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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들어 무선 홈 네트워크에 기반한 센서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환경에서 센서 장치들은 대량의 장치들이 특정 위치가 아닌 편재된 환경에 존재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센서 장치들의 정보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센서 정보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 간, 정보를 중계해주고 관리해주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간 정보를 중계하고 관리해주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구현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센서 장치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하여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 서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홈 네트워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황 
인지(context awareness) 서비스를 위한 센서 장치의 활용 
방안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 장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은 각 센서 장치의 
특성과 센서 장치간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프로토콜등을 모두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 많은 
센서 장치의 특성과 네트워크 특성을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지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 간, 정보를 
중계하는 미들웨어를 구성하고 미들웨어는 어플리케이션에 
일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센서 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서 장치는 미들웨어가 관리하며 다양한 센서 장치의 
지원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들웨어가 센서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VDT 구조[1]를 확장하여, 무선 환경의 센서 장치에 적합한 
가상 센서 장치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 센서 장치에 대한 센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상 센서 장치와 
가상 센서 장치를 표현하는 방법인 Virtual Device Template 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2 장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센서 
미들웨어의 세부 모듈에 대한 설계와 예제를 소개하며, 
4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2. 센서 서비스 구조 

센서 서비스는 상황 정보를 센싱하는 센서 장치와 
센싱한 정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센서 장치와 
어플리케이션 간에 정보를 중계해주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센서 
서비스 구조는 그림 1 과 같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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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 서비스 구조 
 
그림 1 의 상단에 위치한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일반적으로 센서 장치로부터 센싱된 데이타를 수신하고 
센서 장치를 제어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간에 위치한 미들웨어 모듈은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의 중간에 위치하여 센서 장치로부터 센싱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관리, 가공하여 어플리케이션에 
가공된 데이타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센서 장치에 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을 해석하여 해당 센서 장치에 제어 
요청을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단에 위치한 센서 
장치들은 물리적인 센서 장치들을 의미하며 센싱한 
데이타를 미들웨어로 전송하거나 미들웨어로 부터 제어 
명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1 의 센서 서비스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은 미들웨어의 존재이다.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간 정보를 중계해주는 미들웨어는 
어플리케이션과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통신해야 하며, 
다양한 센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를 센서 
미들웨어로 부르기로 한다.    

 

2.1 가상 센서 장치(Virtual Sensor Device) 
  가상 센서 장치는 어플리케이션이 센서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형태를 가진 센서 장치들을 

하나로 묶어 단일 센서 군(群)으로 표현하고 이 센서 군을 

하나의 가상 센서 장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설명한 동일한 형태란, 센서의 종류에 따라 센서를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센서의 형태를 빛 센서, 

온도 센서, 톤 센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 

센서 장치는 동일한 센서 형태를 가진 센서를 하나의 

장치로 표현할 수 있다. 센서 장치를 가상 센서 장치로 

표현하는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센서 네트워크 상에 수십, 수백개의 다량의 

센서 장치들이 놓여져 있을 때, 모든 센서 장치를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가상 센서 장치를 통해 단일화된 

접근방법 제공. 

(2) 어플리케이션은 센서 장치의 하드웨어 특성이나 

센서 네트워크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센서 

미들웨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 센서 장치 

이용 가능. 

(3) 다수의 센싱 데이타를 필요로 하거나, 다수의 

데이타에 특정한 처리나 가공을 필요로 할 때, 

가상 센서 장치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 가능. 

(4) 새로 추가되는 센서 장치나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필요 없이 센서 미들웨어가 제공하는 가상 

센서 장치에서 제공. 

 

  그림 2 는, 가정 내의 동일한 형태의 센서 장치를 하나의 

가상 장치로 나타내는 예제 이다.  

(그림 2) 센서 장치들의 가상 센서 장치화 

 

  그림 2 의 센서들은 가정 내의 안방, 거실, 작은방, 

부엌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놓여져 있으며, 각각의 센서는 

T(온도 센서), L(빛 센서), M(자기 센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에서는 모든 지역에 놓여져 있는 빛 

센서를 연결하여 Virtual Light Sensor 장치로 표현하는데, 

동일한 형태를 가진 센서들을 센서 미들웨어 내에서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가상 장치로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표현한다. 그림 2 의 센서 미들웨어가 

가상 센서 장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 센서 장치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 표 1 은 센서 미들웨어가 센서 장치를 

표현하기 위한 세 가지 속성을 나타낸다. 
<표 1> 센서 장치를 표현하는 속성 

필수 속성 설  명 

 Type 센서 장치의 형태(Light, Temp, Mag...) 

 Location 센서 장치의 위치(Area1, Area2, Area3...) 

 Node ID 센서 장치마다 할당된 ID 
 
  센서 미들웨어가 센서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표 1 의 

속성이 지정되었을 때 가능하다. 센서 네트워크 상의 센서 

장치들은  표 1 의 속성이 각각 할당되어 있어, 센서 

미들웨어가 전송하는 메시지에 포함된 속성으로 메시지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센서 미들웨어는 표 1 의 각 

속성의 할당 여부에 따라 센서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Type, Location, Node ID 속성 할당 – 특정 형태를 

지닌, 특정 지역에 위치한, 특정 ID 를 가진 센서 

(2) Type, Location 속성 할당 – 특정 형태를 지닌, 

특정 지역에 위치한 모든 센서 

(3) Type 속성 할당 – 특정 형태를 지니고, 모든 

지역에 위치한 모든 센서 

 

  표 2 의 세 가지 속성을 사용하여 센서 장치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센서 장치를 군(群:group)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다. 가상 센서 장치는 표 2 의 형태, 

위치, 센서 ID 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속성을 통해 

센서 미들웨어에 센서 장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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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군 단위로 접근하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이 센서 

장치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일 센서 장치만을 

사용하는 서비스 외에 센서 군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Virtual Device Template 
  본 논문에서 가상 센서 장치는 Virtual Device 

Template(VDT) 이라고 하는 XML 문서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되며, VDT 를 통하여 센서 미들웨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상 센서 장치를 표현하게 된다. VDT 는  

표 2 의 세 가지 속성 외에도 센서 장치의 형태에 따른 각 

센서 장치의 속성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센서 장치의 

속성과 기능은 센서 장치 형태에 따른 고유의 속성과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빛 센서 장치의 속성은 “빛 

센서 값”이 있으며,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빛 센서 값을 

얻어온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속성과 기능이 

포함된 VDT 는, 표 2 의 속성을 사용하여 센서 장치에 

접근하고 속성과 기능을 사용하여 센서 장치를 동작하게 

된다. VDT 는 크게 3 가지 영역과 각 영역에 포함된 부속 

속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 의 각 속성에 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VDT 속성 Table 

Section Attribute description 

 deviceName 가상 센서 장치의 이름 

deviceType 센서 장치의 형태 

deviceLocation 센서 장치의 위치 

센서 표현 
속성  

deviceId 센서 장치의 ID 

functionId 센서가 제공하는 기능의 ID 

 functionType 센서 기능의 세부 분류 

 actionId 제어 기능(action)의 ID 

 parameterId action 파라미터의 ID 

 dataType 파라미터 데이타 형식 

센서 제어 
기능 

 direction action 의 입,출력 흐름 

 eventId 센서가 제공하는 이벤트 ID  센서 
 이벤트  dataType 이벤트 결과값 데이타 형식 

 
  표 2 는 실제 VDT 를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속성을 

나타낸다. 센서 표현 속성 영역은 VDT 로 센서를 

제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속성이다. 

적어도 Type 속성은 지정되어야 센서 미들웨어가 센서에 

접근할 수 있다. 센서가 제공하는 기능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이 VDT 를 통해 센서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VDT 에서 

제공하는 action 을 통해 센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센서의 이벤트 영역은 센서 장치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명하는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VDT 에서 제공하는 event 를 통해 센서 장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식별하고 수신받을 수 있다. 온도 센서를 VDT 로 

표현하는 예제는 다음과 같다. 센서 미들웨어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온도 센서를 가상 온도 센서 장치로 

생성하고자 할 때, 가상 온도 센서 장치의 deviceName 

속성은 Virtual Temperature Sensor 로 명명한다. 

deviceName 속성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상 온도 센서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다음 가상 센서 

장치의 형태를 지정하는 속성인 deviceType 속성에 

Temperature 를 할당한다. 온도 센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분류를 functionId 와 functionType 에 설정한다. 예를 들면, 

온도 센서 본연의 기능인 온도 값을 얻어오는 기능인 

TempSensor, 온도 센서의 전원을 관리하는 PowerSwitch 

등으로 온도 센서가 제공하는 기능을 설정한다. 온도 센서 

장치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온도 센서 값을 

얻어온다.”라는 기능을 actionId 속성에 GetValue 로 

할당하고 parameterId 속성과 dataType 속성에 알맞는 값을 

지정한다. 다수의 센싱 값을 평균하고자 할 때, action 

속성을 확장하여 GetValueAvr 로 설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VDT 에 추가할 수 있다. 온도 

센서를 모니터링 하고자 할 때, 온도 센서는 eventId 

속성에 MonitorTempValue 값을 통해 특정 조건에 이벤트를 

발생한다.  
 

3. 센서 미들웨어 설계 

   
  그림 1 에서 보인 센서 미들웨어는 세가지 계층으로 

나뉜다. 이번 절에서는 센서 미들웨어 내, 각 계층의 

역할과 모듈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3 은 각 계층을 

구현하기 위한  모듈을 나타낸다. 

(그림 3) 센서 미들웨어 모듈 

 

3.1 센서 미들웨어 모듈 
  -  Application Adaption Layer 모듈 

(1) Application Adapter -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 

(2) XML Parser - 센서 미들웨어에서 생성한 VDT 

정보를 XML 문서로 생성하고, Application Adapter 

모듈에서 수신한 XML 문서를 해석 

(3) Device Message Control -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해석한 정보를 Device Message 

Dispatcher 모듈로 요청/응답 

  - DPL 모듈 

(1) Device Message Dispatcher - AAL 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DPL 내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해당 

메시지 요청/응답 

(2) Device Controller - AAL 계층에서 요청한 센서 

데이타의 가공/처리/제어 담당 

(3) Device Repository - 센서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고 갱신 

(4) Virtual Port System - 각 센서 장치로부터 통신 

채널을 생성하고 관리   

  - SDDL 모듈 

(1) Sensor Management - 실제 센서 장치와 송, 수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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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유틸리티 및 DPL 계층과 통신 

(2) Sensor Communication - 실제 센서 장치와 통신을 

담당하는 모듈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미들웨어가 교환하는 메시지 

형식은 지정된 메시지 속성을 가진 XML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표 3 과 같은 메시지들을 제공한다. 

 
<표 3>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미들웨어의 통신에 사용되는 메시지 

메시지 종류 설명  

queryDeviceList 센서 장치 리스트 요청 

queryAction 센서 장치 제어 요청 

notifyEvent 센서 장치의 이벤트 통보  

subscribeDeviceEvent 센서 장치로 이벤트 등록 

Fault 오류 메시지 
 

  센서 네트워크 상의 센서 장치는 센서 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Message Dispatcher 모듈이 센서 미들웨어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해석하여 해당 기능을 실행한다. 

 

3.2  센서를 활용한 서비스 사용 예제 
  그림 1 의 가정내에 설치된 센서 장치를 대상으로 집안 

전체의 온도를 구하는 예제를 설명한다. 본 예제에서는, 표 

1 의 메시지와 표 2 의 VDT 속성을 사용하고, 그림 3 의 

센서 미들웨어 모듈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가정 

내에 설치된 온도 센서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VDT 는 

2 장에서 설명한 가상 온도 센서 장치의 VDT 를 참고한다. 

센서 미들웨어는 어플리케이션이 온도 센서 장치를 

요구하는 queryDeviceList 메시지 요청에 가상 온도 센서 

장치의 VDT 로 응답한다. 집안 전체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 

집안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온도 센서의 센싱 값을 

획득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VDT 에 

기술되어 있는 function 중, 온도 센서 주변의 센싱 값을 

얻고 센싱 값의 평균을 구하는 GetValueAvr function 을 

이용하였다.  

 

(그림 4) 센서 미들웨어 내의 각 모듈간 데이터 흐름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수의 센서를 제어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가상 센서 장치를 제공하는 센서 

미들웨어의 동작에 대해 설명하였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무선 홈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센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센서 미들웨어를 설계하였다. 센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제공하려면, 어플리케이션과 센서 

장치 사이에 미들웨어를 구성하여 센서 장치를 가상화 

시키고, 가상화된 센서 장치를 사용하여 통일된 인터페이스, 

군(群) 단위 센서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모델을 바탕으로 센서 

미들웨어를 구현하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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