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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OME  

▣ 스마트홈이란? 

 인터넷기반의 정보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현실로 인하여, 단순한 가정 내 

 네트워크의 연결이 아닌 주택(건물)내의 정보기술요소를 구현하는 토탈 홈 

 정보제어시스템 및 서비스/솔루션을 총칭하는 개념  



  

SMART HOME TECHNOLOGY (1/3) 

▣ 스마트홈 구현 기술 요소 



  

SMART HOME TECHNOLOGY (2/3) 

▣ 스마트홈 구현 기술 요소 

① 스마트홈 인프라 

 내기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 외부 접근제어를 하는 기술. 무선 기술의 보편화 추세 

② 유무선 전송 기술 

 댁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 Home PNA, Wi-Fi등 다양한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중 

③ 콘텐츠 공유 기술 

 서로 다른 기종, 단말간 호환성을 높여 콘텐츠를 공유하게 해주는 기술.  

④ 센서(M2M) 기술 

 상황을 센싱/제어하고 상황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기술. 전력미터기, 혈당계, 보일러 등  

 센싱 기능 탑재 기기 증가 

⑤ 크로스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단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   

 사업자별로 서비스 특성에 맞는 크로스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 

⑥ 서비스플랫폼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제어, 인증, 서버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타 사업자의 

 솔루션을 수용하는 기술.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추세 



  

SMART HOME TECHNOLOGY (3/3) 

기술 요소 역 할 동 향 

인  

프 

라 

스마트홈  

인프라 
홈 내 네트워킹 환경 조성 및 외부 접근 제어 무선 기술의 보편화 

유무선  

전송기술 
홈 내 네크워크 구성 및 단말 이동성 부여 

유선 

PLC : 전력선 통신기술 

Home PNA : 전화선 통신 기술 

HDBaseT : 비압축 멀티미디어 전송 

무선 
Wi-Fi (Direct) :  근거리 무선랜 

Zigbee : 저가격/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 

콘텐츠  

공유기술 

서로 다른 기종과 단말간의 호환성을 높여  

콘텐츠 공유 

DLNA 

MS, 삼성, Sony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정보기기간 
콘텐츠 공유 기능을 표준화한 국제 규격 

UPnP 

개방된 인터넷 기반의 기기간 상호 자동인식 제어  

프로토콜 

센서(M2M) 기술 상황을 센싱/제어하고 상황정보를 수집,관리 전력미터기, 혈당계, 보일러 등 센싱기능 탑재 기기 증가 

플 

랫 

폼 

크로스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서로 다른 단말에서  

동일 서비스 이용 
사업자 별로 서비스 특성에 맞는 개발  

서비스플랫폼 
스마트홈 서비스제공 위한 관리,제어,인증, 

서버 기능 지원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  



  

SMART HOME STANDARD (1/3) 

기술 내 용 
표준화기구/단체 표준화수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TIA/EIA  

TR41.5 

빌딩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게이트 

웨이의 물리적 스펙에 대한 북미 표준으로 TSB110  

문서 표준화 진행 

TTA TIA/EIA 
표준 

미제정 

표준화 

완료 

HomeGate 

HES(Home Electronic System)에서 

“HomeGate"로 명명한 장치의 물리적 스펙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으로 N912 문서를 완성시키는 것 

TTA 

기술표준원 

홈네트워크 

포럼 

ISO/IEC 

JTC1/SC 25 

/WG1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OSGi 

서비스 공급자가 가정 내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설치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Java 

기반의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산업표준 

- OSGi 
표준화 

미제정 

표준화 

진행중 

(v.4완료) 

HGI 
Home Gateway의 스펙을 공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만들어진 Open Forum 
TTA 

ISO/IEC 

HGI 

TTA 

표준제정 

HGI 

홈게이트웨이 

기술 요구사항 

ver.1.0 발표 

DLNA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다양한 기기간에 상호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 미들웨어, 미디어 포맷 등에 대한 단일 

표준을 정의하는 업체 표준 

- DLNA 
표준화 

미제정 

표준화진행중 

(HNv1.5완료) 

자료 :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V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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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내 용 
표준화기구/단체 표준화수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UPnP 

PC 주변기기의 플러그앤 플레이 개념을 IP기반의 홈  

네트워크로 확장 적용하여 네트워크 상 어느 곳에서  

디바이스가 플러그인 되더라도 스스로 구성, 관리하고 

디바이스간에 상호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  

개방형 구조의 산업표준 

- UPnP 
표준 

미제정 

표준화 진행중 

v1완료 

v2진행중 

HANA 

홈환경에서 HDTV를 비롯 차세대 DVD 플레이어, 디지털 

캠코더, 케이블 셋톱박스, 홈 시어터에 이르는 다양한 AV 

기기를 통합 제어하고 미디어를 공유하는 기술로 홈AV  

시장 표준 

- 
HANA 

Aliance 

표준 

미제정 

표준화 진행중 

V1.0완료 

HAVi 
IEEE1394 기반으로 댁내의 A/V기기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산업표준 
- HAVi 

표준 

미제정 

표준화 진행중 

V1.1 완료 

LonWorks 

전력선, TP(Twisted-pair) 등 저속의 매체를 기반으로 

빌딩 및 홈내에 연결된 각종 센서, 액츄에이터, 조명,  

단순 가전류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고 구성관리하기  

위한 산업 표준 

LonWorks 
표준 

미제정 

표준화완료 

ANSI/EIA 

표준 제정 

PLC 기술 

가정에 기 설치된 전력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하는 기술로 북미, 유럽, 일본, 한국 등 지역별로  

표준화가 진행 중 

TTA 

PLC 포럼 

각국별  

상이 

표준화 완료 

(HnCP1.0) 

표준화 진행중 

(각국별) 



  

SMART HOME STANDARD (3/3) 

기술 내 용 
표준화기구/단체 표준화수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IEEE1394 

AV 기기들의 실시간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버스 방식의 전송기술로 최대 3.2Gbps까지  

전송 가능 

TTA 

1394포럼 
1394TA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무선1394 

진행중 

상호연동  

미들웨어 

홈네트워크 제어 미들웨어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미들웨어 브릿지 표준 
- JTC SC25 

표준 

제정 
표준화 진행중 

Bluetooth 
10m 내외의 근접한 거리의 디바이스간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2.4GHz 대역의 무선 접속 산업 표준 

Bluetooth 

포럼 
BT SIG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v2진행중 

UWB 

2002년 2월 FCC에서 군용 레이더 및 원격탐지용  

주파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면서 근거리  

광대역통신용 기술로 표준화진행 

TTA 

홈네트워크
포럼 

IEEE802. 

153a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무선1394 

새로운 선로의 포설 필요없이 댁내의 50m 전송거리 

에서 AV 신호를 무선으로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는 산업 표준 

TTA 

홈네트워크
포럼 

1394TA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ZigBee 
저속 전송속도를 갖는 홈오토메이션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산업 표준 

홈네트워크
포럼 

IEEE802.15.4 

Zigbee Alliance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ZigBee 

Smart Energy 
에너지 관리 관련 Profile 표준화 진행중 

홈네트워크
포럼 

Zigbee Alliance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ITU-T 기후대응 관련 의제 상정 및 초기 검토 단계 
홈네트워크

포럼 
SG5 

표준화 

진행중 
표준화 진행중 



  

SMART HOME NETWORK (1/5) 

▣ 가정내의 정보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 가정 환경인 디지털 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스마트홈 구성요소 

  

  홈플랫폼 

  홈네트워킹 

  지능형 미들웨어 

  센서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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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me Platform 

 홈서버 기술 :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 시스템을 구성하는  

 플랫폼 기술.  고품질 멀티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가전기기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술들이 부각 

 홈게이트웨이 기술 : 외부 인터넷망과 유무선 홈네트워크를 이음새없이  

 연결하여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안전무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 

 홈네트워크 보안기술 : 가정 내부의 정보를 인증받지 않은 사람이 외부에서 

 침입하였을 때 이를 탐지해 차단 

 개방형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 외부 서비스/컨텐츠 제공자와 홈서비스  

 사용자간에 개방형 구조의 서비스 분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댁내에 제공하는 기술 

 댁내망 배선기술 : 외부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선로 및 매체와 관련된 기술. 무선기술 중심의 배선을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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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ome Networking 

 유선 홈네트워킹 

① IEEE802.3 Ethernet : Xerox에서 창안하고 IEEE에서 표준화한 데이터 통신방식      

으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홈네트워킹 기술 

② IEEE1394 : 디지털 AV기기가 취급하는 실시간 동영상 데이터를 

100Mbps~3.2Gbps의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시리얼 버스 기술 

③ 광홈랜 : 저가형 괌섬유를 이용하여 가정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광네트워크 기술 

 무선 홈네트워킹 

① WLAN(무선 LAN) : 기존 유선 LAN을 대체, 또는 확장한 유연한 데이터 통신기술

로서 무선 주파수 기술을 이용하여 유선망 없이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② High Rate WPAN : IEEE 802.15.3 Task Group에서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로 70m

의 짧은 거리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기기들 간의 기술 

③ 무선1394 : 디지털 홈내에 구성된 HDTV, 디지털 캠코더, 홈씨어터 등의 디지털    

가전기기들의 IEEE1394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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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ome Middle-Ware 

 홈네트워킹 미들웨어 기술  

 정보가전 기기를 자동으로 구성관리하며 미들웨어간 상호 연동을 보장 

 IP망을 대상으로 하는 UPnP, Jini, IEEE1394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HAVi 및  

 전력선을 대상으로 하는 LonWorks 등 매체별 단체표준 미들웨어 기술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사람과 자연스럽게 의사를 교환 

 하듯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사용자 인증과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의료 생체인식 기술, 음성, 영상, 생체정보 

 와 키보드, 마우스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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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ensor Networking 

센서는 인간의 오감을 대신해 대상 

의 물리량을 정량적으로 계측해  

인간의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는  

현상을 검출하는 장치 

이러한 지능형 센서들의 네트워킹에  

필요한 기술 



HOME MIDDLEWARE 



  

HOME MIDDLE-WARE (1/2) 

▣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종 시스템들의 물리적인 위치, 프로토콜, 운영 체계(OS)  

 등에 관계없이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 프로그램  

▣ 대표적인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 Jini, LonWorks, HAVi, UPnP 등 

비교항목 HAVi Jini UPnp 

Description CSR(IEEE1212) Java Interface XML 

Discovery 
IEEE1394 Config.ROM 
Distributed Registry 

Look-Up Server SSDP, AutoIP 

U2D Havlet Applet HTTp 

D2D HAVi Message Java RMI SOAP 

Event HAVi Message Java RMI GENA 

Moving Object DCM Module Java Byte Code Control 

Backbone IEEE1394-2000 TCP/IP Media Not Defined 

Platform JVM JVM XML Parser 

Characteristics AV Oriented PC Oriented PC Oriented 

< 홈 미들웨어 비교 > 



  

HOME MIDDLE-WARE (2/2) 

▣ 특징 

 액세스 망에 대해 망 종결(Network Termination)과 모뎀 기능을 제공 

 다양한 홈 네트워크를 연결해 망간 연동기능을 제공하는 가정용 게이트웨이  

 액세스 망 네트워크(xDSL, 케이블망, 위성, FTTx) 연동기술,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술, 홈 네트워크 프로토콜 변환 기술, 홈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이  

 포함 



  

1. HAVI (1/4)  

▣ HAVi(Home Audio Video Interoperability) 

 Sony가 제안한 홈 네트워크용 미들웨어 솔루션으로 IEEE1394 기술을 채택 

 하여 AV기기간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상호 호환성을 목표 

 가정 내의 오디오 및 비디오 가전 기기간의 상호운영성(장비간의 통신 및  

 제어 기능 등)을 위한 홈 네트워크용 표준 

 Non-IP 기반 

 일본과 유럽의 8개 주요 메이커들에 의해 AV기기의 네트워크사양으로 자리 

 잡음 



  

1. HAVI (2/4) 

▣ HAVi의 주요 특징 

 상호운용성 : HAVi를 지원하는 장비의 기능들을 서로 다른 장비에서 제어  

 가능. (즉, 안방의 TV를 통하여 거실의 VTR을 작동하여 안방 TV화면을  

 통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등의 기능이 안방 TV 조작만으로 가능) 

 제조사 독립성 : 제조사와 무관하게 HAVi 표준 미들웨어 사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제공 (즉, 소비자는 홈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조사와 무관하게 제품에 대한 선택 폭을 넓게 가질 수 있음) 

 플러그&플레이 : 제품이 연결되면 자신의 존재와 기능을 자동으로 알려서 

 네트워크 주소나 장비 드라이버 등의 설치 없이 간편하게 장비를 설치하고 

 바로 사용 

 기능 갱신의 용이성 : DCM (Device Control Module) 형태로 개별적인 기능 

 을 처리하는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DCM의 제공을 통해 기능개선이나 

 추가적인 기능 제공이 가능 

 분산 제어 : 중앙에 서버형태의 기능을 두지 않고 장비간의 직접통신 

 (peer to peer)을 통해 제어하는 분산처리 구조 



  

1. HAVI (3/4) 

▣ HAVi 장비 

SOURCE: http://daddycat.blogspot.com 



  

1. HAVI (4/4) 

▣ HAVi 구조 

SOURCE: http://daddycat.blogspot.com 



  

2. JINI (1/6) 

▣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 

▣ Java를 기반으로 하여 LAN, xDSL, 모뎀, 전력선, 무선 등 다양한 통신방식으로  

 접속된 가정내 디지털 장비나 S/W를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기술 

▣ 네트워크 미디어에 관계없이 JVM만 있으면 동작가능하며 PnP를 지원 

▣ Look-Up Service라는 검색 서비스가 중심적인 역할 수행 



  

2. JINI (2/6) 

▣ JINI의 특징  

 단순성과 고신뢰성의 확보 

 효율적인 제어구조를 지향한 확장성 부여  

 P&P 기능에 의한 간단한 시스템 구성 

 실행 코드의 이동성에 의한 가변성 

 기존 I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확장성  

 Java 연관 제품과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 

BUT 

느린 수행속도와 과다한 메모리 용량 차지 등으로 시스템 단가가 높아진다는 단점 



  

2. JINI (3/6) 

▣ JINI의 특징 

 JINI device들은 TCP/IP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고, 자동으로 타 JINI  

 device를 찾아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네트워크를 유연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화 기능 보유 

 분산 환경의 Home network 자원공유 플랫폼과 HAVi와 상호 연동기술  

 개발 중 

 Network상의 모든 종류의 device와 software 자원의 통합제로 구성  

 service와 자원 공유 

BUT 

이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JAVA platform의 부담 때문에 홈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큰 역할 

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JAVA 진영의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인 OSGi에서도  

UPnP를 장비검색과 네트워크 자동구성을 위한 미들웨어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 



  

2. JINI (4/6) 

▣ JINI의 동작 

1) 자원 자체가 자원을 관리하는 서비스 서버를 찾는 과정(Discovery) 

2) JINI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과정(Join)  

3) 서비스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어용 client에 전송하는 과정(Lookup)  

4)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서비스 수행과정(Service Invocation) 



  

2. JINI (5/6) 

 1) 자원관리 서비스 서버 탐색과정(Discovery) 

 2) 자원의 JINI 네트워크 합류과정(Join) 

자원관리 서비스를 발견한 자원은 서비스 
에 대한 속성정보(Service Attributes)와 
서비스 수행을 위한 JAVA 프로그램인 
Service Object를 네트워크 합류를 위한 
Joi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원관리  
서비스에 등록한다 

SOURCE: http://daddycat.blogspot.com 



  

2. JINI (6/6) 

 3) 서비스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전송과정(Lookup) 

 4) 서비스 수행과정 ((Service Invocation) 

마지막 단계로 사용자는 자신이 적용한 인터 
페이스 형식을 통해 자원이 자원관리 서비스 
에 등록해 놓은 Service Object를 실행한다. 
Service Object는 완전한 JAVA 프로그램 
으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client의 JAVA 
VM에서만 실행될 수 있으며, 자원 자체에서 
일부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JAVA의  
RMI(Remote Method Invocation: 원격  
프로그램 수행방식)를 이용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Looku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자원관리  
서비스에 요청한다. 이 요청은 자신이 사용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형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속성정보를 보내고 자원관리 
서비스는 등록된 Service Object들의 인터 
페이스 형식과 서비스 속성정보들을 이용 
하여 적절한 Service Object를 사용자  
client에 전송 



  

3. OSGI (1/11) 

▣ OSGi service platform 

 A Java™ framework for developing remotely deployed service  

 applications, that require: 

 Reliability 

 Large scale distribution 

 Wide range of devices 

 Collaborative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 of industry leaders 

 www.osgi.org 

 



  

3. OSGI (2/11) 

▣ Limits Object Oriented Technology 

 Objects are great, but, the  

 tangled webs we weaves … 

 Coupling severely limits  

 reusability 

 Using a generic object, can  

 drag in a large number of  

 other objects 

 Creates overly large systems  

 after a certain complexity is  

 reached 

 Flexibility must be built in by  

 the programmer 

 Plug-in architectures 



  

3. OSGI (3/11) 

▣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 

 Separate the contract from  

 the implementation 

 Allows alternate  

 implementations 

 Dynamically discover and  

 bind available  

 implementations  

 Based on contract (interface) 

 Components are reusable 

 Not coupled to  

 implementation details 

Service Contract 

Component 
provides 

uses 



  

3. OSGI (4/11) 

▣ Framework 

 Allows applications to share a  

 single Java VM 

 Classloading 

 Isolation/Security 

 Communication &  

 Collaborations between  

 applications 

 Life cycle management 

 Policy free 

 Policies are provided by  

 bundles 

 API is fully self managed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Operating System 

Java 

VM Java 

VM 
Java 

VM Java 

VM 

Java 

VM Java 

VM 
Java 

VM 
System Class Libraries 

OSGi 

OSGi 
OSGi 

OSGi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Application 

Library 



  

3. OSGI (5/11) 

▣ Layering 

Execution Environment 

Module 

Life Cycle 

Services 

A
p
p
li
ca

ti
o
n
s 

S
e
cu

ri
ty

 



  

3. OSGI (6/11) 

 1) Execution Environment 

 OSGi APIs only use a subset  

 of J2SE and J2ME CDC 

 OSGi Minimum EE 

 Matches most profiles 

 Implementations can use  

 more than the OSGi  

 Minimum EE 

 Security is not mandatory 

 CLDC is possible if class  

 loaders are added in a  

 device specific way 

CLDC/ 
MIDP 

CDC/FP J2SE 

OSGi 
Min. 



  

3. OSGI (7/11) 

 2) Module Layer 

 Packaging of applications and  

 libraries in Bundles 

 Raw Java has significant  

 deployment issues 

 Class Loading modularization 

 Raw Java provides the Class  

 Path as an ordered search  

 list, which makes it hard to  

 control multiple applications 

 Protection 

 Raw Java can not protect  

 certain packages and classes 

 Versioning 

 Raw Java can not handle  

 multiple versions of the  

 same package 

bundle 

bundle 
bundle 

bundle 

bundle 

bundle 

bundle 



  

3. OSGI (8/11) 

▣ 3) Life Cycle Layer (1/2) 

 System Bundle represents  

 the OSGi Framework 

 Provides an API for  

 managing bundles 

 Install 

 Resolve 

 Start 

 Stop 

 Refresh 

 Update 

 Uninstall 

 Based on the module layer 
Bundle 

A 

Bundle 
X 

Bundle 
X-v2 

Bundle 
B 

bundle 
M 

System 
bundle 



  

3. OSGI (9/11) 

 3) Life Cycle Layer (2/2) 

 Bundle is started by the  

 Bundle Activator class 

 Header in Manifest refers to  

 this class 

 Interface has 2 methods 

 Start: Initialize and return  

 immediate 

 Stop: Cleanup 

 The Activator gets a Bundle  

 Context that provides access  

 to the Framework functions 

 Framework provides Start  

 Level service to control the  

 start/stop of groups of  

 applications 

INSTALLED 

RESOLVED 

UNINSTALLED 

ACTIVE 

STOPPING 

STARTING 

start 

stop 



  

3. OSGI (10/11) 

 4) Service Layer 

 Provides an in-VM service model 

 Discover (and get notified about) services based on their interface or  

 properties 

 Bind to one or more services by  

• program control, 

• default rules, or  

• deployment configuration 

 SOA Confusion 

 Web services bind and discover over the net 

 The OSGi Service Platform binds and discovers inside a Java VM 

 The OSGi Alliance provides many standardized services 

E-2 



  

3. OSGI (11/11) 

▣ Evolution 

UPnP 

Initial Provisioning 
Name Space 
Jini 
Start Level 
IO Connector 
Wire Admin 
XML Parser 
Measurement & State 
Position 
Execution Env. 

Application Manager 
MIDP Container 
Signed Bundles 
Declarative Services 
Power Management 
Device Management 
Security Policies 
UPnP Exporter 
Diagnostics/Monitoring 
Framework Layering 
Initial Provisioning 
UPnP 
… 

2000 2001 2003 2005 

R1 

R2 

R3 

Planned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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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Http 
Log 
Device Access 

Package Admin 
Configuration Admin 
Permission Admin 
User Admin 
Preferences 
MetaType 
Service Tracker 

E-1 



  

SUMMARY (1/2) 

 스마트홈은 주택(건물)내의 정보기술요소를 구현하는 토탈 홈정보제어 

 시스템 및 서비스/솔루션을 총칭한다. 

 스마트홈 구현 기술요소는 인프라, 유무선 전송기술, 콘텐츠 공유기술, 

 센서기술의 인프라와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구분 

 된다. 

 스마트홈 네트워크는 가정내의 정보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스마트홈 네트워크는 홈플랫폼, 홈네트워킹, 지능형 미들웨어, 센서 

 네트워킹으로 구성된다. 

 홈 미들웨어는 다양한 홈 네트워크를 연결해 망간 연동기능을 제공하는 

 가정용 게이트웨이로 Jini, HAVi, UPnP, OSGI 등이 있다. 

End 



  

SUMMARY (2/2) 

 HAVi : 가정 내의 오디오 및 비디오 가전 기기간의 상호운영성 

 (장비간의 통신 및 제어 기능 등)을 위한 홈 네트워크용 표준 

 

 Jini : Java를 기반으로 하여 LAN, xDSL, 모뎀, 전력선, 무선 등 다양한  

 통신방식으로 접속된 가정내 디지털 장비나 S/W를 동적으로 상호 작용 

 하도록 하는 기술 

 

 OSGI :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수용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로, 개방형 자바 임베디드 서버(JES) 기반의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를 만드는 것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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