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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u-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라는 유비쿼터스의 사상에 기초하
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인식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자의 위
치 탐색 및 추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RFID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데이터화 하고 우너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내위치인식 시스템으로 현재 홈네
트워크 미들웨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Alliance의 플랫폼
을 사용하여 재사용성과 확장성이 높도록 설계 및 구현한다.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 에 따라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과 의료기

술의 발달은 건강에 한 심을 끌고 있다. 한 인간

의 건강한 삶을 한 u-헬스 어 로그램과 의료정보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함에 따라 u-헬스 어 분야

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u-헬스

어의 실내 치 인식은 실내 거주자의 이동 상태를 악

함으로서 실내 응  상황 처  에 지 소비 약 등

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와 응용서비스를 통

합지원하기 한 임워크를 사용하여 u-헬스 어의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이를 해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랫폼을 활용

하여 외선 센서와 RFID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데

이터화 하고 원격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구 한다. 본 논문에서 구 된 모든 

모듈은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독립 인 번들 형태

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른 시스템에서 수정 없이 

재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시스템에서 제작된 번들도 본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u-헬스 어 

실내 치인식 시스템을 한 련기술들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OSGi 게이트웨이  번들

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앞에서 설계된 게이트웨이  

번들을 구 하며, 5장에서는 기 효과  향후 연구 과

제를 논의 하여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u-헬스 어

 u-헬스 어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련 서비스를 연e
동하여 언제 어디서나 방, 진단, 사후 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과거에는 환자의 질병 증상을 

완화, 치료하는 것에 이 맞추었지만 재는 일반인

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방하는 것으로 개념이 변

화  확 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차 의료정보 서비스

가 안 성, 효율성, 시성, 효과성, 균형성 등을 강조하

며 발 하고 있으며, u-헬스 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센싱(Sensing) : 인체에서 발생하는 물리 , 화학 인 

  상의 변화 감지

● 모니터링(Mornitoring) : 측정된 생체정보를 1차 으

  로 가공

● 분석(Analyzing) : 장시간에 걸쳐 측정된 데이터로부

  터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을 나타내는 새로운 건강 지

  표 발굴

● 피드백(Feedback) :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사용자에게 

  경고

2.2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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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Gi는 1999년 3월에 설립된 비 리 표 화 단체로  

미들웨어와 응용서비스간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공 자가 소비자의 환경에 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설치

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자바 기반의 개

방형 서비스 랫폼 규격을 표 화하고 있다[3].
 그림 1은 OSGi의 임워크와 번들의 계를 나타내

고 있다. JVM(Java Virtual Machine)상에서 OSGi 랫

폼이 동작하게 되고, 이 랫폼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번들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다른 번들과 export 
/import 과정을 통해 동작하게 된다.

그림 1. OSGi 랫폼과 번들의 계

 OSGi는 크게 임워크, 서비스  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임워크 : 어 리 이션 개발 시에 일 된 로그

  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소 트웨어

  가 들어가는 틀이라 할 수 있다.
● 서비스 : OSGi 모델에서 어 리 이션은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 서비스는 소 트웨어의 최소단

  이며, 임워크에 등록된 후 각각의 역할을 수행

  한다.
● 번들 : 서비스, 자바클래스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포함

  하는 서비스 소 트웨어의 묶음이다. jar 일 형태로 

  구성되어있고, 임워크에서 설치된 후 활성화되며 

  포함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수행한다.

그림 2. 번들의 상태

 그림 2는 번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OSGi 
임워크는 독립 인 JVM 환경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완

하고 동 인 컴포 트 모델을 구 한다. 어 리 이션 

는 번들의 재부  없이 원격지를 통해 설치, 시작, 정

지, 업데이트 그리고 제거될 수 있다.
 OSGi 임워크로는 Knopflerfish, Oscar, Prosyst 등

이 있으며, 재 여러 로젝트들이 OSGi 임워크 개

발을 진행 이다.
2.3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SN은 포 이고 개념 인 의미를 갖는데 RFID, 센

서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등을 체계화하여 

정의한 것이다. USN 기술은 기능 인 계층에 따라 정의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물과 물리 환경계의 다양한 상태정

보를 효율 으로 감지하여 달하는 RFID․Sensor 네트워

크 기술, 수집된 정보를 장․가공․통합하고 상황인식 정

보  지식 컨텐츠 생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USN 미들웨어 랫폼  응용 서비스 기술 등으로 구성

된다[4].
 RFID 기술은 간단한 형태의 정보 감지 수단으로 무선

주 수를 이용하여 리더가 태그에 장된 데이터를 비

식 방법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기술이다. RFID 기술은 

어 리 이션에 연계 시키는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 태

그에 기록된 ID 리를 한 서버  네트워크 기술 등

으로 구성되고 수동형 RFID, 반능동형 RFID  완 능

동형 RFID 기술로 구분된다.
2.4 Knopflerfish
Knopflerfish는 비 리 단체에서 OSGi 임워크를 개

발하는 오 소스 로젝트이다. 이 로젝트는 OSGi 스

펙에 따라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개발 도구와 응용 로

그램을 구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상당히 안정 이

며 GUI 기반의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Knopflerfish Bundle Repository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 최신 버 은 2008년 2월에 

발표된 OSGi Release4를 지원하는 Knopflerfish 2.0.4 
이다. 
3. 실내 치인식 시스템 설계

3.1 설계 원칙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 고려할 은 

다음과 같다.
● 실내에서 거주자의 치인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외선 센서와 RFID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 원거리에서 거주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HTTP 로토콜을 이용한 홈서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차세  홈 네트워크 표 에 부합하도록 OSGi를 기반

으로 설계한다.
● 번들은 다른 랫폼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별로 세분화하여 설계한다.
 와 같은 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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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24의 외선 센서키트와 RFID리더를 사용하 고, 
효율 인 번들 제어를 해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는 OSGi 임워크인 Knopflerfish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 다.
3.2 실내 치인식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사람의 이동을 인지하여 데이

터화하고, 원격지에서 웹 라우 를 통해 분석된 데이터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실내 치인

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그림 3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치인식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u-헬스 어 실내 치인식 시스템

을 한 미들웨어는 OSGi 기반의 랫폼과 치인식 디

바이스의 집합인 센서 네트워크 노드들과 RFID 리더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그림 3. u-헬스 어 치인식 시스템 설계

 OSGi 랫폼 상에는 센서 노드와 RFID 리더를 다루는 

Device Control Layer,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Repository Layer  홈 서버를 제공하는 Home Server 
Layer가 존재한다. Device Control Layer에는 RFID 번

들, 외선 센서 번들이 존재하는데 COM Port를 통해 

연결된 RFID 리더와 센서 노드에서 사용자의 이동 상황

을 인지하여 데이터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번들들

을 통하여 RFID 리더와 센서 노드들의 효율 인 리가 

가능하며, 가용 데이터 여부를 가름하여 불필요한 자

료가 장소에 입력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Repository Layer에는 Database 번들이 존재하는데 

RFID 번들과 센서 번들에서 장소로 자료 입력  

Http 번들의 Request에 따른 장소에서 자료 출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Database 번들을 통해 장소의 효율

인 자료 입․출력이 가능해지며 허가 받지 않은 근으

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한다. Home Server Layer
는 Http 번들로 이루어져 있다. Http 번들은 OSGi 
임워크 상의 다른 번들이 동 으로 Resource와 Servlet
을 Http URI namespace에 등록․해제 할 수 있게 하는 

Http Service를 기반으로 하여 동작한다.[5] 한 Http 
번들은 Database 번들을 통해 출력한 데이터를 

JFreechart를 이용하여 가독성 높은 그래 의 형태로 구

성된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원격지에서도 실내 사용

자의 치 이동 상황을 쉽게 악 할 수 있도록 한다.

 OSGi 임워크는 Package Admin Service, Start 
Level Service, Permission Admin Service 등 여러 서

비스를 통해 번들들을 효율 으로 리한다.[6] 이러한 

서비스들은 랫폼 내부에서 동작하는 번들에 의해 수행

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임

워크에서 번들 서비스 계 연결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4. 주요 사용 번들과 서비스

 System 번들은 임워크 자신을 나타내는 번들로써 

이를 통해 임워크는 다른 번들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등록할 수 있다.[5] Database 번들

은 데이터의 입출력 함수를 제공하는 DB interface라는 

인터페이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 장소

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Http 번들은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Comm-winn32 번들과 HttpServer 번들은 

Bundle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번들로서 각각 COM 
port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 러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Jsdk번들은 httpService에서 Servlet을 지원하기 

해 Java Standard Edition의 Servlet 련 API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다. 이를 통해 Http-all 번들은 

Http 번들에게 httpService를 제공하여 Home Server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4. u-헬스 어를 한 실내 치 인식 시스템의 구

 
4.1 하드웨어 구

그림 5. 센서노드와 RFID 리더 사진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시스템의 일부분인 센서 

노드와 RFID 리더 배치 사진이다. RFID Tag를 지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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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설치된 RFID 리더와 Sensor 노드가 설치된 지역

을 통과하면서 이동상황이 데이터화 되는데 이동 치와 

시간이 Database에 기록된다. 한 RFID 리더와 Sensor 
노드의 인식 시간의 차이를 통해 이동 방향도 인지할 수 

있고, Tag ID를 통해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다.
 RFID와 외선 센서의 specification은 아래의 표 1, 표

2와 같다.
표1. 외선 센서 Specification

제 목 내  용

구성요소
Interface module 1, 
Main module 4, 
Infra-sensor module 3

운 체제 Nano-Q+

개발도구 EZ-ESTO IED

제조사 OCTACOMM Co. Ltd

표2. RFID Specification
제 목 내  용

구성요소
RFID 리더 3,
RFID 태그 2,
RFID 안테나

주 수 13.56MHz

인식거리 80mm

제조사 FirmSYS

4.2 소 트웨어 구

그림 6. Knopflerfish 리화면

 의 그림 6은 본 연구를 통해 구 된 번들이 

knopflerfish에서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다. OSGi 임

워크에서 제공하는 번들과 함께 서비스를 import/export 
하며 동작하게 된다. 한 하단의 텍스트 창을 통해 

외선 센서와 RFID에서 동작상황  입력 데이터값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7. 사용자 모니터링 화면1

그림 8. 사용자 모니터링 화면2

 그림 7과 그림 8은 원격지에서 웹 라우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이다. 실내 거주자들의 재

치  오늘의 이동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 

 과거의 일일 생활 분석과 주간 활동량 등을 그래  

형태로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4.3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한 외선 센서와 RFID 리더는 인식

거리가 길지 않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었지만, 
인식거리가 넓은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측한다. OSGi 임워

크는 Java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Java의 모든 라이 러

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과 Knopflerfish의 경우 

Servlet을 통해서만 원격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

지를 제작 할 수 있다는 은 아직까지 단 으로 작용한

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인 Bundle의 개발이 필

요하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u-헬스 어를 한 실내 치인식 시스

템을 설계  구  해보았다. OSGi 임워크 기반으로 

하여 OSGi의 유용한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리  측

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고, 기능 으로 분류된 

번들 단 로 개발함에 따라 재사용성  확장성 모두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스템에 독립 인 모듈의 설치․분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과제로는 재 실내 치인식 시스템에 건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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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번들 등을 추가하여 좀 더 종합 인 u-헬스 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과 JMX와 같은 센서네트워크 리 

시스템을 임워크에 추가함으로써 좀 더 안정 으로 

센서네트워크를 리하는 것이다. 한 재 시스템에서

는 고려되지 않은 번들에 한 보안과 홈 게이트웨이의 

보안에 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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