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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형태의 재난, 방범, 사고로부터 사회의 가장 기본 조직인 가정의 안 을 보호하기 해 가정 내 

홈 안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는 등의 안 서비스가 매우 요해지고 있다. 한 핵가족화의 확

산으로 가정의 개념이 분산화됨에 따라 개방형 방식으로 이를 리할 수 있는 방식인 OGC의 SWE 표
에 기반한 홈 안 서비스를 한 SensorML를 설계한다.

1. 서론

   자연 재난, 인  재난  사회  재난등 다양한 재난의 

발생이 증하고 방범 치안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한 산업사회가 속

도로 발 하고 있어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해 가

족의 형태가 주말가족, 기러기 가족, 1인 가족 등의 소규

모 핵가족으로 분산화 되고 있다. 이를 해 물리 으로 

지역 으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 간에 안  서비스를 

해 홈 안에 구축되어 있는 방범센서, 도어락 센서, 온도/

습도 센서, 화재센서, 가스 센서등의 홈 안 센서들로부터 

홈의 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어느 곳에서도 분산된 홈의 모니

터링이 가능하도록 OGC 표 인 SensorML을 이용하여 

홈 안 서비스 구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OGC 센

서웹 개념을 살펴보고 물리 으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홈의 구조를 모델링한다. 3장에서는 분산 홈 구조에

서 안  모니터링을 한 SensorML을 설계를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센서웹 기반의 분산 홈 구조

   센서웹 기술은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에

서 SWE (Sensor Web Enablement) 표 으로 다양한 이

기종의 센서를 웹을 통해 하나의 망으로 연계하는 기술이

다. 센서들은 SensorML을 사용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하며, 센서에서 측된 데이터에 한 근을 제공하

는 서비스인 SOS (Sensor Observation Service), 사용자

가 센서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SPS (Sensor Planning 

Service), 센서에서 센싱된 데이터가 특정한 값을 넘는 경

우나 이벤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벤트에 한 경

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달하는 표 인 SAS (Sensor 

Alert Service), 센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사용자에게 

e-mail, SMS, HTTP, 화 등을 사용하여 달하는 

WNS (Web Notification Service) 서비스 표 으로 구

한다 [1]. 

(그림 1) OGC SWE [2]

   OGC에서는 센서들에 웹서비스가 구 되어 SensorML 

통신을 가정하고 있지만, 역폭이 작은 ZigBee, 

Bluetooth등의 근거리 통신 방식 혹은 RS232/485등의 

속의 통신 방식에서는 오버헤드가 크므로, 각 홈에 설치된 

홈게이트웨이가 홈 안  센서들로부터 얻은 로우 데이터

를 SensorML 형태로 변환해서 송할 수 있다. 향후 센

서 통신 방식과 센서의 컴퓨  워가 발 하게 되면 직

 센서웹 구 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리 으로 공

간 으로 분산된 홈을 표  인터페이스를 통해 근하여 

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분산 홈 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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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워크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각 홈안에 설치된 가

스, 방범, 도어, 온도 센서등 안  센서들을 표  웹 근 

방식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이들 

센서들은 SensorML 형태로, SOAP, REST, HTTP등의 

웹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각 홈에 

설치된 안  센서들은 홈과 연결된 ID 체계로 구분되어지

며, SOS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혹은 온디맨드 센싱 정보 

획득이 이루어지며, 미리 설정된 임계값으로 SAS를 통한 

이벤트를 수신한다. 각 홈에 설치된 안 센서들은 홈서버

를 통해 수집, 리되며, SOS, SAS, SPS, WNS 서비스 

모듈이 홈서버에 구 된다. 더불어 홈 안  제어장치도 센

서로 등록하여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홈 서버는 하

나의 가정에 표로 설치되며 각 홈에는 홈게이트웨이를 

통해 구축된 안  센서들이 센서웹으로 연결된다. 홈서버

는 홈게이트웨이 단 로 홈을 클러스터링 리할 수 있으

며 각 홈의 구성원들은 근 제어를 통해 홈서버에 근

하여 원격으로 각 홈을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2) 센서웹 기반의 분산 홈 구조

3. 홈 안  서비스 SensorML 설계

   홈 안  서비스 메타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그림 4

에 SensorML을 도출하 다.

(그림 3) 홈 안  서비스 메타데이터 구조 (그림 4) 홈 안  서비스 Sensor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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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  사고로부터 물리  지

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홈의 안  서비스를 해 센서웹 

기반의 원격 안  모니터링 SensorML을 설계하 다. 

SensorML은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인터넷 웹을 통해 

어디에서든 홈에 근하여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가족 구성원의 안  사고 

감지시 도움을  수 있는 분산 가족 구성원의 홈안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분산 홈의 홈 게이트

웨이에 SensorML 기능을 구 하여 검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센서 노드 벨의 기능 구 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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