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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에서의 사용자 맞춤형 디바이스 제어 솔루션을 제공

하기 해 디바이스 제어와 련된 사용자 선호도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로 일 리 기법을 제시 하 다. 나이, 성별, 직업 등과 같은 사용자 개인정보에 한 스키

마와 향기, 온도, 조명, 바람 등에 한 선호도 스키마를 포함하는 가  디바이스 제어와 

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한 스키마를 XML로 정의하 으며, 사용자의 인터랙션이나 로

일 정보 입력을 통해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획득하여, 단방향의 수동 인 단일 디바이스 제

어가 아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최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홈서비스 환경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IT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 사업 
[2007-S-010-03, SMMD 기반 유비쿼터스홈 미디어 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1. 서론

   디지털 홈서비스 환경에서 홈 디바이스 제어 시 개인 

사용자 선호도를 반 할 수 있는 통일된 규격의 부재로 

인해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반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극

히 제한 임과 동시에 서비스 시스템 간, 서비스 시스템/

홈 디바이스 간의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홈서버 기반의 유비쿼터스 홈서비스 환경에서 사

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가  디바이스들을 제어하

여, 서비스 사용자 별로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사용자 로 일 리 기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선호도를 나타내기 한 스키마를 XML을 통해 정의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사용자 선호도 기반의 홈네트워

크 서비스의 개념에 해 기술하 고, 3장에서는 사용자 

선호도 스키마 기술 방법  리모듈의 구조에 해 기

술 하 으며, 4장을 통해 논문의 결론을 기술하 다.

2. 사용자 선호도 기반 홈네트워크 서비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홈서버 기반의 홈네트워크 환

경에서 가  장치들이 낼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해 다

양한 서비스 형식별 선호도를 정의하고 있다. 그 표 인 

서비스 형식은 취침, 공부, 화 등이 될 수 있는데, 를 

들어 취침하기  텔 비 을 시청할 때 사용자가 선호하

는 화면 밝기, 조명 밝기, 볼륨, 실내 온도에 한 정보들

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가 직  입력을 

홈서버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면 직  입력

할 수 도 있지만, 응용에 따라서는 취침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사용자가 직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신호

들, 즉 볼륨을 인다거나, 조명을 낮춘다거나 하는 일련

의 사용자 행동을 감지하여, 자동 으로 표  스키마에 맞

도록 장해  수 있다.

(그림 2) 사용자 선호도 기반 홈네트워크 서비스 환경

   그림 1에는 사용자 선호도 스키마를 활용한 사용자 맞

춤형 홈 디바이스 제어 환경을 나타내었다. 사용자 선호도 

정보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직 인 입력 는 사용

자 행동 인식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각 해당 서비

스 형식에 따른 선호도로 장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맞춤형 홈디바이스 제어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데

이터에 가  디바이스들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효과

정보들을 삽입하여, 멀티미디어 재생 시 해당 장면에 맞는 

효과가 재 되는 SMMD 기술[1∼3]과 목 시 사용자에

게 최 화된 실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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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선호도 로 일 리 모듈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 선호도 정보를 반 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한 시스템 내에서 

호환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선호도에 한 표  스키마

가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3) 사용자 선호도 스키마 구성도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정의한 사용자 선호도 스키마 

구성도를 나타낸다. 기본 으로 사용자 ID를 통해 구분되

는 선호도 정보는 크게, 로 일 생성에 련된 일반 정

보를 포함하는 General_info(MPEG7 네임스페이스를 따

름), 서비스 사용자의 기본 인 사항을 나타내는 

Personal_info, 그리고 사용자의 서비스 모드별 선호도 정

보를 나타내는 Mode_info로 구성된다. Mode_info에는 서

비스 모드별 사용자의 선호도 정보가 포함되는데 표 1에 

선호도 정보의 데이터 타입과 구성요소들을 정리하 다. 

향기와 조명은 ISO/IEC 23005-3 A.2.2를 따르며, 소리, 바

람, 밝기의 선호도는 내가 가진 디바이스의 최  성능에 

한 백분율로 기술을 하게 된다. 

구분 데이터 타입 구성 요소

향기 char[10] ISO/IEC 23005-3 A.2.2 ScentCS

소리 int 선호볼륨에 한 정수값 (%)

온도 int 선호온도에 한 정수값 (화씨)

바람 int 선호바람세기에 한 정수값 (%)

조명
char[10]

/int

ISO/IEC 23005-3 A.2.2 ColorCS

디스 이 화면 밝기를 포함하며 

선호밝기에 한 정수값 (%)

블라인드 char[10] On/Off/Switch

<표 1> Preference_info element

   그림 3은 사용자 선호도 로 일 리 모듈 구성도를 

나타낸다. 사용자 선호도 정보는 기본 으로 SQL 서버의 

DB를 통해 리 된다. GUI를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선호

도 정보는 Profile Manager를 통해 SQL DB와 연동되어 

생성되고, 리된다. 한 사용자 선호도 정보는 서비스 

모드별로 사용자의 디바이스 제어신호를 모니터링 하여 

로 일로 리할 수 있다. 이 게 서비스 모드별로 사용

자 선호도 로 일이 생성되면, 사용자는 GUI를 통해 서

비스 모드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Sevice Manager를 통해 

수행되며, Profile Manager와 연동하여 재 사용자에게 

최 화된 선호도 정보를 불러오고, Device Controller를 통

해 실제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4) 사용자 선호도 로 일 리 모듈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홈 디바이스 제어를 한 사용자 선호

도를 XML 스키마를 통해 정의 하 으며, 이를 로 일

로 생성 리하는 사용자 맞춤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시스

템 구조를 제시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특정 서비스에 

한 디바이스 효과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홈 디바이스 제

어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선호도 정보 획득을 해 상황인

지/ 치인식 등 다양한 센서 기술 분야와 연동  용이 

가능하고, 홈디바이스 제어를 한 사용자 선호도 표  기

반의 상황 인지형 디바이스 개발  생산 인 라를 활성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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