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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분야가 IT 기술과 목되고 있다.  세계 으로 홈 오

토메이션 시스템이 각 받고 있으며, 더욱 효율 인 방법을 찾기 해 M2M(사물간 통신)  클라우드 

기술이 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에서 경량화된 홈 게이트웨이 구조 제안을 해 M2M 
 OSGi 등의 련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기존 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홈 게

이트웨이 솔루션을 제시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분야가 

IT 기술과 목되고 있다.  세계 으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각 받고 있으며, 더욱 효율 인 방법을 찾기 

해 M2M(사물간 통신)  클라우드 기술이 목되고 있

다. 이를 해 DLNA, OSGi, ISO/IEC, TIa, HGI, 

HEAHA, IEEE 802.15.3a, ZigBee Alliance, iGRS 등의 각

종 표  단체에서는 홈 게이트웨이  통신 규약에 한 

표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PnP, HAVi, Jini, LonWorks, 

hnCP 등의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기술에 한 표 도 진

행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 회의 디지털홈 로

젝트 그룹, 홈 게이트웨이 표 분과 원회, 한국 홈 네트

워크 산업 회 등에서 국내 표 화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에서 다양한 표 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홈 오토메이션/스마트홈 서비스 상용

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Cloud 환경을 이용한 가상 

단말/가상 홈 게이트웨이에 한 기술은 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홈 게이트웨이 기법은 1) 모든 통신 

로토콜을 게이트웨이에 탑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로토

콜을 추가할 때마다 내 홈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2) 기능 수정  추가, 펌웨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내 홈 게이트웨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3) 내 

기기 제어, 모니터링, 단말/사용자 리 등 모든 홈 오토

메이션 서비스가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각

종 다양한 장애 상황 발생 시 홈 게이트웨이 의존 이며 

홈 게이트웨이의 장애 발생 시에는 처가 힘들다. 4) 홈 

게이트웨이 내의 DB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장되고 처

리되므로 용량 데이터의 처리가 힘들다는 문제를 가지

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홈 게이트웨이 솔루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 홈 게이트웨이 가상

화를 한 M2M  OSGi 련 기술을 분석한다. 분석된 

기술을 통해 향후 경량화된 가상 홈 게이트웨이 기술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고 유연성 있

는 홈 게이트웨이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 기술 분석

2.1 홈 게이트웨이

   유무선 홈 네트워크의 내망과 각종 디지털 가입자 

회선(xDSL), 이블, 이버 투 더 홈(FTTH) 등 가입자 

액세스망을 상호 속하거나 계하는 장치이며, 일반 으

로 그 상  계층에 미들웨어 기술을 부가하여 가정의 사

용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웹 서

버, 멀티미디어 서버, 홈 자동화 서버를 비롯하여 각종 서

버 기능을 통합하여 홈 서버로서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도 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Network Gateway : 가정 내 통신 장비와 외부 네트

워크를 연결

- Information Gateway : 외부 정보 서비스와 내부 정

보화 단말과 연결 (Information Service를 제공해 다는 

측면이 Network Gateway와 다름)

- Multimedia Gateway : 가정 내 가스, 기, 수도 등 

검침 정보를 수집하여 외부 Utility 사업자들에게 송

- Home Control Gateway : 가정 내 Home Control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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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동 가스밸 , 원격 조정 등 등)에게 외부에서 들

어오는 Control Signal을 해석해서 명령 달 역할 는 

가정 내 정보를 수합해서 외출 인 고객에게 정보를 

달(방 온도, 출입자 황 등)

2.2 M2M Service Platform(Carrier Cloud 지원)

   M2M은 사물/기기간의 통신을 제공하며 USN에서 인

라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물이 자율 으로 네

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리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2]에서 제안하는 랫폼은 통신 캐리

어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구조를 소개한다.

(그림 1) M2M Service Platform 구조

그림 1에서, 각 이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Service Enabler : 통신 인 라

2) Service Platform : 서비스 인 라

3) Application : 홈 오토메이션(혹은 스마트홈) 시스템

의 모니터링/응용 부분에 해당

4) Open Enabler : 각 이어의 기능을 3re party에 제

공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인 라 역할

즉, 기존의 홈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M2M 서비스 랫

폼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며 각 단

말/기기와의 연동은 통신 캐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지는 형태이다. [2]에서는 홈 게이트웨이에는 M2M 에이

트를 두고 서버측에 M2M 서비스 랫폼을 용함으로

써 홈 오토메이션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 으로 한다. 서

버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가상화  유연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수 많은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 시 각

각 서버를 제공하여야 하고 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서버

의 수용 능력에 따라 처리량이 달라진다는 단 이 있다.

2.3 OSGi

   OSGi는 1999년에 개방형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표 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표 단체이다. 

종류 내용

Name

-space 

Spec 

1.0

안정된 name-space는 OSGi service platform의 네

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분산할 때 요한 요소가 

된다. Bundle과 외부 개체는 통신하는데 필요로 하

고 name-space 정의는 이 통신들의 많은 외부 형

태를 간단하게 만든다. Name-space는 한 통신 

서비스와 그들의 주소에 요한 요소이다. 이 

specification은 OSGi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entity들을 지칭할 수 있는 포 인 name-space를 

정의한다.

Jini 

Driver 

Servic

e Spec 

1.0

이 specification은 외부의 Jini 서비스 탐색

(Discovery)과 제어(Control)하고, OSGi 서비스를 

Jini 서비스로 바꾸어주기 해서 OSGi Service 

Platform에서 Jini를 사용하기 한 규칙을 정해

다. 이 specification은 Jini specification의 기 가 

되지만 Jini의 동작을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

는다. Jini는 안 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OSGi에서 

사용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UPnP 

Device 

Servic

e Spec 

1.0

UPnP Device Service Architecture specification은 

peer-to?peer 네트워크를 한 로토콜을 제공한

다. 그것은 어떻게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어떻게 

장치들이 HTTP를 보내는 XML 메시지로 컨트롤 

되는지를 구체화 한다. 이 specification은 어떻게 

OSGi bundle이 UPnP 장비와 control point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시킨다.

Initial 

Provisi

oning 

Spec 

1.0

어떻게 Management Agent가 Service Platform에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구체화 한다. 그리고 이 

specification의 목 은 operator의 service platform

을 manage 하는 것이다.

<표 1> OSGi R3 권고 Specification 구성요소

  개방형 서비스 게이트웨이란  세계 으로 퍼져있는 

컴퓨터 주의 인터넷을 가 , 조명, 계량기등 집에서 사

용하는 모든 기기와 설비까지 연결시켜 일반 가정을 인터

넷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주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해

주는 기기이다. OSGi의 조직은 이사진인 BoD, 6개의 

문가 그룹, 2개의 활동 원회, 2개의 IG(Interesting Group), 

그리고 TSC(Technical Steering Committee)로 구성된다.

2000년 5월 1.0 스펙을 시작으로 2003년 5월 3.0 스펙까지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Sun, Ericsson, Ech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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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Nokia 등 기 60여 개 회원사에서 재 9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활동 이다. 

  

2.4 OSGi Enabled M2M Gateways

   [4]에서는 OSGi를 지원하기 한 M2M 게이트웨이의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2와 같은 수직  구조에서는, 하나

의 어 리 이션을 제공하기 해 복수의 서비스 게이트

웨이가 필요하며 개별 인 어 리 이션 리와 통신, L1 

지원 CPE 장치가 통합 제공된다. 한 Open API/SDK는 

지원이 불가하며 타 어 리 이션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유무선 통신방식에 부 합하다는 문제

을 가진다. 

   따라서 제안된 그림 3과 같은 수평  구조에서는, 수직

 구조에서 갖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수평  구

조에서는 M2M 게이트웨이 하드웨어/미들웨어를 제공하

며 SDK, M2M 게이트웨이 리  어 리 이션 생명주

기 리가 가능하다. L1 문제를 해결하 으며 M2M 어

리 이션간의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수직  구조

(그림 3) 수평  구조

   

   이 M2M 게이트웨이는각 컴포 트에 련 기술을 보

유한 기업을 매칭할 수 있고 타 기 과의 정보교류가 가

능하다는 에서는 장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OS, JVM 센서 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게

이트웨이가 무겁다는 단 이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이 미

용 되어 용량 데이터 처리에 한 문제를 안고 있다. 

3. 결론

   지 까지는 스마트홈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융합하

는 기술은 출 하지 않았으므로 클라우드 컴퓨 의 무제

한 인 자원을 활용하는 2차원 인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

고 규모 스마트 미디어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면 로벌 경쟁력이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클라우드와 홈네트워크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를 창출하고 스마트스크린과 컴퓨터 온 스마트스크린 기

술을 활용한 홈 게이트웨이 가상화를 통하여 세계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다양한 단말 

지원  일 된 정보유지를 통하여 통합된 정보 리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장소  시간, 장 공간에 제약받지 않음

으로써 컨텐츠 근  사용의 편리성을 보장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각 개인  가정에서 보유하

고 있는 단말들을 연계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지식정보(의료, 교육, 환경, 교통 등)와 결합하여 타 산업

과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소비환경에 합한 

디지털라이  환경 구축은 물론 컴퓨터 온 스마트스크린 

기반의 어 리 이션 공  환경을 통하여 Seemless한 업

무 환경인 미래형 “클라우드 워크”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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