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814

사용자 선호정보를 활용한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

성경상, 이 호, 오해석

경원 학교 자계산학과

e-mail:actofgod@ku.kyungwon.ac.kr

A Study on the Design of Home Network 

Controlling System using User Preference  

Information

Kyung-Sang Sung, Jun-Ho Lee, Hae-Seok Oh

Dept of Computer Science, KyungWon University

요       약

 사용자 행  학습에 따른 지능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에서 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 행  

학습에 따른 지능  자동 제어에 한 기 을 마련하는 것이다. 홈 네트워크 내의 정보가 기기들 환

경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석하며, 분석되어진 정보를 바탕으

로 사용자의 성향을 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친화  지능형 공간 제어 시스템을 제안

하 다. 한 사용자의 성향이 악되면 지속 으로 홈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의 성향에 따

라 항상 최 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 다. 사용자의 행동 패

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심의 능동  서비스 효과들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 서론 

   차세  통신시장과 사회문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

로 상되는 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단순하게는 내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PC  정보가  기기간의 

정보 송  공유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 으로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편리

함과 친근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네트워

크 속 기능을 가진 정보가  기기가 등장함에 따

라 지능형 홈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테마

가 두되고 있다.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 이 활

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의 로 일과 유사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와 욕구에 착한 개

인화 서비스와 사용자의 로 일  다양한 상태 

정보, 센서  기타 환경정보를 통한 동  상황 인

지가 가능토록 하는 상황인지(context-aware) 서비

스에 한 필요성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장에서  

증 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상황인지

(context-aware) 서비스의 제공을 해서는 사용자

의 로 일과 련된 다양한 상태 정보, 센서  

기타 환경정보를 통한 동  상황 인지가 가능해야 

하며,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응하는 서비

스의 제공을 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한 장, 

리, 폐기가 가능한 지식 데이터 베이스와 상황에 따

른 지능 , 상황인지 기반의 추론을 할 수 있는 리

즈 (Reasoner) 기술이 요구된다. 한 사용자의 행

동패턴  반복  센서나 환경정보에 한 자가학습

(Self-learning)이 가능한 마이 (Miner) 기술이 제

공되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기

술은 필요한 모든 사물이나 장소에 센서나 자태그

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정보,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조도 등)  치정보를 탐지

한 후 이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보를 

리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실정에 있어 홈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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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서비스는 단순한 가 기기 제어 련 서비스만

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친

화  지능형 공간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으며, 사

용자의 행동양식과 선호정보를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항상 최 의 환경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

다.

2. 련 연구

   재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유선 홈네트워

킹 기술은 사용하는 매체를 심으로 화선, 력

선, 이더넷, IEEE1394, USB 기술을 표 으로 들 

수 있고, 특히 화선이나 력선을 이용하는 기술

은 ‘No New Wire’의 개념으로 기존 가정에서 홈네

트워크 구축을 해 신규배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내 백본 네트워크로 많은 심을 받

고 있다.

2.1 지능형 에이 트 시스템

지능형 에이 트 시스템은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등의 지능 인 특성을 갖는 에이 트’를 말한

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가 직  수행하

여야 하는 각종 작업을 신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에이 트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응할 수 

있는 응성이 필요하다. 를 들면, 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에이 트는 구매자의 취향에 가장 한 

상품을 탐색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 화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지능형 에이 트는 재 시스템

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행동 방식을 악하여 사용자

의 취향을 알아내고 이를 작업 수행에 용할 수 있

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지능형 에이 트의 핵심은 

사용자의 행 를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사용자의 의

도를 악하여, 사용자가 심을 가지는 정보를 추

출하여 생성하는 사용자 로 일의 정확도에 있다. 

2.2 RFID 기반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RFID를  기반으로 하는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서는 센싱 기능이 부가된 RFID Tag를 장착한 

가 기기 그리고 RFID Tag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

는 RFID Reader,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한 홈 

서버가 필요하다. RFID 기반의 홈 네트워크 내에서

는 가  기기들의 상태를 감지하기 하여 모든 가

기기들이 RFID 센서를 장착하여야 한다. 

RFID 센서는 주기 으로 각 가 기기의 상태를 

감지하여 RFID Tag에 기록하고, RFID Reader는 

Tag로부터 가 기기에 한 정보를 읽어온다. 홈 

서버에서는 지능형 에이 트가 RFID Reader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홈 네트워크 내

의 사용자에게 최 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

기기들을 제어한다. 한 사용자가 유무선 네트워

크를 통하여 홈 서버나 모바일 기기에서 직  홈 네

트워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한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사용자 선호정보를 활용한 자동 제어 시스템

 

(그림 1) 사용자 선호정보를 활용한 제안  시스템

사용자가 지닌 RDID Tag의 고유 코드정보는  

사용자의 정보와 매칭된다. Reader로부터 읽 진 일

련의 코드정보는 HomeNetwork Server로부터 사용

자 정보와 디바이스 정보를 호출한다. 사용자의 행

 방식에는 2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행동패턴이 규칙 인 경우이며, 두 

번째는 돌발  행동패턴이 발생되어진 경우다. 자

인 경우에는 일반 으로 정보가 기기가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 운용되어질 것이지만, 후자인 경

우에는 새로운 행동 패턴이 학습되어져야 한다. 따

라서, 사용자에게 질의를 던진 후 이벤트를 발생시

키는데, 이러한 것에는 환경  요인(새로운 디바이

스의 장착, 내․외부 날씨  온도 변화, 사용자의 

상태  심  변화 등)과 치  요인(홈 내부의 가

기기  가구들의 치 변화 등)이 크게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에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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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니터링을 통한 선호 정보 검출 과정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해서 가장 먼  수

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들을 포

으로 탐지하는 것이다. 이를 해 컨텍스트 수집

기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 정보와 사용자가 수행했던 

행 들을 분석하고 사용자 행 에 한 정보를 정의

하게 된다. 이 게 정의되어진 정보는 사용자가 선

호하는 정보를 검출하고 서비스하기 한 데이터로 

재사용되어진다. 

4. 네트워크 Flow와 알고리즘 

4.1 자동제어 시스템의 네트워크 Flow

에이 트가 RFID 리더로부터 받는 내 사용자 

데이터와 련 정보를 송받아서 유효성 여부에 

한 처리 로세스에서 발생되고 송되는 메시지 

로토콜과 련된 Network Flow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Flow

각 메시지들은 HNCP(Home Network Control 

Protocol) Manager, New Devicerks의 일련의 규칙

을 기반으로 송된다. 사용자가 지닌 Device로부터 

지정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신호 여부를 확인하게 되

며, 이를 Manager로부터 message를 달받게 된다. 

신호의 정성을 확인하면 그에 따른 packet을 송신

하게 되며, 그에 따른 정당한 메시지를 송하게 된

다. 만약 신호에 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Err Code)를 보내게 된다. 사용자가 내 어

느 특정한 치에서 사용자의 행 가 검출된 경우에

는 해당 치  정보를 HNCP Manager에게 송하

게 되며, 치 정보에 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 정보와 함께 새로운 치와 학습 

행 에 한 모니터링과 학습 알고리즘이 함께 작동

되어지도록 구성되어지며, 기본 규칙을 통해 사용자 

행  측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2 사용자 행  측을 한 능동  서비스 알고리즘

개인화된 상황 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사

용자들의 로 일과 여러 유사정보 그리고 다양한 

상태 정보, 센서  기타 환경 정보를 통한 동  상

황 인지 정보를 이용한다. 이러한 만족을 해서는 

사용자의 각 디바이스에 따른 행동 패턴을 악하는 

것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황 응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식 1은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디바이스와의 연 성을 고려하 다. 

(수식 1) 

개인화된 상황 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는 디바이스에 따른 서비스가 각 사용자들의 행동패

턴에 따라 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먼  사용

자가 근하고 있는 디바이스 종류가 악되어져야 

하며, 선택되어진 디바이스에 취해진 행동 패턴에 

한 악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사용자에게 제공되

어지는 서비스는 디바이스의 종류와 행동 패턴에 

향을 받게 된다.

식 2는 각 디바이스와 사용자의 행동에 환경 인 

요인과 치  요인이 매우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 다.

(수식 2) 

각 디바이스와 사용자의 행동에는 매우 한 

련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용자의 행동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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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환경정보와 치

정보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과 

치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패턴에도 많은 변화

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eight(U_action, 

D_type)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통해 취해

진 행동에 한 가 치를 구하고자 하는 변수로서,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여러 행동 패턴들

이 도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동 패턴

을 도출해내는데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시스템 구축에 따른 테스트와 평가

내 안에서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 시스템 작동 

행 를 모니터링  학습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동작 시 을 추론( 측)하여 유/무선단말기

를 통해 시에 사용자 선호 동작 여부  동작 인

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축하 다. 

(그림 4)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테스트 

그림 4에서 보이듯이 사용자의 집 내부와 외부에

서 시스템 작동시 작동된 시스템 구성품 종류와 시

간  순서를 학습하고 사용자의 련 정보를 학습

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단말기나 리모콘으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학습자의 선호 시

스템 작동을 추론하여 자동 으로 최  시간에 동작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게 된다. 홈 네트워크 환경에 

한 주기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른 최 의 환경을 유지  리되어야 한

다. 따라서 최 의 홈 네트워크 환경에 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성향을 지속 으로 악함으로써 

홈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

6. 결론과 향후 과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선호정보를 

인공지능 으로 기계학습하여 자동으로 선호 정보를 

추론( 측)한 후, 직  제어함 없이 최  환경으로 

동작 하도록 하 다. 한, 사용자들은 홈내 각종 가

제품의 원격제어에 활용되어짐으로써 생산성을 향

상 시키는 직 인 효과와 국내 지능형 홈네트워킹 

산업의 기술과 해외 기술  방향에 해 많은 연

성을 악할 수 있었다. 지능형 홈네트워킹의 기술

발  활성화로 무선 등 다른 방식의 기술발  유도

와 기술경쟁의 진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

과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친화  지능형 공간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시

스템은 인간 심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 네트워크의 지능화를 

해서 련 홈 네트워크 서버와 미들웨어의 개발 그리

고 가 기기의 통신 규격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보

안 인 측면에 보다 많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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