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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Petri-Net을 이용한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비스 모델링

(Context-Awareness Service Modeling of Realtime Sensor Network 

using Enhanced Pet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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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 환경에서 한 가지 사건으로 상황이 특징 지워지기도 하지만, 일반  상황 인식은 공간

과 시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물리  공간과 상호 작용하는 실시간 센서 네

트워크 상황 인식 서비스는 시간  특성을 포함한다. 상황 인식 서비스 계 설정 방법으로 실시간 상황 인

식을 시공간 으로 취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상황 인식 모델에 시공간  특성이 포함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개선된 

Petri-Net을 이용하여 효과를 확인한다.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인식을 해 기본 Petri-Net, 패턴화된 

Petri-Net  시공간 Petri-Net 모델 특성을 연구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만  온도 변화 탐지에 용 

를 보 다. 본 연구를 통해 시공간 Petri-Net을 사용한 응용 개발 뿐 만 아니라 시공간 상황 인식 모델링

에 기여 할 것이다.

키워드 :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인식, 패트리넷, 시공간

Abstract   Some context is characterized by a single event in computing environment, but many other 

contexts are determined by a lot of things which occur with a space and a time. The Realtime Sensor Network 

context-awareness service that interacts with  the physical space can have property such as time. A 

methodology that is spec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s and the service needs to be developed to 

Realtime  context-awareness deal with spatio-tempora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roach which should include spatio-temporal property in the context model,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using enhanced Petri-Net. The context-awareness service modeling of Realtime 

Sensor Network  is discussed the properties of model such as basic Petri-Net, patterned Petri-Net, or 

Spatio-temporal Petri-Net. The proposed methodology demonstrated using an example that is SAEMANGUEM 

warming watching system. The use of Spatio-temporal Petri-Ne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develop the 

application but also to model the spatio-temporal context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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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 환경은 인간 생활과 하게 연 되어있다. 지역

의 개발과 자연환경 사이에 어떤 상  계가 있을지에 

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1,2,3]. 지역 개발에 따른 수

질 리와 쾌 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에 한 극  조

치와 더불어 자연 재해 방과 ․경보 시스템의 구축

은 인간 생활에 매우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센싱 기술의 진보는 실시간 환경 변화의 감시를 보다 효

율 으로 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한다.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실시간 센싱 콘텐츠 서비스 개발과 제공은 무선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 무선 인터넷 기술  모바일 컴퓨  

기술의 속한 발 에 힘입어 보다 많은 데이터를 고속

으로 이동 에도 송수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치 기

반의 시스템과 련 기술이 용되어 활달히 진행 이

다[4,5]. 특히, 치 정보는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서 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한 새로운 지

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델링이 요구되어 진다. 

개발된 많은 치 기반 서비스 기술들이 상황에 한 정

보의 수집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형식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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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지원하지 못하고 특정한 경우에 따라 구 되고 

있다[6]. 실시간 센싱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물리  공간

에 하여 모든 사물과 상이 지능화되고 자공간에서 

상황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유하는 한 단계 발

된 서비스의 제공을 해서는 재의 상황이 명확히 인

식되고 목 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인식은 모든 물리

 공간의 지능화된 데이터베이스 정보 서비스를 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여 주변 상황의 인식  

치 인식이 함께 목 되어야 한다. 

  상황 인식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임의의 특정 상황

이나 응용 서비스에 하여 상황 정보를 취 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다[7,8,9]. 차 으로 다양한 응용에 

활용하기 한 일반  상황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 되

고 있다. 상황 인식과 인식 모델링을 한 정보의 습득, 

리 표  등의 명확성을 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

고 있다[10,11,12,13].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

황 인식 서비스를 한 모델은 포  상황에서 제시된 

모델로써 한 모델링이 어렵다. 명확한 상황 인식과 

한 사용자의 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해 시스

템의 동시  는 병행   로세서를 표 하기 한 모

델링 방법인 Petri-Net을 상황 인식 모델에 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이다. Colored PN은 Petri-Net을 확장

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하 고, Timed PN은 상황 인식 정

보에 유효시간을 표 하 으며, Synchronized PN은 상

황과 응용 행동을 표 하여 가용성 평가에 유용하게 

용하도록 하 다[14,15,16,17].

  와 같은 연구들은 실시간 센싱 정보 상황 인식의 공

간  요소와 시간  요소가 알고리즘에 용되기 어려운 

이 있다. 

  상황 인식 연구에 있어서 Cioara[8]과 Po-Cheng[18]

은 정보 수집 방법에 한 것이며, 상황 정보의 분류와 

처리 규칙 해 연구 하 다. Qi[19]는 랫폼 기반 컨텍

스트(context)의 리 방법을 제시하 고, Jinhua[9]는 컨

텍스트를 계층 으로 분류하여 명확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자 하 다. 의 연구들은 시나리오 심의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상황 정보의 서비

스를 하여 상황 정보의 요소를 구분하고자 하 다. 이

러한 연구들은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정보 

수집에서 이동  고정 등의 실제  상황 인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센싱 정보를 한 상황 인식은 치 정보의 

리가 필수 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수용 되지 못한 면

이 있다. 

  본 연구는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인식 서비스를 

한 시간, 공간  요소를 포함한 모델을 확장된 Petri- 

Net으로 구성하고 형식화하며, ArcGIS를 이용하여 새만

 지역의 온도 변화에 따른 ․경보 시스템 구 에 

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기술 순서는 제2장에서는 련 

연구, 제3장에서는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인식 모델, 

제4장에서는 비교  검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2.1 상황 인식 추론 모델링

  센싱 정보를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는 센서로 부터 

얻어진 의미 없는 자료를 가공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센싱된 정보나 기본 정보를 이

용하여 특정 상황을 인식 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하는데 있다.

  상황 인식 서비스는 인식과 분석 단계에서 상황 정보

의 표  방법과 정보 교환을 한 모델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단순  데이터 구조를 이용한 모델, 마크업(mark-up) 

스키마 모델을 이용하여 속성과 내용을 표 하는 모델[8], 

다이어그램과 그래픽 요소를 이용하는 모델, 상속성과 재

사용성과 같은 객체 지향  요소를 가지는 모델[12,20, 

21], 개념화하기 해 명시 으로 정형화한 온톨로지

(ontology) 기반 모델 그리고 상황 정보를 소스로부터 수

집하고 합성하여 추론하는 모델 등이 있다[22,23,24,25].

지리 환경에 한 상황 인식은 재난 책 등과 연 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다. 공간 데이터

의 획득과 공간 데이터의 체계 인 리, 검색, 공간 처

리 기능, 공간 정보 분석을 통한 공간 상황의 인식 리

가 GIS의 기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 재난에 한 

․경보의 상황 인식을 시간  요소가 한 요하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싱 정보 수집은 상황 인식 서비

스의 수 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하다. GIS 상황 인식에

는 실시간의 센싱 정보와 센싱 정보의 공간  요소 결정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사용자에 한 

시공간  상황 정보 수집도 GIS 상황 정보 서비스의 성

격을 결정 할 수 있는 요소이다[17,26]. 

2.2 Petri-Net

  Petri-Net은 서  시스템의 명세가 쉽고 회화 으로 

기술되며, 특히 사건과 동작의 명세가 확실하여 동시 이

고 시간 제약  명세 기능을 가지므로 실시간 센서 네트

워크의 상황 인식 모델 기술에 하다. 기존의 Petri- 

Net에 한 연구에는 Attila, Seung, Mariagrazia 등이 

있다. Attila는 Petri-Net을 이용하여 유 자 네트워크와 

생물학  연 성을 엘지 라 오토마타(algebra automa- 

ta) 분석으로 형식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Seungchul는 

사  비즈니스 리의 워크 로(workflow) 기술을 

해 Petri-Net을 이용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유동  특

징을 효과 으로 표 하기 해 자료와 시간의 계를 

연 하여 연구를 실행하 다. Mariagrazia는 Petri-Net을 

사용하여 이산  시스템에서 토큰의 실시간 식별 방법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Attila와 Seung은 형식화하여 Petri-Net에 목하

으나 시간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Seungchul는 자

료와 시간 계가 고려되었으나, GIS의 공간 요소가 포

함되지 못하 고 실시간 센싱 자료의 상황 인식을 한 

Petri-Net 모델의 용을 한 실시간의 공간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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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야 한다[27,28,29]. 

  Petri-Net은 Hack에 의해 수학  모델이 이론 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Petri-Net

은       의 튜 로 정의 된다.   

        

   ≥ 는 이스(place)의 유한 집합을 의미한다. 

        ≥ 는 트랜지션(transition)의 유한 집

합을 나타낸다.  ⊆ ×∪×는 정방향의 계 함

수의 정의역이다.    →    은 이스 토큰의 

수를 의미한다[30]. 

  이스는 조건, 사건  그들 간의 계를 서술하는 

규칙으로 구성되며 Petri-Net 그래 는 조건과 사건을 

이스와 트랜지션으로 표 한다. 하나 이상의 토큰을 

포함하는 이스는 조건을 만족하는 토큰이 선택되어지

고, 이스와 트랜지션은 화살표(direction arc)로 표

된다. 이스의 토큰이 트랜지션에 수용 될 수 있을 때 

화 될 수 있고 트랜지션이 화 되면 자신의 각 입력 

이스로부터 토큰을 하나씩 제거하고 각 출력 이

스에 토큰을 하나씩 추가한다. 기본 인 Petri-Net은 특

별한 식별자가 없지만 기능을 확장한 여러 종류의 Petri- 

Net 등이 제안 되어있으며, Colored Petri-Net(CPN), 

Timed Petri-Net  Object oriented Petri-Net 등이 

있다. 상황 인식 모델링에서 Petri-Net을 용한 연구로 

Lee K. M., Barreto, Lee, Y. S. 등이 있다. CPN은 사

용자의 생활을 한정된 패턴으로 정의하고 상황 변화에 

하여 통일 시간에 용되는 독립된 다른 패턴을 트랜

지션에 용함으로써 상황 정보를 모델링하고 있다[7,16]. 

그림 1. Petr-Net 제어 구조

  그림 1은 상황 인식 서비스를 한 기본이 되는 Petri- 

Net 모델의 제어구조이다[15,28,30]. 상황 정보에 따른 제

어 구조는 여러 가지 상황의 조합을 통하여 하나의 상황

이 생성되는 경우(Conflict/Choice), 한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되어 달 될 경우(Synchronization), 

임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달되는 경우(Multi- 

city), 두 가지 상황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Concurre- 

ncy)  임의의 상황 결과가 다른 상황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Communication)등으로 구분 된다. 센싱 상황 

정보 서비스에서 시간과 공간을 동시 으로 상황의 개

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Concurrency에 해당 되며, Petri- 

Net은 이를 모델링하는데 효과 이다. 센싱 상황의 자료

가 일상 으로 시공간  요소를 필요로 하므로 Petri- 

Net 기능을 확장하여 시간이나 공간  요인을 가지거나 

는 가지지 않는 경우로 모델링하여 표 할 수 있다.

3.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인식 모델

  센싱 정보에 의한 상황 인식 서비스 모델링에서 요

한 특징으로 센싱 상황 정보의 종류와 시간  공간의 

구분, 정보의 흐름과 변화를 표 하는 방법이다. 일반  

상황 인식의 인지는 인간이 오감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생각하고 분석하여 단하고 행동하는 과정과 일

치한다. 센싱의 기능은 인간의 감각을 신하여 기 정보

를 수집하게 된다. 센싱의 범 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의

해 확 되었지만 센싱의 종류와 정 도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공간  범 의 확 는 센싱 자료의 기본 인 

요소로 수집된 기 자료와 함께 처리 리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싱 정보는 공간  속성 이외에도 

시간  속성이 포함됨으로써 시공간  상황 정보 서비스

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지 까지 연구들이 상황 자료의 정의와 표  방법  

응용에 한 서비스의 선택 등에 한 것이다. 데이터

의 정의에 있어서 센싱 상황의 정보 종류를 명확히 구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시공간  상황 

정보의 신뢰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상황 정보 서비

스 미들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시간이나 공간을 일반  

속성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취 되어 질 수 있으므로 자

료의 특성에 합한 처리를 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

는 속성과 포함하지 않는 속성을 구분하여 상황이 정의 

되어야한다.

  실세계에서 지표면에 존재하는 센서는 공간  치를 

가진다. 센서의 치는 가하학  입장의 속성이다. 공간 

변환 속성은 공간의 치에 놓여 있는 객체의 특성이다. 

공간 변환 속성의 값은 단지 치에 종속하고 센서 자체

에는 독립 이다. 공간 계성은 객체 즉 센서의 치에 

한 제약 조건이다. 센서의 공간 속성과 공간 계성은 

시간에 따라 기록 될 수 있다. 센서는 지리 공간에 의해 

정의 되어야 한다[1,2].

  센서의 속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은 시간 시

 시간, 시간 간격 시간, 시간 주기 시간 등이 있다. 

실 세계의 센서는 센서 이력 자료의 각 속성에  시간 속

성을 결합하는 속성 버젼화와 시간 속성을 추가하는 타

입 버젼화가 있다[2]. 지표면에 치한 센서의 이력자료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센싱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시공간 상에서 센서의 공간  식별이 가능하고 시간

 속성 분석을 통해 상황에 인식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개선된 Petri-Net을 이용하여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에서 상황 정보 인식 모델링에 시공간 자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상황 정보가 시간과 공간과의 계를 

구분하여 모델링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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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GIS 상황 인식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3.1 실시간 센싱 상황 정보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황 정보의 수집은 

재의 센싱 상황 자료뿐만 아니라 공간  상황이 자동

으로 인지되고, 주변 지리 공간 환경의 인식과 추 이 

요구된다. 센싱 상황의 시 과 환경 변화의 시 에 한 

이력의 검색과 지능  단이 최 의 서비스 제공에 주

요한 요소가 된다. 

  제안된 방법은 실시간 센싱 자료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실행하며, 최 의 실시간 상황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한 

정보의 표 에 촛 을 둔다.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 상황 

모델에 사용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의1】센싱 상황 정보의 유한 집합 ()

            ≥ 

          

여기서,  :센싱 상황 정보 이름,  :센싱 상황 정보 속성, 

 : 센싱 상황 공간 속성,  :센싱 상황 시간 속성

  의【정의1】에서       은 센싱 상황 

정보에 한 이름의 유한 집합으로, 센싱 상황 정보 이름

()은 문자열이다.         는 센싱 상황 

공간 속성의 유한 집합으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센싱 상

황 공간을 지리 공간으로 모델링 한다. 이홍로[31]의 정

의2에 따라 식별자(ID), 공간 속성  포인터(pointer) 자

료형의 센서는 지리 객체로서 공간상에 독립 으로 유일

하게 공간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 지리 객체로서 

센서의 공간  속성은 상 계성으로 규정되어 진다

[1,31]. 이홍로[31]의 정의3에 따라 센서 데이터는 연속

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지리 필드이고, 이홍로[31]의 정

리1에 따라 지리 필드와 지리 객체를 연결하기 한 공

간 종속 속성 함수를 포함한다. 이 정리에 의해 지리 객

체인 센서의 공간 종속 속성을 센서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의 공간 종속 속성은 센서 데이터인 지

리 필드에 한 센싱 상황 정보의 공간 속성이 된다. 공

간  속성()은 TM좌표로 표 한다.    

   는 센싱 상황 시간 속성의 유한 집합으로 센싱 

상황 정보의 발생 시간을 나타내는 거래시간을 의미한다

[2].      는 센싱 상황 자료 속성의 

유한 집합으로 는 시공간 독립 센싱 상황 속성으로 

센싱 일반 속성이 시간이나 공간에 독립 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는 센싱 상황 속성이 공간 요소를 포함 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 “새만  가력 배수 갑문이 열

려 있다.”가 있다. 센싱 상황 속성  는 시간에 종속

되어진 상황 속성이며, 로 “6시에 모닝콜이 울린다.”가 

있다. 는 시간과 공간의 상황 속성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한다. 로 “2009년 11월 16일 10:00시 군산 학교

의 온도는 1.2도이다.” 센싱 상황 자료는 시공간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명확히 모델링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2 센싱 상황 정보 인식 모델링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정보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설정 되어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센싱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 정보 

서비스 설계 시 사용되는 서비스 요구 주체의 특징에 따

라 센싱 상황 자료의 종류와 흐름  변화를 표 하기 

한 방법으로 모델링 언어가 기본 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래픽이나 기술 언어 등이 이용되기도 하 다. 이를 

해 로우차트, UML  Petri-Net과 같은 모델링 표  

방법 등이 상황 인식에 용 되어 질 수 있다. 이들은 상

황 인식 서비스의 실행 순서와 방법  흐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17]. 

  본 논문은 센싱 상황 정보의 서비스 실행 순서 방법에

서 흐름의 변화 특징을 구체화하기 해 시간과 공간에 

한 상황 상태 변화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규

정하여 모델링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모델의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사건, 실행, 일어날 일의 표 이 시공간 환경에

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하  자료가 상  정보 추출의 

과정에 온토로지와 인공지능 엔진 룰(rule)과 계산 내용

에 표 됨으로써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에서 상황 정보 인식의 서비스 상

황 규칙, 계  조건을 표 하기 한 서비스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정의2】실시간 센싱 상황 모델

          (： Enhanced Petri-Net)

        =        

여기서,  :실시간 센싱 상황 정보 유한 집합,  :실시간 

센싱 상황 정보 제공요소,  :실시간 센싱 상황에 용된 

규칙 유한 집합,  :상황 정보 노드 함수,  :상황 정보 규

칙 조건 

  의 【정의2】에서 는 실시간 센서의 상황 정보의 

온톨로지  집합으로 수집된 상황은 수집 시간과 공간  

요인이 포함되거나 는 포함되지 않는 유한집합이다. 

         는 시공간에 독립 인 일

반 의 상황(), 시간에 의존 인 상황(), 공간에 

의존 인 상황()  시공간 의존 인 상황()의 유

한 집합이다.      는 실시간 센싱 정보 제

공요소()로서 실시간 상황 서비스로 소비되며 Petri- 

Net에서 place에 표 된다. 는 문자열로 표 되는 센싱 

자료 이름이다.       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센싱 자료를 분석, 처리하여 추론하는 규칙()의 유한 집

합으로 transition을 의미한다. 는 처리 모듈이며 모듈 

식별자로 문자열이다. 상황 인식을 해 용된 규칙 사

이의 계는     로 정의되고 acr로 나타낸

다. 계 의 성립 여부는 참/거짓(1/0)으로 구분된다. 

계가 참일 경우, 수집된 센서 정보는 규칙에 의해 분석

되고 규칙과 연 된 계로 유도되어 모든 토큰에 연계

된 후 다음 규칙으로 인계된다. 는 센싱 정보  요소()

에서 처리 모듈() 사이의  계  to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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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 정보 노드 함수로써 특정한 상황 서비스를 해 

노드 사이의 계를 수학 으로 유도할 수 있다. 상황 정

보 규칙 조건( )을 모델링하게 하여 IF .. THEN을 이

용하여 표기하며 센싱 상황 정보 네트워크에서 arc로 표

 된다. 

3.3 개선된 Petri-Net 상황 인식 모델링 구

  본 논문은 실시간 센싱 상황의 수집의 모델링을 해 

기후 정보인 온도 상황 인식에 해 다루고자 한다.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시간  

공간을 수집한다. 

  그림 2는 그림 1의 Petri-Net의 제어 구조를 기반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그림 2(a)는 시공간에 독립 인 부분을 

각각 동시 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값 기반 인식 모델을 

표 한 것이다. 센서의 모든 정보를 값 기반하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독립된 속성으로 처리하여 동시 으로 진

행 하는 모델링 방법이다. 그림 2(b)는 상황 속성 자료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표 하는 방법으로 시간 기능, 공

간 기능  일반 속성 기능의 패턴에 따라 재사용  방

법으로 모델링하여 병행 으로 진행되어 진다. 그림 2(c)

는 센싱 상황 정보의 특성을 상황 정보 인식의 처리 방

식과 일치 시키는 모델링 표기 방법으로, 시간 요소가 필

요한 센싱 상황의 경우, 공간 요소의 목이 필요한 센싱 

상황의 경우, 시공간 센싱 상황이 요구되는 경우, 마지막

으로 시공간 독립 인 일반  상황의 경우를 구분하여 

상황 인식 서비스가 히 제공 될 수 있는 기반을 갖

추도록 한다. 그림 2의 (a)와 (b)의 경우 센싱 자료가 상

황 수집 단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동시 이루어지나 상황 

인식이 단계에서 규칙의 용을 해 병행 으로 처리되

도록 모델링되어 진다. 병행 으로 규칙의 용이 발생 

되지만 시스템의 실행 결과의 순서  계가 발생하여 

일반 속성이 시간이나 공간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질 

수 있다. 그림 2(b)의 경우 그림 2(a)의 복을 제거하여 

기능 으로 규칙을 용 시킬 수 있으나, 규칙의 용 후 

동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림 2(c)는 센싱 상황 자료

가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처리되는 방법을 모델링하고 

있으며 시간이나 공간이 내포되어야 할 일반 속성의 성

격에 부합되도록 용 시킬 수 있다. 

  정의1, 2에 기반한 기상 변화 정보를 한 서비스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다.

EC= { SHSST, GALST, HRAST, CWAST, DRYST, 

       SURST, WWAST, TYPST, HSNST, YSPST } 

P = {TE, WI, RA, AT, SU, EA, TI, LO}

T = {TS, TT, TA, TD}  

R = { TEtoTS, TEtoTT, TEtoTA, TEtoTD,  ... , 

EAtoTS, EAtoTT, EAtoTA }

F(x) = { source, dest }

E(x) = if 온도시간≠Null then 1'TEtoTT else empty  

// if x = 온도시간

      = if 온도공간≠Null then 1'TEtoTS else empty  

// if x = 온도공간

      = if 온도값>32 then 1‘TEtoTA else empty   

// if x = 온도값

      = if 온도지속일≥2 then 1‘TEtoTD else empty  

// if x = 온도지속일

            ...

      = if 1'TEtoTS and 1'TEtoTT and 1‘TEtoTA 

and 1‘TEtoTD then SHSST

cSHS = < “폭염”, 32, “180575:266939”, “2009081425” >

  지리  응용 공간 역인 새만  방조제는 길이가 세

계 최장으로 33Km이며 간척토지(28,300ha)와 호소

(11,800ha)을 모두 합해서 서울 면 의 1/3에 이른다. 방

조제 축조라는 지리  환경에 따라  수리  환경과 기후 

환경 등이 변화 할 것으로 측된다. 기상의 변화 정보에 

한 상황 정보는  시공간 종속 상황()으로 기상 변

화 센싱 상황 체 집합(EC)은  온도와 련하여 폭염

(SHSST), 한 (CWAST) 등과 강풍(GALST), 호우(HRAST),

건조(DRYST), 해일(SWRST), 풍랑(WWAST), 태풍(TYPST),

설(HSNST)  황사(YSPST) 등이다. 상황 정보를 단

하는 센싱 상황 자료(P)는 온도(TE), 바람(WI), 강수

(RA), 기압(AT), 일조(SU), 지진(EA)  시간(TI), 치

(LO) 등이 있다. 상황 인식 단 처리(T)에는 공간 정보 

단(TS), 시간 정보 단(TT), 상황 속성 변환 단(TA) 

 시공간 독립 상황 속성 변환 단(TD)이 필요하다. 기

상 상황 정보에 용된 규칙 계(R)의 원소인 TEtoTs

는 온도(TE)와 공간 정보 단(Ts) 사이의 계 설정, 

TEtoTT는 온도(TE)와 시간 정보 단(TT) 사이의 계 

설정, TEtoTA는 온도(TE)와 상황 속성 변환 단(TA) 

사이의 계 설정  TEtoTD는 온도(TE)와 시공간 독

립 상황 속성 변환 단(TD) 사이의 계를 설정한다. 

EAtoTs는 지진(EA)과 공간 정보 단(Ts) 사이의 계 

설정, EAtoTT는 지진(EA)과 시간 정보 단(TT) 사이

의 계 설정, EAtoTA는 지진(EA)과 상황 속성 변환 

단(TA) 사이의 계 설정  EAtoTD는 지진(EA)과 시

공간 독립 상황 속성 변환 단(TD) 사이의 계를 설정 

한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한 여름 열  야

(夜)가 자주 나타나고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일 때가 

많은데 이와 함께  일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

가 2일 이상 지속 될 때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고, 일 최

고 기온이 35℃이상 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상 될 때 폭염 경보

가 내려진다[32]. E(x)는 폭염의 ․경보를 한 알고리

즘에 한 기술이다. "E(x)= if 온도시간≠Null then 

1'TEtoTT else empty"에서 온도시간 속성이 존재하면 

계 TEtoTT은 1로 설정됨을 의미하며, 폭염 경보 상황 

서비스를 해서  TEtoTS , TEtoTT , TEtoTA 그리고 

TEtoTD 에 모두 1로 설정 되어 cSHS = < “폭염”, 32, 

“180575:266939”, “200908141300”>의 폭염 주의보 상황

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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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기반 Petri-Net 모델

(b) 패턴화된 이스에 의한 Petri-Net 모델 

(c) 시공간 지원을 한 개선된 Petri-Net 모델

그림 2. Petri-Net에 의한 시공간 상황 인식 모델

  그림 3은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의 서비스 

흐름도이다. 센싱 자료로는 온도, 바람, 습도  기타  

CO2 등이 검출된다. 센서와 속하고 센서로부터 센싱 자

료의 수집을 해 클래스 SensorConnect와 Sensor- 

Listener를 사용한다. 센싱 자료로서 시공간  요소를 포

함하지 않는 경우 특정하고 한 센싱 상황 정보를 서

비스하기 어렵다. 상황 자료 데이터베이스(DB)는 시공간

으로 수집된 상황 자료의 리를 한 기능을 가져야 

하며,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인 이력 자료의 리 기

능과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리 기능인 공간 연산의 기

능이 포함된 상황 정보 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공간 데이터 리를 해  클래스 DbManag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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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의 서비스 

흐름도

정의하여 이용한다. 센싱 상황 인식을 하여 시공간 으

로 수집된 자료가 시간과 공간이 포함된 인식을 해 클

래스 ContextAwareManager를 사용한다. 실시간 센싱에 

의한 상황 정보는 사용자 요구나 사건(Event: 폭염 등)에 

의해 서비스되며, 공간  요소를 표 하는 맵(Map) 서비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응용이 구  된다. 상황 정보 서

비스를 해 클래스 ShowMap을 정의하고 사용한다.

그림 4.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비스 

시스템

  본 논문은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온도 변화 상황 정

보 서비스를 해 개선된 Petri-Net을 제안하고 모델링

하 으며, 상황 추론을 해 windowsXP 운 체제하에서 

JAVA언어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 하 다. 공간 연산과 

서비스를 해 ArcGIS를 이용하 다. 센싱 상황 이력 자

료와 분석 상황 장, 리  검색을 해 Oracle을 사

용하 다. 

  그림 4는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비스의 

체 구조를 표 한 것으로 Sensor Network는 Zigbee 

로토콜이 사용되고, 이를 이용해 센서에서 수집된 자료

는 게이트웨이에 달되어지고, 게이트웨이는 CDMA 통

신망에 의해 서버와 연결된다. Sensor Data Transfer는 

Sensor Network와 연결 설정  자료의 송수신을 리

한다. Sensor Data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되고,  상황 

정보 추론 룰에 의해 Contextware에서 분석된다. 상황 

정보 서비스는 시공간 정보와 함께 ArcGIS의 디지털 맵

과 함께 제공된다. 

그림 5. 새만  방조제 인근(비응항) 실시간 센싱 

온도 탐지 변화

  그림 5는 실시간 센싱 온도 탐지 변화의 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부분은 센싱된 자료가 서버에 달된 

Sensor Data이고, 아래 부분은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를 나태내고 있으며, 오른쪽  부분은 선택된 지역의 맵

을 보이고 있다. 

4. 비교 검토

  본 논문은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정보 서

비스에 개선된 Petri-Net의 모델링을 이용하 다. 실세계

에서 측된 센싱 자료는 일반  자연 상인 온도, 습도 

 기압 등의 기후  요소들이 부분이다. 이러한 지리

상은 치와 시 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

간과 공간  속성이 항상 포함되어 처리될 때 그 의미가 

확실하고 명확히 인식될 수 있다. 

  표 1은 상황 정보의 지원 속성을 비교한 것이다. 상황 

정보 서비스를 해서 Salomie는 상황속성을 자원

(resource), 액터(actor), 정책(policy) 등 세 가지로  구

분하여 모델링하 으며, 특별한 환경에 따라 그 환경에 

용된 자원의 특성으로 모델링하 다[24]. Jinhua은 상

황 참조 모델에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독립  계층 계

인 상속의 개념으로 용하고 있다[9]. 상황 정보를 계층

별로 구분하여 상황을 정의하고 있다. Po-Cheng은 실제 

상황 인식에 있어서 상황의 명확성을 높이기 해 시간

 요소와 공간  요소를 필요에 따라 분석하고 용하

고자 하 다[18]. Qi는 유비쿼터스 상황을 5개의 의미 

역으로 구분하고 표 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재편하고자 

하 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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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 정보의 지원 속성 비교

시공
간 

독립
속성

시간 
속성

공간
속성

시간
종속 
속성

공간 
종속 
속성

시공
간 

종속
속성

기타 비고

Jinhua
[9]

0 0

상속의 개념
으로 시간/
공간 속성 
고려함

Po-
cheng
[18]

0 0

시간과 공간
을 하나의 
독립  속성
으로 취

Qi
[19]

0
상황속성을 
처리 시작
으로 취

Salo-
mie
[24]

0
자원의 특성
만을 고려함

본 
논문

0 0 0 0 0 0
속성을 명확
히 구분

  의 비교 논문들은 상황 자료의 수집에서 추론 룰을 

통한 상황 정보 서비스 제공까지 시공간  의미를 부여

하지 않고 있다. Jinhua[9]과 Po-Cheng[18]이 시간과 공

간의 속성을 참조하고자 하 으나, 본 논문에서와 같이 

센싱 상황 자료가 시공간 요소와 불과분의 계에서 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하나의 독립된 속성 자료로 취

되었다. 본 논문은 실시간 센싱 상황 정보의 보다 정 한 

서비스를 하여 시공간  독립 속성과 시간에 의존 이

거나, 공간에 의존 이며, 는 시공간에 의존  계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상황을 인식하자 하 다. 

5. 결론

  본 논문은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비스 

응용을 개발하기 한 모델링 방법과 구 에 한 것이다. 

모델링 방법은 센싱 상황 자료에 시공간  속성을 포함하

기 해 개선된 Petri-Net을 이용하여 표 하 다. 센싱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추론하는 룰의  용에 있어서 

시공간  속성이 포함 되도록 제함으로써 실시간 상황 

정보 서비스가 시공간 요소와 분리 될 수 없는 속성을 가

지는 특정한 경우가 효과 으로 정의 되도록 하 다. 

한, 시공간 속성의 실시간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

비스를 해 세 가지 방법으로 Petri-Net을 활용하여 

용하고 비교 하 으며, 기본 Petri-Net, 패턴화된 

Petri-Net, 제안된 시공간 Petri-Net이다. 실시간 센서 네

트워크의 상황 정보 서비스를 해서는 시공간 요소가 간

결하고 명확하게 모델링 단계에서 지원될 수 있게 하 다. 

  시공간 상황 정보 응용 서비스의 개발에 본 연구가 기

여 할 것으로 기 되지만 모델링에 을 맞추어져 있

으므로 상황 인식을 한 추론의 룰에 한 시공간  

용  활용이 미흡하다.

  향후 연구의 내용으로 추론 엔진에 한 시공간  속

성이 포함된  룰을 용한 연구가 포함될 정이다. 한 

추론 엔진에서 시공간  분석 규칙이 포함된 툴킷의 개

발로 시공간 센싱 상황 정보 서비스 개발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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