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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로서 UPnP, KONNEX, ECHONET 등 여러 미들웨어들이 존재하고 있
다. 홈 네트워크가 진화함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미들웨어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상이한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상호 연동을 위한 통합 구조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상이한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들을 통합하고 정보 가전기기들을 제어 및 연동하여,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들의 유동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이한 미들웨어상에 있는 디바이스간 상호 동작을 지원하

는 범용 미들웨어 브릿지를 통한 정보가전기기의 상호 호환 방안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09-F-027-01, 홈네트워크 이
질성 극복을 위한 상호연동 미들웨어 기술 개발]" 

1. 서론 

초고속 통신 기술, 인터넷, 하드웨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가전들의 지능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에 따라 서비스 발견과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미들웨어(UPnP[1], KONNEX[2], ECHONET[3] 등)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미들웨어들은 장치의 발견과 제어라는 공통

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 이
질적이다. 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질

성 문제와 함께 댁내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홈네트워

크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
들웨어간의 통합을 통한 서비스 연동지원 방안이 개
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어댑터 
개발을 위한 IWFEngine 기반의 상이한 미들웨어상에 
있는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통합 구조를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절에서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형 미들웨어 개발 관련연구

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며, 연구 
동기를 제시한다. 제 3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이한 미들웨어상에 있는 디바이스간 상호 동작을 
지원하는 범용 미들웨어 브릿지에 대해 기술한다. 마
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이기종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간의 연동방법은 크게 개별 브릿지 방식과 통합 미들

웨어 구조 방식 등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

는 이기종 미들웨어들을 연동하기 위해 미들웨어간 
1:1 브릿지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톰슨 멀티미디

어와 필립스 등에서 UPnP-to-Havi 브릿지[4]를 개발했

으며, New Orleans 대학에서도 Jini 와 UPnP 를 연동하

기 위한 연구[5]가 진행되었다. 이 방식의 경우, 특정 
두 미들웨어 간의 연동은 용이하지만, 새로운 미들웨

어가 출현할 때마다 브릿지의 숫자도 증가하게 되고 
연결 관계가 복잡해질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다양한 
미들웨어들의 상위에 있는 하나의 추상화된 공통 계
층을 통하여 각 미들웨어들을 브릿지 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미들웨어가 출현하

더라도 해당 에이젼트만 구현되면 쉽게 다른 미들웨

어들과 통합될 수 있다. OSGi Alliance[6]나 국내 
ETRI[7] 등에서도 이기종 미들웨어간 연동 서비스 지
원을 위한 통합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방법들은 어댑터를 각각 만
들어 지원하며 변환에 대한 방법 또한 어댑터 별로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IWFEngine 기반의 홈 네트워크 
통합을 위한 방법을 설계하였다. 3 절에서는 
IWFEngine 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 IWFEngine(Interworking Function Engine) 

IWFEngine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홈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어댑터 개발 라이브러리 명칭이며, 어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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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개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조

이다. 2 절에서 지적되었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라이브러리 구
조를 제안한다. 

 

(그림 1)  IWFEngine 구조 
 

(1) 표준 메시지를 위한 변환규칙: 로컬 미들웨어메시지

를 표준 프로토콜 메시지로 변경하기 위한 변환규칙

이다.  

(2) 로컬 메시지를 위한 변환규칙: 표준 프로토콜 메시

지를 로컬 미들웨어 메시지로 변경하기 위한 변환규

칙이다. 

(3) 엔진 관리부: 엔진들간에 연결관리 및 각 모듈관리

를 담당한다. 

(4) XSL to 변환규칙 변환기: 변환규칙을 XSL 로 변경하

는 모듈이다. 

(5) 표준메시지 to 로컬메시지 변환기: 로컬메시지를 표

준메시지로 변경하는 모듈이다. 

(6) 로컬메시지 to 표준 메시지 변환기: 표준 메시지를 

로컬 메시지로 변경하는 모듈이다. 

(7) 복원을 위한 정보 관리부: 변경에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복원 시키는 모듈이다. 
 

IWFEngine 은 등록된 각 변환규칙을 XSL to 변환규

칙 변환기에서 메시지 변경을 위한 변환규칙 문서를 

생성한다. 이 문서를 표준 메시지 to 로컬 메시지 변

환기와 로컬 메시지 to 표준 메시지 변환기에 등록하

고 각 메시지를 이 변환규칙으로 변경된 변환규칙 문

서를 가지고 표준 프로토콜 메시지와 로컬 미들웨어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변환규칙은 어댑터 개발자가 XSLT(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 로 직접 작

성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XML 구조

의 변환 규칙 스키마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제공되

는 유효성 점검 기능을 통해 미들웨어 어댑터 개발자

가 XML 구조의 변환규칙을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미들웨어 어댑터를 개발하는데 있어 공통 부분

을 하나의 모듈로 생성 함으로써 미들웨어 어댑터 개

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IWFEngine 은 

독립적으로 시스템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에 업데이트가 있더라도 미들웨어 

어댑터 개발자의 관여 없이 IWFEngine 부분만 업데이

트 하여 상호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미들웨어 어댑터 개발자가 어댑터를 개발하

는데 있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미들웨어 어댑터 개발자가 다른 미들웨어 어댑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댑터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변환에 있어서는 원본 메시지

를 변화된 메시지로 변형함에 있어서 둘간에 스키마

와 데이터 표현 방식이 틀려 변화된 메시지에서 원본 

메시지를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손실 없

는 복구를 위한 복원에 대한 정보 관리부를 두어 복

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변환에 있어 손실되

는 정보들을 복구할 수 있다. 복원에 대한 정보는 로

컬 미들웨어가 변환규칙을 등록할 때 복원해야 할 정

보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IWFEngine 에서 메

시지 변환시 복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한다.  
 
4. 결론 

현재 홈 네트워크 발전 형태를 고려하면, 통합 미
들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홈 네트워크의 동
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통합을 위한 어댑터 개발자들에

게 편리한 개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상이한 미들웨어상에 있는 디바이스간의 상호 동
작을 지원하는 범용 미들웨어 브릿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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