어

결하기 위한 분산구조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전제어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IP를 사용하지 않는

사의 UPnP, IEEE1394를 기반으로 소니를 비롯한

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및 TCP/IP를 사용하는

일본 및 유럽 8개 가전회사에서 제안한 HAVi,

타 표준과의 연동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JAVA를 기반으로 분산 환경의 댁내 망 자원을 공유

반면 OSGi는 앞의 미들웨어와 응용 서비스와의

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선마이크로시스템사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이다. 비록 국제

의 JINI, 댁내 기기들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제안된

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미들

DLNA,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OSGi 등

웨어는 UPnP와 JINI이지만 OSGi는 현재는 Java 기

이 있다.

반으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MS의 MCX 기술은 (그
림 6)에서 보여주듯 UPnP/DLNA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제시하였다[9].

고,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미들웨어가 선택되
더라도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동향과 더불어 최근 ETRI에서 개발중인

국내에서 제안된 홈네트워크 표준 미들웨어로는

홈서버는 기존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하여 개

삼성전자에 의해 제안되어 VESA 및 EIA/CEA
775.1 표준으로 채택된 HWW이 있다. 또한 PLC를

OSGi 및 DLNA 등과 같은 국제 표준을 수용하는 추

통한 가전제어를 위해서 LongWorks를 바탕으로
자사 홈네트워크 가전기기를 사용화중이다. LG 전

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OHF)2)를 기반으로
세로 홈서버를 개발중에 있다. OHF는 미래 유비쿼
터스 가정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의도에
맞도록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간 상호 연동, 품질 보장, 안전

Device

한 사용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리눅스 기반 홈서
MCX

버를 통해 홈네트워크 상에 연결되는 댁내 정보가전

Privacy, WMA/WMV, MSLP

단말 기기들을 자동으로 관리 및 제어하고 다양한

WMC Local UI

UPnP/DLNA
Middleware
Platform Abstraction Layer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들웨어 기술을 포함한 국내 홈
네트워크 표준으로 중국의 IGRS 및 일본의 Echonet 등의 표준과 더불어 동아시아 홈네트워크 표준
화를 추구하고 있다.

Embedded Operating System
Drivers & Codecs

Ⅴ. 홈네트워크 서비스 현황

Embedded HW Platform

앞서 살펴본 홈네트워크 서버 및 미들웨어 기술
(그림 6) MS의 Extender Device Software
Architecture

2) Open Home Network Framework,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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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분류
분류

개요

유형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영화, MP3, HDTV 등 외부에서 전송된 고품질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정
내 유무선 홈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비디오 기기로 볼 수 있게
하거나 가정 내 콘텐츠를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HDTV 방송, 유무선스트리밍, VoD,
게임

홈데이터 서비스

컴퓨터와 컴퓨터,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 등의 주변기기를 연결하여 데
이터 교환과 동시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자메일, 인터넷검색, 홈쇼핑, 전자
정부, 인터넷앨범, 파일 공유

홈오토메이션
서비스

가정 내 가전기기, 센서, 조명 등을 PDA, 휴대폰으로 집안이나 집밖에서
기기와 집안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원격제어, 홈시큐리티, 방범방재, 에
너지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외부 의료기관과 연결하여 의료기기나 생체정보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건강상태를 원격에서 검진하고 위급상황을 통고하는 서비스

원격진료, 실버케어, 응급구난

<자료>: TTA Journal,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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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능하게 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10]
는 <표 4>에서 분류하듯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통신(KT)은 홈엔(HomeN) 사업에

비스를 가능하게 해줄 원천 기술이며 앞서 살펴본

서 제공되는 VOD, 홈뷰어, SMS, IP-멀티캐스팅,
생활정보, 이메일, 네트워크 게임 등의 서비스뿐만

OHF 기반 홈서버는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홈네
트워크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니라 댁내 가전의 All-IP를 통한 IP-멀티캐스팅
서비스, MMS/UMS, 가전제어, 원격검침, 양방향

비록 현재까지의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민간 독

이러한 홈네트워크 표준들은 다양한 홈 디지털 서

자 서비스 모델 구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TV, T-COMMERCE, PVR,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
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임베

고 있다.

디드 소프트웨어, 차세대 PC, 디지털 콘텐츠, 텔레

현재 개발 및 표준화 진행중인 WPAN(UWB,
Zigbee) 등과 같은 새로운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매틱스,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과 같은 IT 신성장동

들과 RFID 등과 같은 센서를 부착한 지능형 정보가

술 개발로 U-life(Ubiquitous life) 구현을 한걸음

전들의 발달로 차후 홈 디지털 서비스는 보다 다양

앞당겨 우리 생활에 다가올 것이다.

서비스 모델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후 민간과

력 기술들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가정환경 구현기

화 및 지능화 될 전망이다.
또한 지능화된 휴먼인터페이스 요소 기술들의 발
달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인식,
오감을 감지, 전달, 표현하는 오감정보 처리기술,
MEMS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센서 기술, 가정용 서
비스로봇 등 차세대 요소기술들도 향후 서비스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IPv6 기반의 All-IP 기능을 탑
재한 정보가전 및 A/V 기기들은 양방향(interactive) TV나 센서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
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사용자 개입 없이 제공
되고 서비스 및 사용자 이동성을 지원하는 U-Life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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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리
ADSL
AV
DLNA
DTV
DVD
Echonet
FTTH
HAVi
HDS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Audio & Video
Digital Living Networking Alliance
Digital television
Digital Versatile Disk
Energy Conservation and HOmecare
NETwork
Fiber To The Home
Home Audio and Video Interoperability
Home Digital Service

김정태 외 / 홈네트워크 서버(HS/HG) 기술 동향

HFC
HG
HomePNA
HomeRF
HS
IGRS
ION
IrDA
MEMS
MMS
OHF
OSGI
PLC
PVR
RFID
SoC
SQL
STB
VESA
UMS
UPnP
USB
UWB
WPAN

Hybrid Fiber Coaxial
Home Gateway
Home Phoneline Networking Alliance
Home Radio Frequency
Home Server
Intelligent Group and Resource Sharing
Interoperability On
Infrared Data Association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Open Homenetwork Framework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Power Line Communication
Personal Video Recorde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on Chip
Structured Query Language
Set-Top Box
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Unified Messagings System
Universal Plug and Play
Universal Serial Bus
Ultra Wide Band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LNCP

Living Network Contr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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