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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홈네트워크 비전문가, 현장 적용자 및 소비자가 쉽게 홈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 기기, 서비스 및 기타 기술 관련 용어를 적용되는 범

위와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명칭과 내용을 표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홈네트워크 전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표준화된 명칭과 내용을 정의

하고 사용을 권장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홈네트워크는 특성상 건설, 통신, 정보기기, 제어 등 다양한 산업의 결합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복합형 산업으로 관련 업체의 주력 분야가 상이한 경우 동일 장비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와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기획, 설계, 시공, 사용,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상호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며, 의미의 합

의에 있어서 많은 부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기도 한다. 

홈네트워크 용어 표준화는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줄이고 본질적 이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통하여 

고급 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원 활용

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는 기획에서 유지보수에 이르는 산업 전과정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직접적인 비용절감을 유발하며, 축적된 자원은 새로운 장비, 기술 및 서비스의 개

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 선순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홈네트워크 용어의 표준화는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유비쿼터스나 u-City와 같이 새로운 산업 분야에도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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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4.2 국내표준 

   N/A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N/A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N/A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N/A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N/A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 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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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o help the non-experts, the users for field application and general consumers 
to understand and use the home networks, the terms for the Homenetwork related 
equipment, devices, services and technical things will be classified and defined 
based on scope and use.  

2. The summary of contents

To define and promote the standard terms and contents for the wordings 
frequently and generally used in the home network busines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Homenetwork is characteristically a complex industry which requires the 
integration of various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control system and etc... so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related 
companies have different core businesses and use different terms and definitions 
for the same devices and services. The situation has generated misunderstandings 
among them through the works of planning, designing, construction, utilizing, 
maintenance, and also has required many additional efforts to agree on the 
meanings of terms and definitions.
Standard terminology for home network can allow us to minimize the exhaustive 

controversies and also to approach the issues easily, to work efficiently and also 
to help the people even without high skills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to 
utilize the resources economically.
The effect can help us to efficiently derive the overall process from planning to 

maintenance, which can help reduce the direct costs and create a maneuvering 
room for the accumulated resources to be reinvested into the new equipment, 
technology and services, for further development in a way of virtuous circle. 
Additionally the standard terminology for home network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 homenetwork industry, but also to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n a way of providing the criteria for the new industries such as 
the ubiquitous and u-City, which have expanded based on the homenetwork. 

4.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N/A

4.2 Domesti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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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Dates for 

Establishment/Revision
Remarks for 

Establishment/Revision

1st Volume 2008.12.19 Establishment

   N/A

5.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N/A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N/A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Whether subjected to authentication for conformity or not

   N/A

7.2 Whether test standards established or not 

   N/A

8. The History of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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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용어

(Homenetwork Terminologies)

1. 개요

홈네트워크 비전문가, 현장 적용자 및 소비자가 홈네트워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 기기, 서비스 및 기타 기술 관련 용어를 적용되는 범위와 용

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명칭과 정의를 표준으로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홈네트워크 전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표준화된 명칭과 정의의 사용

에 대해 권장한다.

3.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홈네트워크 용어에 대한 표준을 정의한 것으로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사용되

는 기술 명칭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의한다. 

4. 홈네트워크 용어 표준의 분류

홈네트워크 관련 용어는 적용되는 범위와 용도에 따라 세대장비 및 기기 관련 용어, 공

용장비 및 기기 관련 용어, 서비스 관련 용어와 기타 홈네트워크 관련 용어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5. 세대장비 및 기기 관련 용어

공간상으로 세대 내에 위치하는 장비와 기기는 사용자의 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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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Blocking Filter (B/F)

세대 내 전력선통신 신호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필터 장치로서 세대분

전반, 전력 계량함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기기로써 세대분기차단기 이전에 설치

된다.

5.2. DTV

DigitalTV의 약자(略字)로서, 디지털로 압축된 방송의 음성과 영상신호를 수신할 수 있

는 TV수신기로 기존 아날로그방송 1채널 주파수대에 다수의 채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방송의 경우 인터넷처럼 쌍방향 전송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5.3. IPTV (Internet Protocol TV)

IPTV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송국의 컨텐츠를 케이블이

나 공중파가 아닌 인터넷망을 사용해 실시간 방송을 전송하며 특히 인터넷의 기본 특성

인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5.4.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모뎀

전력선통신에서 전력신호(성분)와 데이터 통신신호(성분)를 분리 또는 혼합시키는 신호

변환장치를 말한다.

5.5. STB (Set Top Box)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적절히 변환하여 디스플레이장치

로 그 내용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외부 신호를 주는 장치로는 이더넷 케이블, 위

성파 수신 안테나, 동축 케이블, 전화선, 일반 VHF 혹은 UHF 안테나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내용물로는 영상, 음성, 인터넷 웹 페이지, 게임 등이 될 수 있

다.(디스플레이장치 : TV, LCD, PDP 등)

5.6. UTP (Unshielded Twisted Pair Wire)

비차폐 연선은 외부의 전계, 자계 도는 다른 전송선에서 유도되는 전계, 자계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도전성 물질이 많은 피복을 둘러싸지 않은 연선으로 보통 구내 전

화선이나 구내 정보 통신망의 전송 매체로 사용된다. 비차페 연선은 카테고리 1부터 7까

지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배선의 용도가 데이터 통신용일 

경우 UTP Cat. 5e 4P를 사용하고, 스위치 접점 제어용일 경우 UTP Cat. 3e 4P로 권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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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스밸브제어기

가스밸브 잠금장치로 잠금신호를 전달하고, 잠금장치의 현재 상태를 통신으로 전달이 

가능한 제어기로서, 독립형 가스밸브제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제어부 등을 말한다.

5.8. 가스밸브차단기

가스밸브제어기에서 받은 신호를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힘으로 가스밸브를 차

단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5.9. 난방밸브제어기, 난방제어기

난방조작밸브에 제어 신호를 전달하기위한 통신장치로서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난방밸

브조작부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며, 각 실 독립 제어방식 또는 일괄 중앙 

제어방식이 있다.

5.10. 단말기 (Terminal)

자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써 사람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자

료를 처리하는 기본 기기를 말한다.

5.11. 대기전력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기기(器機)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대기상태)에서 소모

되는 전력을 지칭한다.

5.12.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대기전력을 사용자가 쉽게 차단하여 소모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스위치를 말한다.

5.13. 방범용 기기류

세대 출입문, 창문 및 발코니 등에 설치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장치로서 자석감지기, 벤트감지기, 동체감지기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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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방화벽

단지 네트워크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의 불법적인 접근

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 

망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보안 시스템을 의미

한다.

5.15. 벤트감지기

세대 창호에 설치하여 일정간격 이상으로 창호가 열린 것을 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5.16. 비상콜버튼

비상 시 외부조작을 통해 신호를 방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5.17. 세대 단자함

주거용 건물(단독 및 공동주택 )의 세대 내에 인입, 인출되는 통신, 방송 배선 및 유무

선 인터넷, 방송 등 장비와 모듈의 분기, 분배, 관리 및 장비의 연결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세대의 전용 단자함을 말한다.

5.18. 예비 인출구

향후 제공될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비하여 설치되는 인출구를 말한다.

5.19. 욕실 비상콜버튼

세대 욕실에 설치되어 비상 시 외부조작을 통해 신호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5.20. 원격검침 전송장치

세대 내의 전기, 가스, 수도, 온수, 열량 등 계량기의 검침 정보를 취합하여 외부 원격

검침서버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분전반, 세대단자함 또는 층별로 별도 마련된 장소에 위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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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웹패드 (Web Pad)

노트북 컴퓨터보다는 작고 PDA보다는 큰 무선단말기로, 소형 액정 화면에 펜인식 터치

스크린 방식 등 여러 가지 입력방식을 통하여 홈네트워크 및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할 수 있으며 집안 내에서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단말기를 말한다.

5.22. 인터넷폰 (Internet Phone = IP Phone)

인터넷망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을 함으로써 통상의 전화처럼 이용하는 시스

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23. 자석감지기

자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문이나 창호의 개폐상태를 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

5.24. 정보가전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전기기를 말한다.

5.25. 조명제어기

조명제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통신장치를 말하며, on/off 또는 조도조절 등의 조명제

어장치를 말하며, 조명스위치 일체형 또는 분리형 등이 있다.

5.26. 침입감지기

세대현관이외에 설치되는 침입을 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5.27. 통합 세대 단자함

세대 단자함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주거용 건물(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 인입, 

인출되는 통신, 방송 배선 및 유무선 인터넷, 홈네트워크, 방송 등 장비와 모듈의 분기, 

분배, 관리 및 장비의 연결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세대의 통합된 전용 단자함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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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홈게이트웨이

외부 액세스망을 수용하고, 댁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프로토콜변환, 제어, 모니터링, 관리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능을 말한다.

5.29. 홈네트워크, 디지털홈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 연결되어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홈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핟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정환경을 

말한다.

5.30.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홈네트워크에 연결된 각종 시스템들의 물리적인 위치, 프로토콜, 운영 체계(OS) 등에 

관계없이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 프로그램. 홈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PC 환경 및 OS의 차

이를 메워 주고, 복잡한 이기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OS 간의 원만한 통신을 이룰 

수 있게 해 준다.

5.31. 홈네트워크 월패드 (Wall Pad)

입주자가 가정 내 정보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벽면에 부착되는 단

말기를 말한다.

5.32. 홈오토 (세대기기)

방문자 확인 및 가정의 방범, 전화, 비디오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홈오토메이션 시스

템의 기본 단말 장치를 말한다.

5.33. 현관 도어폰 (Door Phone)

각 세대 별로 설치되어  방문자가 세대를 호출하여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 있고, 댁내

에서 방문자를 영상 및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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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용장비 및 기기 관련 용어

다중 세대에서 공유하는 홈네트워크 장비와 기기는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로비폰, 

출입제어장치 등과 같이 사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6.1. Backbone

자신에게 연결되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회선으로 소규모 구내 정보 통신망 또는 지선 LAN 상호 간의 통신을 전송하거나 패

킷 교환망에서 통신량의 대부분을 전송하는 전송로, 광역 통신망에서 주요 노드를 연결

하는 고속 전용 회선 등 기업 전산망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주는 고속 통

신망을 말한다.

6.2. Backbone Switch

Backbone 에 스위치 기능이 추가되어 LAN Backbone으로 등장한 기기로 개별층의 스

위치를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와 접속하는 형태와 워크그룹 단위의 네트워크를 Backbone 

Switch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

6.3.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모뎀

- 5.4 참조

6.4. TPS (Telecommunication Pipe Shaft)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를 말한다. TPS에는 통신용도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

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등

을 충족한 경우에는 강전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

6.5. 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상용 전원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양질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

한 장치로 일반 전원 또는 예비 전원 등을 사용할 때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순간 정

전, 과도 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전 시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홈네트워크 시스템 단지관리 서

버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전원 장치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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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계층3 스위치

TCP/IP 구내 정보 통신망을 포함한 TCP/IP 네트워크의 노드에 사용하는 기기의 한가

지로 IP스위치라고도 한다. TCP/IP 구내 정보 통신망에서는 패킷 수신 IP 주소에 대응하

는 출력 포트에 패킷을 전송하는데 IP가 OSI 기본 참조 모델의 제 3계층의 프로토콜에 

있으므로 계층 3 스위치라고 불린다. 계층 3 스위치는 라우터의 경로 정하기 기능(흔히 

IP forwarding기능이라고 함)을 하드웨어적인 처리로 고속화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인트

라넷의 고속 라우터에 사용되고 있다.

6.7. 단지관리서버

홈네트워크 시스템에서 홈네트워크 세대 주장치를 관리하는 서버로 세대 구성원을 인

증하여 주는 인증 서버와 세대 네트워크 통화 및 정보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 서버, 단

지 컨텐츠를 관리하는 컨텐츠 서버, WAP 서버 등 단지의 홈네트워크 기기를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의미한다.

6.8. 로비폰

구획된 여러세대의 대표 출입구자동문(이하 자동문)에 설치하여 출입카드, 비밀번호 또

는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문을 열 수 있으며, 방문자가 각 세대, 경비실, 관리

사무소 등을 호출 음성통화로 입실승인을 득하거나, 댁내, 경비실, 관리사무소에서 방문

자를 영상 및 음성으로 확인하여 자동문을 열어 줄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6.9. 방화벽

- 5.14 참조

6.10. 안면인식기

사람 얼굴의 특정부위가 아니라 얼굴 형태 자체를 인식하여 출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를 말한다.

6.11. 워크그룹 스위치 (Workgroup Switch)

IDF(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에 설치되어 각 세대와 MDF(Main Distribution 

Frame)의 Backbone switch 사이의 트래픽을 전달하는 스위치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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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원격검침전송장치

-5.20 참조

6.13. 주동현관통제기

인가받은 출입자만을 출입시키는 장치로서 관리실 또는 세대와 통신하여 방문자의 출

입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주동현관인근에 위치한다.

6.14. 주배선반 (Main Distribution Frame)

가입자 선로나 중계 선로를 전화국 내에 끌어들일 때 선로 측과 라인 링크 스위치나 

트렁크 등의 국내 기기 측을 접속하기 위한 배선반으로 일반적으로 선로 측의 단자 수가 

교환기 측의 단자 수 보다 많아 집선 역할을 한다.

6.15. 중간 배선반 (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

국내 장치 상호간의 케이블의 집합, 분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상호 접속을 하기 위

한 배선반으로 건물 간선과 연결되는 주배선반과 세대 전용 배선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6.16. 지문인식기

생체인식 기술 중 그 보안성이나 사용자 편리성이 가장 좋은 지문을 이용하여 사용자

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단말기로 초고층 주거문화시설, 사옥빌딩 등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곳, 또는 출입관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다른 부가적 장비(카드, Key)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지문과 PASSWORD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6.17. 차량통제기

외부로부터 단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주차관제서버와 통신으로 확인하여 차

량통제기의 개폐신호를 전송하고, 등록차량의 진출입정보를 주차관제서버로 전송하는 기

기를 말한다.

6.18. 홈네트워크, 디지털홈

- 5.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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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관리 장비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관련 장비로써 원격검침을 수행하기 위한 원

격검침 서버, 차량출입관리 서버, 댁내외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완을 위한 방화벽 등과 관

리 서버 등의 전원을 유지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 장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각 장비들은 집중구내 통신실에 설치된다.

7. 서비스 관련 용어

홈네트워크 장비 및 기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명칭과 정의에 대하여 

정의한다.

7.1. TPS (Triple Play Service)

단일 또는 이종 네트워크를 통해 VoIP,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음성, 데이터, 방송 기

반의 3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형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음성, 데이터, 동

영상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사업자의 단일 인프라를 통해 제공 받음으로써 사업자는 수

익성 제고 및 가입자 확대, 경쟁력 확보의 장점을 얻게 되고 소비자는 저렴한 사용료와 

서비스의 일원화에 따른 이득 등을 제공 받게 된다.

7.2. 가스밸브차단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기기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리모컨, 웹패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3. 난방제어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기기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리모컨, 웹패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On 또는 Off 시키거나(중앙제어) 난방밸브를 제

어하는 것(개별제어)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종류나 난방밸브 온도조절기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일러 On/Off, 온도 조절의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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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냉방제어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 주장치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리모컨, 웹패

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댁내 냉방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냉방

기기의 종류, 제어기술, 설치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냉방기기의 On/Off, 

온도 조절의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말한다.

7.5. 단지내 화상통화 서비스

댁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세대기기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 

리모컨, 웹패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단지 내 세대 간에 영상통화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6. 무인택배 서비스

출입통제시스템이나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연동돼 수취자가 무선카드로 출입구로 들

어가면 물건이 도착했다는 안내멘트를 받거나 전광판을 통해 배달여부를 확인하고 무인

택배함실로 가서 지문인증이나 출입카드로 물품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신개념 택배서비

스를 말한다.

7.7. 방문자확인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 세대에 방문한 세대현관/ 공동현관 

방문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7.8. 방범 (침입탑지) 서비스

세대내 출입문, 창문 및 발코니 등에 탐지기(마그네틱 센서, 동체감지기 등)를 설치하

여 외부로의 침입을 탐지, 댁내 및 원격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7.9. 엘리베이터 호출 서비스

댁내에서 홈네트워크 세대 주장치를 통하여 현재 엘리베이터의 위치확인 및 호출하는 

기능으로 엘리베이터 도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7.10. 원격검침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댁내 검침기기를 세대방문 없이 원격에서 자동으로 검침하고 사

용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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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조명제어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 주장치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월패드, 통합리모컨, 웹패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조명 기구를 On 또는 Off 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7.12. 차량출입 알림 서비스

사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단지내 차량관리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등록사용자의 댁내에 

차량의 출입을 세대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음성 및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

한다.

7.13. 출입통제 서비스

홈네트워크 세대 주장치 또는 세대 정보 단말기(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리모컨, 웹패

드, 핸드폰, PDA 등)를 이용하여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14. 텔레매틱스 (Telematics)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를 기반으로 이동

통신, 인터넷, 내비게이션 등이 결합된 자동차 원격정보 서비스를 말한다.

7.15. 홈네트워크, 디지털홈

-5.29 참조

7.16. 홈뷰어 (모니터링) 서비스

댁내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댁내의 상황을 원격지에서 PC 및 이동통신 기기등을 가

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17. 헬스케어 서비스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든 병/질환을 점검하고 의사와 상담이 이루어

지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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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홈네트워크 관련 용어

홈네트워크 전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용어나 세대장비, 공용장비, 서비스 등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용어를 정의한다.

8.1. FTTH

모든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방송, 통신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

로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한다.

8.2. PLC (전력선통신) 방식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을 매개체로 음성과 데이터를 고주파 신호에 실어 통신하는 기

술로 기존의 전원 배관, 배선을 이용하므로 별도의 배관, 배선이 필요하지 않다.(예시 : 

Lonwork, LnCP)

8.3.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제품에 붙이는 태그(Tag)에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자

체 안테나를 갖추고 있으며, 리더(Reader)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읽고, 인공위성이나 이동

통신망과 연계하여 정보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칩으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

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8.4. RS-485

RS-485의 정식 명칭은 TIA/EIA-485-A로 미국전자공업협회에서 정의된 통신 방식으로 

장거리, 고속, 다:다 통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자간 양방향 직렬 통신 규격이다. 

RS-232, RS-422, RS-423의 기능을 더욱 진화 시킨 것으로 사용에 있어서 선이나 커넥

터 등의 규약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전용선 방식으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8.5. UTP (Unshielded Twisted Pair wire)

-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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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UWB (Ultra WideBand)

중심 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 또는 점유 대역폭과 상관없이 

500MHz 이상의 대역폭을 갖는 신호로 수 GHz대의 초광대역을 사용하는 초고속의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로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변조 방식 및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방식 등의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 IEEE 802.11과 블루투스 등에 비해 빠른 속도와 

저전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거리 무선사설망에서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 기기 및 

가전제품을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네트워크분야

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파를 이용하므로 다른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와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사용 주파수의 범위 제한 

등의 조치로 대처가 가능하다.

8.7. WLAN(Wireless Lan; 무선랜)

보통 무선랜이라고 하며, 무선 네트워크를 하이파이 오디오처럼 편리하게 쓰게한다는 

뜻에서 와이파이(Wi-fi)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

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PDA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전화선이나 전용선이 필요 없으나 PDA나 노트북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8.8.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무선사설망)

무선을 이용하는 개인영역네트워크(PAN: Personal Area Network). 근거리 무선 네트워

크로써 PC, 개인휴대정보단말기, 무선 프린트, 저장 장치, 무선 전화기, 페이저, 셋톱박

스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 장비들과 같은 휴대용 컴퓨팅 장비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

크 망을 말한다.

8.9. Zigbee

무선 개인영역 통신망 규격(WPAN)인 IEEE 802.15.4 기준에 기초한 작고 낮은 전압으

로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프로토콜 기준임. 무선 개인영역 통신망

(WPAN)이란 주변장치 접속을 통해 무선으로 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지그

비(ZigBee)는 적은 전력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과 홈오토메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지그비는 스스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니저를 중심으로 

254개의 보조노드들로 구성이 된다.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작고 수명이 오래가는 

기기를 사용하는 지그비는 간단한 조작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지그

비는 홈오토메이션에 탁월하여 집안 어디에서나 버튼 하나로 불을 켜고 끈다거나 온도 

조절, 방범, VCR 관리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ZigBee는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제어기기와 센서가 주로 사용되는 산업자동화 등의 분야에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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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단일망

홈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를 한 개의 망으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망으로 한 

개의 IP망과 Backbone Switch, 동 스위치, 세대 스위치 등이 모두 1개씩만을 필요로 하

며 사설 IP를 운용할 수 있는 NAT Server가 필요하며 보통은 Firewall이 담당한다. 홈네

트워크 수천대를 담당할 고성능으로 구성된 서버를 위한 스위치가 필요하며 만약 

Backbone Switch에 여유 port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외부에서 

내부의 홈네트워크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공인 IP Address가 요구되며 통상적으로 

Primary IP(인터넷망의 공인 IP Gateway)와 Secondary IP(홈네트워크망의 사설 IP 

Gateway)를 동시에 운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한다.

8.11. 무선방식

홈네트워크 통신방식 중 배관,배선이 없이 전파를 통하여, 신호·부호·영상·음성 등의 정

보를 교신하는 방식으로 WLAN, 블루투스, RF, 적외선, ZigBee, UWB 등의 무선 통신 

방식이 있다.

8.12. 방화벽

- 5.14 참조

8.13. 블루투스 (Bluetooth)

2.4GHz 대역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이동단말기·가전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쌍

방향으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WPAN (IEEE802.15.3)에 정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세계표준의 한가지이다.

8.14. 예비인출구

- 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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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이중망

홈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를 각각 별도의 전용망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두 

개의 IP망과 Backbone Switch, 동 스위치, 세대 스위치 등이 2개씩 필요하며 홈네트워

크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한 방식으로 인터넷 트래픽과 홈네트워크 트래픽이 각각의 망

을 통하여 Backbone Switch와 Workgroup Switch로 연결되는 이원화 방식이다. 입주자

에게 전용의 홈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인터넷 장애 시에도 홈네트워

크 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지만 설치비 및 관리비가 단일망에 비해 고가

인 단점이 있다.

8.16. 홈 RF (Home Radio Frequency)

가정 내 환경에서 컴퓨터, 전화, 텔레비전, 오디오 기기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하나

의 무선 네트워크 표준을 말한다.

8.17. 홈네트워크, 디지털홈

- 5.29 참조

8.18.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 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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