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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RC 로 을 한 통신 로토콜을 개발하기 해서는 홈네트워킹에서 사용되는 로토

콜들이 어떤 진화과정을 거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연

동 미들웨어로 UPnP를 선택하 다. UPnP 기반의 URC 로 과 연동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시리얼 통신상에서 설계하고 구 하 다.

1. 서론

 재, 홈네트워킹을 하여 제시된 다양한 통신 

로토콜 에서 어떤 것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

는 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 에서도 유선 로

토콜로서 이더넷이 시장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무선

통신 방식으로는 무선 LAN이 유망한 것으로 단

된다. Bluetooth의 경우 그 동안의 문제 들을 극복

하여 새롭게 시장진입을 노린다는 보고도 있다. 

한 환경/방범용 센서  구동기의 연결을 해서는 

Zigbee가 각 을 받을 것으로 측된다. 

 UPnP 기능을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기본 으

로 TCP/IP, HTTP, HTTPMU, HTTPU, GENA, S

SDP, SOAP 등의 다양한 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런 로토콜을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해서는 디

바이스의 주 기능을 제공하는 비용 외에도 추가 비

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 URC 로 의 개발에는 

상기 무선 통신 로토콜들이 가정내 홈네트웍과 부

드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URC 로 의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 임베디드 리 스가 제

로 정비된 로토콜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 을 갖기 때문에 솔기없는 연동이 어렵다는 문

제 을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  임베디드 리

스를 바탕으로 URC 로 에 맞는 통신 로토콜들

을 이식하여 실험함으로써 홈네트웍과의 연동을 확

인 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  

로토콜 수트를 제작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연동 미들웨어로 UPnP

를 선택하 다. UPnP 기반의 URC 로 과 연동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시리얼 통신상에서 설계하

고 구 하 다[1].

2. UPnP와 블루투스의 특징

2.1 UPnP   

 UPnP 미들웨어기술은 1999년에 마이크로소 트, I

ntel 등의 회사가 모여 홈 네트워크를 해 제안한 

기술이다. UPnP가 동작하는 과정은 디바이스, 서비

스, 제어 의 세 부분으로 나 어 설명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제

공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는 서비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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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갖고 있어서 제어 의 요청에 응답하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어 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로그램이다.  제어 의 

로는 도우 운 체제에 포함된 UPnP 제어 을 들 

수 있다.

  UPnP 제어 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참가한 디바이

스를 발견하고,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실제 인 사용자의 

제어와 리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UP

nP 디바이스와 UPnP 제어  사이의 네트워크 서비

스를 해 UPnP에서 정의한 로토콜을 통하여 이

루어지며, 인터넷 환경에서 정의한 로토콜의 장

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2][6].

 

2.2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좁은범 (10~100m) 내에서 PC  휴

폰등의 장치들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규격으로 무선주 수를 이용하여 각종 디지털 장비

간의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높은 보

안성을 유지하며 략 300~700kbps의 데이터 송

속도를 갖는다. 그림 1과 같이 블루투스는 키보드,마

우스, 린터,핸드폰,가 기기등 모든 자제품에 사

용이 가능하다[3].

           그림 1. 블루투스의 사용분야

3. 통신 미들웨어 구조

 <그림2>은 구 된 통신 미들웨어의 구조이다. 그

림을 보면  UPnP 는 OSGI를 구동하기 해서는 

무선 LAN, 블루투스와 RF등의 다양한 하드웨어 디

바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장치

를 인식한다. 구 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통신하기 

해서 TCP/IP를 기본 통신 로토콜로 이용한다. T

CP/IP 로토콜 상단에 UPnP와 OSGI를 구동하여 

통신미들웨어를 구성할 수 있다[4][5]. 

         그림 2. 통신미들웨어 구조

4. 시연 시스템 구   실험결과  

 그림 3은 최종 결과인 시연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홈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로서 Linux 머신

을 사용하 다.  URC로 을 하여 LETOK-X 라

는 Xscale255를 CPU로 갖는 임베디드 개발 도구를 

사용하 다. 둘 사이의 통신을 하여 블루투쓰를 

사용하 다. 이때 블루투쓰는 각각의 시스템과 직렬

로 연결되며 이를 하여 리 스 상에서 PPP 로

토콜을 이식하고 블루투쓰와 연동되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정하 다. 

      

           그림 3. 구 된 시스템의 구조

4.1 UPnP와 블루투스와의 연동

그림 4. Serial Line을 통한 Wireless TCP/I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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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Serial Line을 통한 Wireless TCP/IP 통

신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Wirele

ss Serial Connection 하고 TCP/IP를 사용하기 해 

블루투스에 PPP를 설정하면 TCP/IP 기반으로 UPn

P가 동작되는 구조이다. 일반 으로 블루투스 통신

을 하게되면 단순히 시리얼 통신을 무선으로 구 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림 5의 블루투스 로토콜 

스택을 보게 되면 RFCOMM 상 의 PPP를 구 하

게 되면 TCP/IP를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므

로 블루투스 기반의 무선 TCP/IP 통신을 해 PPP 

를 일부분 수정하여 구 하 다[7][8].

         그림 5 블루투스 로토콜 스택

4.2 UPnP control의 설계

 그림 6은 본 실험에 사용된 URC 로 을 동작시키 

해  기본 으로 동작되는 Power와 방향 환에 

한 명령을 주는 GUI이다. 이 에뮬 이터는 웹상에

서 구동하게 되어 있다. 

    그림 6. UPnP 에뮬 이터를 실행한 모습

        그림 7. URC 로 용 Device

 그림 7은 URC 로 용 Device 로써, URC 로 의 

데모 테스트를 해 ARM기반의 임베디드 보드에서 

테스트를 하 다. 기본 으로 Character LCD, LED, 

7-Segment, StepMotor가 동작이 가능하다.

4.3.실험결과

        그림 8. 실행 결과

 그림 8은 UPnP control 쪽에서 Right_LCD라는 명

령어를 주었을 때 홈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식된 U

RC 로 용 Device가 동작되는 화면이다. 그림을 보

면 URC 로 용 Device가 UPnP control의 명령을 

인식하여 LCD창에 Right라는 text를 출력, Segment

에서는 속도를 출력하고 있다.

5.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URC 로 을 한 통신 미

들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기술 요소를 

포함한다.

1)무선 LAN, 블루투쓰, Zigbee 등의 무선통신 장치

와 소켓 통신 지원

무선 LAN의 경우 이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지

원되고 TCP/IP와 연동되므로 문제 없으나 블루투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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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Zigbee등의 무선 장치 등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올해에

는 직렬-블루투쓰 디바이스를 PPP 로토콜과 연동

시켜 소켓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 다. 

2)UPnP 로토콜의 지원

 홈네트워크에서 다종다양한 디바이스간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하여 UPnP, Jini 등이 개발되었

다. 그 에서 UPnP가 최근 힘을 얻어가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URC 로 에서 UPnP 로토콜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임베디드 인터넷에 U

PnP를 이식하고 소형의 URC 응용을 개발하여 홈네

트워크와 연동하는 시험 운 을 하 다.

3)홈네트워크 연동 응용 개발

  홈네트워크와 URC 로 이 연동하는 응용을 제

작하는 것이 한 연구 목표이다. 이를 하여 올해

에는 홈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리 스 호

스트에서 UPnP 콘트롤 기능을 하도록 로그램을 

작성하 으며 URC 로  역할을 하는 장치와 연동

하도록 구 하 다.

 상기한 3가지 결과물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형

태로 확장되어 URC 로 에서 사용될 것이다.

1) LAN, 블루투쓰, zigbee 등의 무선 통신 

로토콜 지원: 모든 형태의 무선 디바이스들이 

소켓으로 연결될 수 있는 로토콜 구조를 확

립한다.

2) URC 로 에 UPnP 로토콜 완  이식: U

PnP 콘트롤  디바이스를 구 함으로써 언

제 어디서나 UPnP 콘트롤 기능을 갖는 단말

을 사용하여 URC 로 을 제어할 수 있다.

3) 홈네트워크 내  인터넷 상에서 URC 로

과 연동: 1), 2)의 결과를 활용하여 홈네트

워크 내에서든, 외부의 인터넷 상에서든, UR

C 로 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때 인증 벨에 따라 로 의 제어 상이 달

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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