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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휴대폰의 보급과 기능의 고급화로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환경 맞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상황인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휴대

폰을 이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과 수집된 상황 정보에 적절하게 주변 생활 가전 기기를 제어하는 개

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경량 상황인식 엔진을 제안하였으며 상

황인식을 통한 추론 작업을 휴대폰과 홈 서버로 분산시켜 상황 추론 작업의 효율화를 기했다.

   

1. 서론

스마트 홈은 유뮤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정 내의 다

양한 가전기기 및 센서로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동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홈 서버를 통해 집안

전체의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1]. 스마트 홈 환경

에서 가전기기의 제어 및 실내 환경의 제어 등의 기본적

서비스와 실시간 정보 및 가정 내의 각 종 센서로부터 수

집된 현재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추론하는

상황인지 기술을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최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4]. 최근 휴대폰

의 보급과 기능의 고급화로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 환경

맞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상황인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5][6].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정 내 가전기기에 대해 상황인지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휴

대폰은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지만 휴대폰의 제한된 컴

퓨팅 능력과 자원으로 인해 적용되는 상황인지 기술은 정

확도를 유지하면서 복잡도가 낮아야 한다. 제안된 플랫폼

에 사용되는 상항인지 기술로서 휴대폰의 제한된 기능을

고려한 스마트 홈 환경에 적합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2. 관련연구

휴대폰을 이용한 상황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정보로 휴대폰에 부착 가능한 센서를

통해 얻은 가전기기에 대한 장치 프로파일과 휴대폰 로

그 파일에 있는 휴대폰 사용기록,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 및 홈서버나 서비스 서버로부터 전

송 받은 정보들이 있다. 휴대폰에서의 상황인지 관련 지능

형 서비스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상황정보를 그대로 사용

하는 저수준 상황인식 서비스와 전처리하고 해석해서 사

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고수준 상황인식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5]. 저수준 상황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는 VTT연구소에서 휴대폰에 무선통신 기능, 가

속도, 조도, 근접 센서, 온도, 나침반 센서등을 탑재한

SoapBox를 개발하여 휴대폰의 위치와 사용자의 상태를

추론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7].혹은 지속적으로 별도의

센서 없이 휴대폰 사용 기록과 내재된 센서를 통해 수집

한 상황정보를 사용하여 엔트로피 분석과 HMM을 이용하

여 사용자의 현재 있는 장소를 추론하거나 근처 비슷한

프로파일을 갖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8]. 고수준 상황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는

MIT Reality Mining Group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를 다이

어리 형태로 변환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LifeLog 시스템응 제안하였다[8]. 핀란드 VTT 연구소는

수집된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퍼지추론이나 베이지안 방

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상태를 추론하여 휴대폰 화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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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크기와 밝기를 조절해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9]10].

고수준의 상황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자와 환경의 모델링

을 통한 부가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황정

보 온톨로지 모델을 구성하고 상황 온톨로지에 기반한 상

황 추론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11][12].

3. 제안 시스템

아래 <그림 3.1>은 스마트 홈 환경 휴대폰 기반 상황

추론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림 3.1 스마트 홈 환경 휴대폰 기반 상황추론 시스템

휴대폰 사용자가 댁 내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센서 와 인터넷을 통해 생활 환경 정보 및 사용자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인식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추론하고 사용자 프로파일에 입력된 사용자 선호도에 기

반하여 추론된 상황에 적절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 휴대폰 사용자가 외부에 있을 때는 이동통신망을 이

용하여 댁내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휴대폰 기반 스마트 홈 상황인식 서비스 처리에 대한

기능 블럭도가 <그림 3.2>에 있다.

그림 3.2 휴대폰 기반 상황인식 서비스 처리 기능 블럭도

휴대폰 내장 센서로부터 GPS와 시간 그리고 가속도 상

황 정보를 수집하고 로그파일로 부터 휴대폰 사용 기록을

수집하며 휴대폰 부착 센서로부터 생활 가전 센서 데이터

를 수집한다. 장치와 휴대폰간의 통신은 WLAN,

Bluetooth를 사용하며 휴대폰에 센서가 없는 가전 기기인

경우 홈서버를 통해 상태 정보를 수집하며. 날씨 혹은 서

비스에 필요한 컨텐츠 등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다. 수집된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프로파일 및 장치 프로파일

상태를 수정하며 종합적으로 context manager를 통해 상

황 정보를 수정한다. 휴대폰에서 구동하는 상황인식 엔진

은 제한된 자원(CPU, 메모리, 뱃터리)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므로 복잡도가 낮은 반면 검증된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최근에 비교적 복잡도가 낮은 경량 상황 추론 방법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들이 상황인식 엔진에 많이 사용된다

[13]. 경량 상황 추론에 사용될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다

음 방법들이 사용된다.

연관분석(association analysis):휴대폰 사용기록에 대한

로그파일에 대한 정보와 가전기기 사용 정보를 이용한 연

관분석을 수행하여 휴대폰 및 가전기기 사용 패턴에 따른

최대빈발아이템(maximal frequent itemsets)들을 찾아서

휴ㅐ폰 및 가전기기 사용에 대한 개인화 맞춤서비스를 제

공한다.

결정 트리(decision trees): intrnal nod, leaf node, 그리고

branch로 구성된 트리 구조의 작업 흐름도로서

divide_and_conqure방법을 이용하여 하향식으로 작성된다.

intrnal node는 사용자 프로파일 혹은 장치 프로파일의 속

성들로서 leaf nod는 분류를 위한 class로서 추론 결과에

해당된다.

규칙 기반 분류(Rule-Based Classifier): 규칙 기반 분류

는 속성의 상태에 따라 “if ... then.." 규칙에 따라 특정 상

황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법으로 속성은 사용자 프로파일

이나 장치 프로파일의 구성 요소들이며, 미리 입력된 사용

자의 선호도나 행동 패턴에 근거하여 규칙이 만들어 진다.

장치 프로파일의 구축된 규칙에 의거하여 장치의 특정 상

태를 결정하게 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속성간의 의존

관계를 이용하여 방향 비순환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의

각 노드에서 부모 노드와 관계된 조건 확률테이블을 만든

다. 이렇게 프로파일 수성 속성간의 조건 확률 관계를 나

타내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상황 추론을 수행한다.

서비스 매니저는 현재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동 인지

하여 모바일 상황인지 엔진을 가동하여 추론된 결과를 이

용하여 가전기기나 휴대폰에 필요한 상태를 설정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집된 상황 정보에 적절하게 주변 생활 가전 기기를 제

어하는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휴대폰

에서 작동하는 경량 상황인식 엔진을 제안하였다. 휴대폰

의 제한된 컴퓨팅 능력에서 실시간 작동되는 데이터마이

닝 기법들을 적용한 경량 상황인식 엔진을 제안하여 휴대

댁내

휴대폰

홈서버

센서네트워크

(온도,습도,영

상,조도)

댁내 생활가

전기기(TV,

조명,에어콘,

오디오)

외부

휴대

폰

서비스서버

이동

통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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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사용자 프로파일에 근거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안

하였으며 상황인식을 통한 추론 작업을 휴대폰과 홈 서버

로 분산시켜 상황 추론 작업의 효율화를 기했다. 그리고

홈 서버나 원격지의 서비스 서버로부터 얻은 상황 온톨로

지 모델링을 이용한 규칙 기반 추론 결과를 경량 상황인

지 기법에 적용하여 상황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후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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