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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 인 증가와 기술의 발 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은 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 이 기존에 연구한 스마트 홈 서버 아키텍처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한 가  

서비스 측을 하여 감독형 패턴분석기와 규칙기반 패턴분석기 그리고 사용자감정 분석기를 사용하

다. 그러나 효율 인 홈 서비스를 해 사용자, 가 기기, 센서장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리하는 

방안에 해서는 충분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세부 모듈로써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로 일 리 컴포 트를 설계하며 개선 을 제시한다.

1. 서론

   스마트 홈이란 홈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 들에 한 

컨트롤을 홈 서버가 담당하면서,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분

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효과 인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지능 인 공간을 의미한다 [1][2].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홈 서비스 사용 패

턴이 사용자 로 일(user profile)로 정의가 되어있어야 

한다. Fan 등[3]은 개인화 작업에서 가장 요한 이슈는 

사용자의 선호를 측하기 한 개별 고객의 계산 모델 

구축이라고 제시하 다. 그러므로 홈서비스 측 기법들을 

용하기에 앞서 고객 로 일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은 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기 설계된 

스마트 홈 서버 아키키텍처의 불충분한 부분인 데이터베

이스 리와 사용자 로 일링 리 부분을 도출하고, 도

출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장소 계

층, 미들웨어 계층,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구성된 사용자 

로 일 리 컴포 트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2. 련연구

  재까지 스마트 홈에 한 많은 연구가 다양한 역에

서 진행되고 있다. Ranganathan과 Campbell은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의 상황인식 에이 트에 한 미들웨어를 제

시했다[4]. 그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이 상황인식을 한 미

들웨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에 한 연구를 제시하 고, 

그 미들웨어는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에 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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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에이 트가 담당하여 에이 트에 의하여 변화되는 

상황을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상황

(context)은 일반 인 데이터와는 달리 정의하고 사용하기

가 어렵다. 

   로 일링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상자에 한 로 일을 만드는 과정이

고, 두 번째는 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DB를 구

축하고, DB에서 로 일과 일치되는 사람을 확인하는 과

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로 일링의 결과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로 일링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보

는 그 유형에 의하여 연 (associations), 순차(sequences), 

분류(classifications), 군집(clusters)  측(forecasting) 

로 일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5].  

2.1.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1) 스마트홈 서버의 내부 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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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스마트 홈 서버에서 동

작하는 로세스에 한 흐름도이다 [6]. 

   HIML Creator는 스마트 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Contexts)의 처리  시각화를 한  XML 기반의 마크

업언어를 생성한다. HIML(Home Interaction Markup 

Language)는 스마트 홈서버에서 상황치리를 XML기반의 

Tree로 다룸으로써 실시간으로 상황인식을 담당하는 모든 

내부 로세스들에 하여 상황(Context) 근 방법을 제

시한다.

   Context Manager는 센서 디바이스 번들로부터 생체인

식정보(얼굴표정, 사용자 인증, 맥박, 체온)  환경인식 

정보(사용자 치, 시간, 실내온도)를 취득하여 스마트 홈 

서버에서 설정되어 있는 제어모드에 따라 해당 로세스

로 데이터를 달한다. 모드가 패턴인식 제어 모드로 설정

되어 있을 경우 컨텍스트 정규화를 통하여 모든 데이터가 

0.1-0.9사이의 정규화된 값으로 변경되고 모든 정규화 값

은 Home Service Predictor로 달된다.  Home Service 

Predictor에서는 학습과 측 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가  

이용 패턴을 학습하고 측하여 그 결과로 생성된 가  

서비스 명령문을 Home Service Controller에게 달한다. 

Home Service Predictor에서는 학습과 측을 한 알고

리즘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용하 다

[7]. 

   제시된 스마트 홈 서버 아키텍처는 사용자를 한 가

 서비스 측을 하여 감독형 패턴분석기와 규칙기반 

패턴분석기 그리고 사용자감정 분석기를 사용하 다. 그러

나 효율 인 홈 서비스를 해 사용자, 가 기기, 센서장

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리하는 방안에 하여 제시를 

하지 못하 다.  본 논문은 아키텍처의 세부 모듈로써 사

용자 로 일 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2.2 Support Vector Machine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컨텍스트 데이터

의 분류(classification)를 해, 여러 분류알고리즘 에서 

SVM을 사용하 다.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Vapnik의해 개발된 

패턴 인식 툴로써 기존의 학습 이론에서 장 과 함께 패

턴인식에서의 좋은 성능 나타낸다[7]. SVM은 통계  학

습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차원 데이터에도 잘 작

동하며 차원 문제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Vapnik 과 Chervonenkis는 VC(Vapnik Chervonenkis 

dimension)을 소개하 다. 그것은 통계 인 학습 이론에서

의 모델의 측정 수단이다. 그들은 아래의 (식 1)에 의하여 

학습 모델의 boundary condition을 제시하 다. 

∑

∫

=

−=

−=

∈∀
−+

+≤

l

i
iiemp

Dx

emp

wxFd
l

wR

dxdFwxFdwR

where

Ww
l

n
h
lnh

wRwR

1

,

|),(|1)(

),(|),(|)(

,4
1)121(

)()(

η

(식 1)

h가 VC dimension이고 I는 학습 데이터의 수, R(w)는 일

반화 오류의 상한선, Remp(w)는 훈련 오류율이다.

3. 사용자 로 일 리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홈 서비스를 해 본 연구팀에

서 기 설계한 스마트 홈 서버 아키텍처의 세부 컴포 트

로써  사용자, 센서장비, 가 기기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리하는 컴포 트를 설계한다. 제안하는 컴포 트는 능동

인 서비스를 한 사용자 로 일링 기법을 포함한다.

(그림 2) 로 일 리 컴포 트 체 아키텍처 

   (그림 2)는 장소 계층, 미들웨어 계층, 클라이언트 계

층으로 구성된 사용자 로 일 리 컴포 트의 체 아

키텍처이다. 컴포 트의 미들웨어 계층에는 서 시스템으

로 기 데이터 리부, 기 Rule데이터 리부, 데이터 수

집 리자, Rule생성 리자가 있다.

    사용자 로 일 리 컴포 트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우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기 데이터의 조회/

생성/삭제/수정기능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컴포 트의 장소 계층에는 사용자데이터, 

센서디바이스 데이터  Rule 데이터, 에러기록 데이터가 

장된다. 그리고 입, 출력을 해 쿼리 리자가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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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데이터 리

4.1 사용자 기  데이터 리

(그림 3) 사용자 기 데이터  기  Rule 리부 순차도

(그림 3)은 사용자 기 데이터와 기 Rule 리부의 순차 

도이다. 사용자 기  데이터는 신상데이터와 컨텍스트 데

이터로 나 다. 신상데이터는 속성으로 이름, 나이, 성별이 

있고 컨텍스트 데이터는 속성으로 맥박, 체온, 얼굴표정, 

동작이 있다. 기  규칙은 규칙 테이블의 기 값으로 디

폴트 규칙이 입력된다. 

(1) 사용자 리화면을 호출한다.

(1.1) 사용자 리화면을 기화한다.

(2) 사용자정보를 조회한다.

(2.1) DB에 사용자 신상데이터(이름, 나이, 성별)와 사용자 

기 컨텍스트데이터(맥박, 체온, 얼굴표정, 동작)의 조회를 

요청한다.

(2.1.1) 사용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조회 쿼리문

을 보낸다.

(2.2) 사용자정보 리화면을 호출한다.

(2.2.1) DB에 신상데이터(이름, 나이, 성별)와 정규화된 기

컨텍스트데이터(맥박, 체온, 얼굴표정, 동작)를 포함하는 

사용자정보 생성을 요청한다. 

(2.2.1.1) 사용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사용자컨텍

스트 생성 쿼리문을 보낸다.

(2.3)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삭제한다.

(2.3.1) 선택한 사용자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2.3.1.1) 사용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 

삭제 쿼리문을 보낸다.

(2.4) 사용자정보를 수정한다.

(2.4.1) 선택한 사용자정보를 DB에 수정을 요청한다. 

(2.4.1.1) 사용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 

수정 쿼리문을 보낸다.

(3) 사용자의 기  Rule을 기화한다.

(3.1) DB에 사용자정보 생성을 요청한다.

(3.1.1) 사용자의 기  Rule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생성 

쿼리문을 보낸다.

(4) 사용자의 기  Rule을 삭제한다.

(4.1) DB에 사용자 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4.1.1) 사용자의 기  Rule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삭제 

쿼리문을 보낸다.

(5) 사용자의 기  Rule을 수정한다.

(5.1) DB에 사용자 정보 수정을 요청한다.

(5.1.1) 사용자의 기  Rule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수정 

쿼리문을 보낸다.

4.2 센서장비 기 데이터 리

(그림 4) 센서장비 기 데이터 리부 순차도

(그림 4)는 센서장비 기 데이터 리부의 순차도로이다. 

센서장비로는 환경컨텍스트를 수집하는 센서와 가 기기

를 제어하는 센서로 나  수 있다. 기 데이터로 각 센서 

장비의 입,출력 값 로토콜 등이 장된다.

(1) CMainFrame의 OnSensor 함수는 센서 리 화면을 

호출한다.

(1.1) 센서정보 리화면을 기화한다.

(2) 환경컨텍스트를 수집하는 센서(방온도, 시간, 사용자

치)와 가 기기를 제어하는 센서(TV, 에어콘, 오디오, 

로젝터, 등)의 정보를 조회한다.

(2.1) DB에 속해주는 Control에서, DB에 센서정보 조회

를 요청한다.

(2.1.1) 센서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조회 쿼리문

을 보낸다.

(3) 센서 정보를 생성한다.

(3.1) DB에 속해주는 Control에서, DB에 새로 추가하려

는 센서정보의 생성을 요청한다.

(3.1.1) 센서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생성 쿼리문

을 보낸다.

(4) 센서정보를 삭제한다.

(4.1) DB에 속해주는 Control에서, 선택한 센서정보를 

DB에 삭제 요청한다.

(4.1.1) 센서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삭제 쿼리문

을 보낸다.

(5) 센서정보를 수정한다.

(5.1) DB에 속해주는 Control에서, 선택한 센서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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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 수정 요청한다.

(5.1.1) 센서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수정 쿼리문

을 보낸다.

5. 사용자 로 일링

(그림 5) 사용자 로 일링 리 순차도

(그림 5)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사용자 로 일링 리 순차도이다. 

수집된 라미터 데이터를 검증하고, Rule 데이터의 생성 

 검증을 하며 에러 로그 데이터를 리한다.

(1) 사용자 Rule 생성기를 호출한다.

(1.1) Service Device Listener를 호출한다.

(1.1.1) Service Device Listener에서  일정시간간격으로 

컨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다.

(1.1.2) DB에서 라미터 데이터를 조회하여 검증한다.

(1.1.2.1) 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에서 

사용자신상정보 데이터를 조회하여 Service Device 

Listener로부터 수집된 라미터 데이터를 검증한다.

(1.1.2.2) 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에서 

사용자 컨텍스트 데이터를 조회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검

증한다.

(1.1.2.3) 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에서 

환경 컨텍스트수집 센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수집된 데이

터를 검증한다.

(1.1.2.4) 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에서 

가 기기제어 센서 데이터를 조회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검증한다.

(1.1.3) 검증된 라미터 정보  생성되는 에러로그정보를 

기록한다.

(1.1.3.1) 라미터 검증 후 생성되는 에러로그정보를 기록

하는 쿼리문을 보낸다.

(1.1.4) DB에 기 장된 규칙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규칙이 

있는지 검증한다.

(1.1.4.1) 수집된 라미터로부터 SVM알고리즘 기반의 규

칙을 생성한다. 그 후 DB에 기 장된 규칙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규칙이 있는지 검증한다.

(1.1.4.2) 일치하는 규칙이 없다면, 규칙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목록에 새로운 규칙을 생성하는 쿼리문을 보낸다.

(1.1.5) 검증된 규칙정보  생성되는 에러 로그를 기록한다.

(1.1.5.1) 규칙 검증 후 생성되는 에러로그정보를 기록하는 

쿼리문을 보낸다.

6. 결론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서는, 우선 사용자 로 일의 리가 필요하

다. 본 논문은 효율 인 홈 서비스를 해 본 연구팀에서 

기 설계된 스마트 홈 서버 아키텍처의 세부 컴포 트로써  

사용자 로 일를 리하는 컴포 트를 설계하 다. 컴포

트는 장소 계층, 미들웨어 계층,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구성 되었다. 각 구성의 세부 모듈은 사용자 기 데이터

리 순차도, 센서장비 기 데이터 리 순차도, 사용자 로

일링 순차도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용자 데이터 리부와, 센서 

장비 리부에 기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Rule 생성 

리부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탑재해 성능평가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Rule 생성 리부는 사용자 

로 일링을 한 감독형학습기법으로 설계가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능동 인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 비

감독형학습기법을 용한 홈 서비스 측부가 추가로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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