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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방형 랫폼기술과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통합하여 스마트주거단지를 한 클라우드 기반의 개

방형 체계에 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단지 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듈인 단지 리 

랫폼은 통합정보 계층, 통합운  계층, 공통기능 계층  외부연계  계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

층에서 수행되어지는 운  특성을 기반으로 표 화된 팻폼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

론 스마트주거단지 련 서비스, 랫폼, 인 라를 유틸리티처럼 제공하는 클라우드기반의 서비스제공

자를 육성함과 아울러 스마트주거 서비스 시장 확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서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의 속한 발 과 주거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한 수요

의 증가에 힘입어 주거에 ICT가 목되기 시작하 는데 

기 유선기반의 원격제어  보안 주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홈네트워킹에서 유무선 역 통합망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헬스, 교육, 

교통, 커머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홈을 거쳐 최근 에 지와 환경의 요성이 증함에 따

라 에 지와 환경 솔루션을 포 하는 스마트홈 개념이 

두되고 있다. 한편 주거 개념도 단독주거 보다는 아 트와 

같이 토지이용의 집도가 높은 공동주거개념이 보편화되

고 있어 세 단 의 스마트홈 서비스뿐 아니라 주거단지 

체의 방범, 방재, 시설물 리 등을 통합하여 리하는 

스마트주거단지 리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공동주거는 공동주거건설 시 ICT의 구축에 

한 투자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ICT의 

빠른 라이 사이클 (life cycle)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이 출 하고 거주세 의 ICT 선호성향에 따라 신

규서비스에 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특

성상 신규 투자나 갱신투자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유지보

수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 수도, 통신과 같은 유틸

리티와 같이 스마트 주거단지를 한 인 라와 하드웨어/

*** 교신 자 : 문남미 

소 트웨어에 한 최소한의 투자로 원하는 사용자의 사

용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과잉 ICT 설비투자를 일 수 있

고 한 지속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련 ICT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2].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스마트주거단지

에 필요한 개방형 랫폼기술과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주거단지를 한 클라우

드 기반의 개방형 체계에 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련 선행연구  

2.1 주거에 ICT 용 련 연구     

   오늘날 디지털 TV의 보  등 가정 내의 정보 이용환

경이 개선되고 디지털 컨버젼스의 가속화에 따른 ICT패

러다임의 변화와 확산에 따라 주거에 한 ICT 용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로도 거주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홈 환경으로 발 하고 있다 [3].

   홈네트워크 구성 기술은 홈 내부의 네트워크인 홈네트

워크, 홈 외부 네트워크인 액세스 망, 콘텐츠 는 솔루션 

등 3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며, 내에 있는 정보기기들은 

홈네트워크를 통해 홈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홈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외부 액세스 망과 연결된다 [1][3].   

   이를 요소기술별로 살펴보면, Home PNA(Phone Line 

Network Alliance), Ethernet, PLC(Power Line 

Communication),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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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1394,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홈네트워크 등의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과 xDSL, FTTC, 

FTTH(Fiber To The Home), 이블, 성망 등 유무선 

통신망 기술, OSGi 서비스 임워크 기술  외부 액세

스 망과 홈네트워크를 연동시키는 홈게이트웨이 기술, 

내의 여러가  기기  홈네트워크를 연동  제어하는 

홈서버 기술, 다양한 서비스를 구 하기 해 필요한 컨텐

츠와 솔루션이 있고 이를 여러 가지 로토콜에 정합시킬 

수 있는 미들웨어 솔루션 등이 있다 [3].   

   

2.2 주거용 개방형 랫폼 련 연구   

   Zimmermann과 Vanderheiden [4]이 게이트웨이 방식

으로 어 리 이션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국제표

을 ‘Universal Control Hub‘ 라는 이름으로 연구하 고  

Huang 등 [5]은 Web2.0에 기 하여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DPWS (Device Profile for Web 

Services)기반의 가 기기제어용 서비스 랫폼 WHALE

을 연구하 다. 한 Chen과 Tzeng [6]은 OSGi 기반의 

이종 표 과 로토콜을 사용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랫폼을 연구하 다. 한편 ETRI는 앞서

의 부분 인 랫폼의 연구를 넘어 국책과제로 주거용 개

방형 홈네트워크 임워크(OHF) 체에 해 연구하

는데 OSGi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등과 같은 국제 표 을 수용하고 유비쿼터스 주거환경에

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의도에 맞도록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응용 로그램  네트워크간 상

호연동, 품질보장, 안 한 사용을 지원하기 한 기술을 개

발하 다 [7].   

      

(그림 1) 개방형 랫폼기반의 스마트주거*[7]의 98쪽 인용 

2.3 Cloud Computing의 련 연구  

   인터넷 기반 (Cloud)의 컴퓨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1960년  미국의 컴퓨터 학자인 Jhon McCarthy가 “컴퓨

터 환경은 언젠가는 공공재 (Utility)화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이래 주로 SaaS (Software as a service)

에 집 되어 왔으나 2000년  반 MicroSoft사가 웹 서

비스를 개발함에 따라 SaaS 개념이 확장되었고 IBM은 

Autonomic Computing Manifesto에 규정함으로써 클라우

드 컴퓨 개념을 확립하 으며 Amazon은 그들의 데이터

센터 유휴자원을 활용하 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힘

입어 클라우드 컴퓨 의 개념은 단순히 SaaS를 넘어 

Platform as a service와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등으

로 확 되었다 [8]. 

      (그림 2) Cloud Computing의 계층구조*[8] 인용 

 

   계층구조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Cloud Client 계층이 있는데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

양한 디바이스, 운 시스템, 부라우져 등과 같이 어 리

이션 달에 있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 에 의존하는 계층이고, 둘째, Cloud 

Application 계층 는 Software as a service (SaaS)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어 리 이션을 설치

하거나 작동시킴이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계층을 말하며, 셋째, Cloud Platform 계층은 Platform 

as a service (PaaS) 라고도 하는데 이는 Cloud 

infrastructure를 기반으로 필요로 하는 어 리 이션을 구

입하거나 유지/보수함이 없이 서비스로 Cloud 어 리 이

션을 유지하는 랫폼을 의미한다 [2][8]. 

   Chang과 Zhou [9]는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와 자원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화

(Visualization)를 기반으로 크라우드 컴퓨  개방체계 

(Cloud Computing Open Architecture)를 구성하기 한 7

가지 클라우드 컴퓨 기본요소(Principles)와 10개의 구성

모듈을 아래 (그림 3)과 같이 제시하 다.

     (그림 3) Cloud Computing Ope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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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Yang 등 [10]은 가정에서 디지털 가 기기를 통

해 IT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체계를 제시하 는

데 이는 스마트홈과 스마트 게이트웨이 개념에 클라우드 

컴퓨 개념을 목하여 가정에서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한 스마트홈의 

계층체계로 인 라 계층, 랫폼 계층 그리고 서비스 계층

으로 구분하 다. 그러나 이러한 크라우드 체계는 아직 개

념수 으로서 랫폼 등 주요 구성요소에 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공동주거 등에 한 고려가 없으며, 지속 가능

한 서비스 제공이 요하므로 서비스 공 업자 입장의 고

려도 필요한데 이 역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단지 개방형 체계

3.1 스마트 단지 리 체계  

   스마트 단지 리의 주요한 구성요소로는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단지모듈과 단지 리센터 모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모듈이 있고 스마트 단지모듈에는 

단지 내부에서 스마트홈  스마트단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 인 라인 스마트단지 네트워크, 서버, 게이트웨이  

서비스제공을 한 각종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리센터 모듈은 단지를 제하기 한 제설비,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모듈은 개방형 랫폼, 통합운 센터, 통합 DB, 하드웨어

와 네트워크 인 라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단지 리 체계

3.2 스마트 단지 리 랫폼 계층

  스마트 단지 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지 리 랫폼

은 통합정보 계층, 통합운  계층, 공통기능 계층  외부

연계  계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합정보 계층은 

단지 포탈, 콘텐츠 제어/ 리, 스  리, 데이터 수집 

등을 처리하여 홈서비스인 엔터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서비스, 맞춤형 정보서비스, 보안서비스, 에 지 리 서비

스, 환경 련 서비스, 컴뮤 티 서비스  시설물 리 등 

다양한 단지 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통합운  계층은 

인증, 보안, 과 /정산, 통계/리포트, 센터운  등을 제공한

다. 외부연계 계층은 외부 콘텐츠 CP 연계, 공공기  연

계, 모바일 ASP 연계, 도시통합센터와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공통기능 계층은 랫폼에서 공통으로 사

용되는 기능과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코드  메시

지 리, 메뉴 리, 백업업무  유틸리티 등을 수행한다.  

     

4. 결론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주거단지 서비스는 유틸리티

와 같이 서비스를 한 인 라와 하드웨어/소 트웨어에 

한 최소한의 투자로 사용자의 사용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과잉 설

비투자를 일 수 있고 한 지속  수요를 창출할 수 있

어 련 ICT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되나 

클라우드 컴퓨 은 개인정보의 유출될 우려가 있고, 재해

로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되면 백업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

며 사용자가 원하는 어 리 이션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고 통신환경이 열약하면 서비스 받기가 힘들다는 약

이 있어 이를 보완할 시스템  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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