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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다양한 어 리 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기 한 필수 인 요소인 멀티미디어 

개념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홈 내 상황에 한 정보를 얻기 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성향을 가미한 서비스를 구성원 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12byte의 salt 함수를 해쉬화 알고리즘에 이용하여 자체 인증 기법을 통

한 정상 인 인증을 거쳐 홈 서버에 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보다 가벼우면서

도 강인한 인증 차를 가져오도록 보안 인 근을 꾀했다.

1. 서론

   최근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격한 발 으로 등장

한 첨단 시스템의 활용과 지능형 홈에 한 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홈 네트워킹 기술과 다양한 멀티

미디어 응용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화를 추구하기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홈 네트워크 서비

스의 보 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의 

로 일과 유사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와 욕

구에 착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란,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제공되는 

정보들에 해 여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들을 정제

(精製)함으로써 사용자 개인의 취향에 알맞은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지능형 홈 네트워크

란,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  기기가 유무선 홈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능형 디지털 

홈서비스를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 지향 인 가정환경을 의미한다. 

통신망 기술의 발 은 고속의 상처리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  하 으며, 고속 통신망의 등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웹 기반 

원격 상 감시  제어 시스템의 실 이 가능해졌

다. 한 디지털 비디오 기술을 이용한 원격 상황 

감시 시스템으로 상황실에서 원격지의 상황을 직  

리할 수 있게 되었고, 제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격지 상/음성 신호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단하거나 각 장치들의 운용상태 확인, 비정상 사

건상황의 상/음성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기록 

장하거나 필요에 따라 송하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을 해서는 원격 감시 기

술, 상 처리 기술, 분산 일 장 기술과  트래픽 

방지를 해 분산 제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lient/Server 환경에서의 복합 인 인증 

차를 거쳐 모바일 상에 치한 클라이언트를 통한 

원격지의 상황을 직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홈 내 상황에 한 실시간  원격 감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2. 련 연구

2.1 사용자 인증  근 제어

홈 네트워크에서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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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 암호화인지  복호화인지 체크-암호화

    if (“-e".equals(args[0])) {

       create salt(byte[12])

       createPassword new 

SecretKeyFactory(PBEKeySpec(password)."PBEWithSHAAndT

wofish-CBC")

권한 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의 신원확인을 한 인증기능도 요구된다. 근 권한에 

한 제어 기능은 홈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서비스의 종류

가 다르고, 이에 해 근할 때 사용자 인증 기술의 활

용이 필요하다. 유비퀴터스 컴퓨  환경을 고려할 때 

근 제어를 한 ACL(Access Control List)은 홈 게이

트웨이에서 종합 으로 리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 이겠지만, 인증되어진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가 이미 정해진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디바이스 내에 

사용자 인증을 통한 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효

율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보 단

말기기의 낮은 성능을 고려한 인증 기술의 활용  용

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합한 새로운 인증 기술로서 

RFID 태그 기반의 연구가 두되고 있다.

2.2 지능형 에이 트 시스템

지능형 에이 트 시스템은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등의 지능 인 특성을 갖는 에이 트’를 말한

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가 직  수행하

여야 하는 각종 작업을 신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에이 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응할 수 

있는 응성이 필요하다. 를 들면, 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에이 트는 구매자의 취향에 가장 한 

상품을 탐색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 화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지능형 에이 트는 재 시스템

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동 방식을 악하여 사용자

의 취향을 알아내고 이를 작업 수행에 용할 수 있

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지능형 에이 트의 핵심은 

사용자의 행 를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사용자의 의

도를 악하여, 사용자가 심을 가지는 정보를 추

출하여 생성하는 사용자 로 일의 정확도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사용자 로 일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에이 트 구조를 용하 다.

2.3 인증에 한 기술  고찰

인증은 메시지, 혹은 사용자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사용자나 메시지의 신원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해쉬라고도 불리는데, 

메시지의 데이터가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

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지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한방향(one-way) 함수이므로 

해쉬를 복호화해서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

능하다. 

자 서명은 데이터 원형에 한 보증과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 사용되어진

다.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기 해서는 공개-개인키

가 한  있어야 한다. 자 서명을 생성하기 해 

서명해야 하는 메시지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

하고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는 단

순히 암호화와 인증만이 련된 수학  알고리즘은 

아니다. 암호는 조직 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션 키 암호화와 같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

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매우 요하다.

3. 상 스트리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설계 

 

(그림 1) 체 인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인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 카메라를 통해 상 정보를 수

신한 서버는  시스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서버 제어기(server controller)를 통해 획득되어

진 상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

에게 송신하게 된다. 정보를 요청한 사용자는 인증 

차를 거치게 되는데 user profile DB로부터 모니

터(monitor)되어진 사용자의 행동성향을 추출한 후, 

DB manager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모듈을 거쳐 사

용자 디바이스의 합한 형태로 변환 후 상 정보

를 송하는 차를 거치게 된다.

3.2 사용자 인증  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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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if (User_Info ∈ User_Auth_List) then {

     Get User_Device_Info

     for(play Inter_Home_Cam#) do {

        check_Time 180sec

        binaryTo Pic_current_Info

        callingToDB binary_Pic_last_Arrange_Range

        compareTo( 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e, 

binary_Pic_last_Arrange_Range)

        if(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e ∈  

            binary_Pic_last_Arrange_Range) then {

            play Inter_Home_Cam#_Info      }

        else then {

            if(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e / 

binary_Pic_last_Arrange_Range ≤ 0.2) then {

            updateToDB 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 

&& Pic_current_Info

            replaceToDB (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 

&& Pic_current_Info, binary_Pic_last_Arrange_Rang && 

Pic_last_Info,   }

            updateToDB 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 

&& Pic_current_Info

            replaceToDB (binary_Pic_current_Arrange_Rang 

&& Pic_current_Info, 

    binary_Pic_last_Arrange_Rang && Pic_last_Info, 

          select Pic_current_Info && Pic_last_Info

           convertTo (User_Device_Format, Pic_current_Info 

                    && Pic_last_Info)

            send MSG(Alert, Pic_current_Device_Format 

                   && Pic_last_Device_Format)  }     }

    else      Request User_Info     }

End    

    create paramSpec(PBEParameterSpec(salt, ITERATIONS)

    create SecretKey

    Ciper.init("ENCRYPT_MODE, SecretKey, paramSpec)

    create BASE64Encoder(encode(saltString))

    return saltString && ciperText

    }

  else {

    create saltArray(BASE64Decoder(decodeBuffer(salt)))

    create PBEKeySpec(password)

    create SecretKeyFactory("PBEWithSHAAndTwofish-CBC")

       create SecretKey(KeyFactory(keySpec)

       create PBEParameterSpec(saltArray, ITERATIONS)

       Ciper.init(Ciper.DECRYPT_MODE, key, paramSpec)

       create plaintText(cipher.doFinally(ciperText)

       return plaintText      }

End    

(그림 2) 엔코딩과 허용범  체크 알고리즘

(그림 2)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을 한 복합화된 

암․복호화 과정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이다. 복합화

된 암호화를 해서 12byte salt 함수를 생성하고, 

생성되어진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생성

한다. 한 복호화를 해서는 생성되어진 salt 함수

를 디코딩을 한 후 일차 으로 패스워드를 추 한

다. 추 되어진 패스워드 정보는 생성한 복호화 키

를 이용하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3. 개인화된 행동 패턴 분석과 수행 알고리즘

재 연구되어지고 상용화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부분은 상 속도와 상 질에만 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상 

속도와 더불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홈 

서버에 속시마다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속화면

을 바라보고 사용자 각자가 원하는 캠 정보를 찾아

가는 수고를 원치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

한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  학습하고, 이를 기

반으로 응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P u,a=
P u,act[ i]

∑
n

i=1
P u,act[ i]

+P u,rec[ j]       

(식 1)

(식 1)은 사용자 u에 한 행동패턴을 분석하기 

한 것으로 사용자 u가 가장 최근에 취했던 행동 

패턴과 사용자가 재 취하고 있는 행동이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에 있어 어느정도의 요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 한 것이다.

Pu,a  는 사용자 u의 행동 패턴 a를 나타내며, 

Pu,act[i]는 사용자 u가 재 취하는 행동 패턴이 사용

자 u가 취했던 모든 과거 행동패턴들에서의 요도

를 나타낸 것이며, Pu,rec[j]는 사용자 u가 가장 최근

에 취했던 행동패턴을 나타낸다. 사용자 행동에 

한 패턴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취했던 행동들에 해 

재검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이  행동을 취하

는데까지 걸리는 리소스와 시간  지연을 일 수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모바일 디바이스의 

최  약 인 상 정보의 한 처리와 시간  지

연 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림 3) 홈 내 정보 획득  경고 발송 알고리즘

(그림 3)에서 보여지는 알고리즘은 재 홈 내에

서 발생되어지는 상황에 해 일정한 시간마다 체크

하여 각 상의 색상 정보의 차를 이용하기 해 이

진화한 후, 기존에 장되어 있던 이진화되어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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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안하는 시스템 anyHome secureHome

이용 매체 PDA, 컴퓨터
mobile phone, 

컴퓨터
mobile phone

인증 차 자체인증기법 서버 속 PKI 기반

인증처리속도 5 ~ 10sec 18 ~ 30sec 30 sec↑

상처리( 임) 18 Frame ↓↑ 10 Frame ↓ 18 Frame↑

인증처리 후 

속시간
10 sec↓ 10 sec↓ 8 ~ 15sec↓

개인화서비스 ◎ ✗ ✗

음성 정보 ◎ ✗ ✗

근 정보를 호출한 후 재의 정보와 비교한다. 그 

허용 범  오차가  0.2를 넘으면 홈 내에 변화가 발

생되어졌다는 것을 뜻하여 사용자 디바이스에 경고 

메시지와 함께 재의 정보와 최근의 과거 정보를 

함께 보내게 된다. 

4. 제 안 하 는  시스템의 테스트와 성 능 평가

4.1 제안하는 시스템의 테스트 과정

제안하는 시스템은 설정되어 있는 아이피와 포트

를 이용하여 속모드를 통해 인증을 거친 후에 서

버에 속하게 되며,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분석되어

진 사용자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송받게 된다. 이

러한 통신과정의 데이터를 일 으로 XML문서 형

식으로 리하게 되고, 입력되는 상/음성 정보는 

서버에 의해 제어되어진다.

(그림 4) 제안하는 시스템의 테스트 과정

(그림 4)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한 성능 평가를 

해 연구실에 캠과 지능형 멀티미디어 서버를 설치

하고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홈 내 상황

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트 과정이다. 테스트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가장 큰 제약이었던 시간  지연 

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증 차에 한 부분을 

간소화하고 사용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정제되어

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3%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

왔다. 한 마이크를 통하여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

는 음  지역에서의 정보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보다 향상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

4.2 시스템 구 을 통한 성능평가

<표 1> 시스템 성능 평가

(◎ : 지원 잘됨. △ : 지원 기능, ✗ : 지원 안 됨 )

5 . 결론  향후  연구과제

다양한 홈 네트워킹 응용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가

정과 외부 인터넷과의 요구사항 한 다양해지고 있

다. 따라서, 단순한 송 역의 증가뿐만 아니라 엄

격한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음성 송  실시간 비

디오 스트리  등을 서비스하기 하여 차등 으로 

서비스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홈 내 상황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용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은 원격지의 실 상황을 즉각  반응을 통해 클라이

언트 시스템에 송하는 형태를 가진다. 

향후 홈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있는 서비스의 다

양성을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해  수 있는 센서네

트리크, 임베디드 기술, 추론  단 기술, 보다 정

확한 사용자 패턴 분석 기법 등은 필수  기술이 될 

것이다. 한 사용자의 등록되어진 정보들을 이용하

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자료로 사용하

게 된다면 보다 효과 인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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