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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재해를 하게 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재난의 방을 해서는 험 상황에 한 정확한 단과, 그 상황 발생에 즉각 인 처가 가

능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상황정보시스템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다  상황에 한 모니터링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한 연구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다 상황에 한 신속한 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상황의 처리를 해 각종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여 시간 마킹 처리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추상화된 

Context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 상황 처리를 한 RFID/USN 미들웨어를 시스템을 설계한다.

ABSTRACT

Modern society encounters various accident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numbers of studies are going on to minimize damage 

from accidents. For prevention of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that helps making accurate judgment in emergency 

cases and is able to instantly manage each contingency. Various studies are currently going on contingency information system 

under ubiquitous environment.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on the system that is able to monitor and process 

multiple contingencies and thus we still have difficulties in coping with multiple contingencies promptly. This study designs a 

RFID/USN middleware system for multiple contingencies control that receives data from various kinds of sensors and saves data 

after time marking thus is able to provide conjectured context when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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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는 산업화로 인하여 다양한 재해를 많이 

하게 된다. 재해는 크게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천

재지변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 재해와 화재, 붕괴, 가

스 출과 같은 인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에

서 인  재해의 경우 첨단 기술과 해당 작업자  사

용자의 교육을 통한 방 활동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1].

인  재해의 방을 해서는 험 상황에 한 정

확한 인지 기술 연구와 인  재해 련 정보의 데이

터베이스 구축, 상황 발생에 한 즉각 인 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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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상황정보시스템에 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 다수

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는 다  상황에 한 모니터

링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  상황에 한 신속하고 정

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는 문제 이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실시간 콘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History 콘텍스트 정보를 다루며, 상

황별로 원하는 시간  장소의 데이터에 해 재  

 표시가 가능하도록 타임마킹을 하여 추후 상황을 

신속히 추론하고, 상황에 따라 View를 구성하여 다양

한 상황정보들 에서도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고 정

확하게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상황인식 기술의 필요성과 실시간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한 인 라의 요성을 제시하고, 3

장에서는 다 상황 처리를 한 RFID/USN 미들웨어 

임워크의 구성도를 설명하고, 4장에서 결론을 통

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인지 컴퓨  
시스템

유비쿼터스 시 의 응용  서비스는 컴퓨   커

뮤니 이션 능력을 가진 스마트 객체들이 동 인 환

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응할 수 있는 특성, 즉 상

황인식(Context-aware)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황정보는 사용자가 상호 작용을 하는 시 에 가용

한 거의 모든 정보이다[2]. 한 상황정보는 응용 운

용 환경의 일부로 응용이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

함한다. 이는 일반 으로 사람, 그룹, 객체의 치, 식

별, 활동, 상태 등을 포함한다[3].

상황인식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정보의 수집  교

환을 통해 인식하고, 해석  추론과 같은 처리 과정

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에 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 상황정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는 센서, 센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된다. 사용자는 키패드나 터

치스크린 등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본 인 개인 정보나 개인 일정 등과 같은 

정 인 상황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다.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상황 정보와 사용자의 체온, 압 등과 

같은 정보들은 사용자 단말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직

 수집될 수도 있고, 사용자 주변의 센서 네트워크 

는 상 계층 네트워크와 통신을 통해 수집될 수도 

있다. 사람이나 사물 등과 같은 객체의 식별정보도 

치정보와 마찬가지로 상황인식 서비스를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상황정보이다.

2.1 RFID/USN을 이용한 센싱 정보 리

최근 들어 USN 미들웨어는 그 기능이 각 응용 분

야의 서비스에만 용되는 수 으로 기능이 매우 단

순하며 요성 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USN 응용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센서노드의 수가 

격히 증가하고, 응용 서비스에서 QoS를 보장해야 하

고, 다  센서 네트워크들 간의 연계와 같은 고수 의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복잡도가 높은 USN 응용 

서비스 모델들이 새롭게 제시되며, USN 응용 서비스 

시스템들 간의 통합이 일반화됨에 따라 USN 미들웨

어에 한 요구기능이 매우 다양화되고, 그 요성 

한 차 증가하게 되었다[4].

2.2 센싱 정보 리

상황인식의 정의 문제와 유사하게 상황인식 응용의 

요한 특성을 일반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역시 이러

한 특성들은 특정 응용에 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세

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상황인식 응용의 

분류를 통하여 특징이 되는 경향을 추출하고, 이를 일

반화된 상황인식 응용으로 정의하는 근 방법을 이

용하 다[5][6]. 제안한 분류는 이 의 분류로부터 구

한 아이디어와 기존 상황인식 응용을 만족하도록 일

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인식 응용이 원할 수 있

는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Presentation)

② 사용자를 한 서비스의 자동 실행(Execution)

③ 검색을 한 상황 정보의 표시(Tagging)

이러한 정의에 한 이해를 통하여 상황인식 응용

이 지원해야 할 행동과 특징이 무엇이고, 이러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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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FID/USN 시스템 구성도
Fig 1. Diagram of RFID/USN System

을 수행하기 하여 요구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개

발자가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응용 개발자는 

설계에서 실제 구 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2가지 

근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설계자가 구조 인 

서비스 는 특징을 조합하여 응용을 구축하는 근 

방법과 다른 하나는 설계자가 상이 되는 응용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추상화 하는 

근 방법이다. 이를 지원하는 기술로는 상황인식 응용 

개발 도구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 기술에 포함될 내용

으로는 상황의 획득과 근, 상황인식 응용에 독립

인 상황인식 정보의 장, 배포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상황 정보의 추상화를 한 기술(Abs-

traction), 상황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Interpretation), 

그리고 유사한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Aggr-

egation)의 3가지 기술 요소가 기본 으로 필요하다

[7][8][9].

Ⅲ. 다 상황 RFID/USN 시스템 설계

3.1 RFID/USN 시스템 구성도

험 상황에 한 정확한 인지와 상황 발생에 한 

즉각 인 처를 해 다  상황 RFID/USN 미들웨

어를 설계한다. 센싱 데이터들의 수집을 한 시스템

은 그림 1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각종 센서들이 장착

된 USN Node들은 심이 있는 치에 장착이 되고, 

Zigbee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서버 단에 있는 USN 

Sink Node로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한다.

한 고정형 RFID Reader가 장착된 RFID 단말장

치 역시 객체의 신원을 악하고자 하는 치에 설치

하고, 단말 서버와 TCP/IP 통신을 이용해서 인식된 

RFID Tag 정보를 송하게 된다.

시스템이 측할 수 있는 수 의 상황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센서들을 단말 Node

에 장착하여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설계한다.

• 신원  상황 : RFID Reader

• 공간  상황 : 각 센서 Node들의 치

• 시간  상황 : 데이터 센싱 시의 년, 월, 일, 시, 

분, , 리 

• 환경  상황 : 온도, 습도, 조도, 연기 센서

• 근  상황 : 거리, 개폐(Magnetic)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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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FID Reader

RFID는 비 식 무선인식 기술로 기존 바코드의 

느린 인식 속도, 인식률, 장 능력 등의 한계를 극복

하며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

이다. 출입자의 인식상황을 연출하기 해 RFID 

Reader를 사용해 RFID 응용 노드 제어기와 RS- 

232C Port를 통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3.3 RFID 응용 노드 제어기

RFID 응용 노드 제어기는 RFID Reader Module과는 

RS-232C 방식으로, 서버 단의 Message Dispatcher 

Server와는 TCP/IP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

RFID 응용 노드 제어기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RFID Reader Module을 통해 인식된 RFID Tag 

정보는 TCP/IP를 통해서 Message Dispatcher Server

로 송되고, 동일한 거치 에 장착된 온도, 습도, 조

도  거리를 측정하는 USN Node는 Message Dis-

patcher Server에 연결된 Sink Node와 Zigbee 무선통

신을 통해서 데이터 송을 수행한다.

3.4 서버 시스템

서버 시스템은 3-Tier 구조의 Client-Server Arc-

hitecture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Client 

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해서 해당 컴포

트를 원격에서 실행시키는 Component based Design

을 용하여 설계하 다. 

TCP/IP
Message

Dispatcher
Server

Temperature
Humidity

Illuminometer
Distance

Zigbee

RFID tag 
Information

RFID 
Application
Controller

그림 2. RFID 응용 노드 제어기와 서버와의 연결구성

Fig. 2 Connection of RFID Application Controller and 
Server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Client들과의

Interface를 담당하는 단말의 서버 즉, Application 

Proxy Server(APS)와 Message Dispatcher Server 

(MDS)는 특정 Client들에만 합한 통신 구조를 벗어

나 범용 이고 융통성 있는 통신 Protocol을 이용해서 

외부 근성을 향상시키고, APS의 경우 IOCP 기반의 

TCP/IP Protocol을 이용한 Socket Listener를 통해 범

용  근성 향상과 Socket 통신의 성능 향상을 동시

에 하고, MDS의 경우 비동기  Serial 통신을 통해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APS와 동일하게 

RFID 응용 노드 단말장치와의 통신을 해 IOCP 기

반의 TCP/IP Protocol을 용하 다.

에서 언 된 바와 같이 Triggering되는 Comp-

onent들은 COM+ 기술을 용하여 설계 되었고, 서버 

간 통신은 DCOM(Distributed COM)을 이용하여 설계

하 다. 그림 3과 같이 RFID Node가 인식된 Tag 정

보를 해당 Socket을 통해서 송신하게 되면 MDS의 

IOCP 기반으로 구 된 Socket Listener는 달된 

XMP-RPC 형식의 Message에 지정된 Component를 

자동 으로 Triggering 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USN 

Node로부터 측정된 센싱 값이 RS-232C Port를 통해 

송되면, MDS내의 Serial Port Listener는 송된 

Packet Message를 분석하고, 이 Packet의 처리를 담

당하는 해당 Component를 동일한 방식으로 Trig-

gering하게 된다. 여기서 용의 센싱 값 처리 Com-

ponent와 센싱 값 Type의 정보를 MDS 내부 으로 

Mapping Table을 이용해서 유지 리한다.

3.5 이벤트 인식 트리거 컴포 트 모델

각종 USN 단말장치들로 발생되는 센싱 값들의 

송 이벤트는 이를 처리하는 서버 측면에서 처리의 효

율성 뿐 아니라 향후 확장성을 갖는 처리 Archit-

ecture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 각종 USN  RFID 

단말장치로부터 송되는 다양한 센싱 값들을 이후 

처리 로세서들이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

이터의 추상화를 수행하는 로세스(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D) 기반의 임워크가 필요

하다.

COM Port Listener는 USN 단말장치와 Zigbee 무

선통신 기반의 RS-232C 통신을 수행하여 센싱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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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버 시스템의 Context
Fig 3. Context of Server System

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각 USN 단말장치와 

Command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5.1 IOCP Socket Listener

일반 으로 Overlapped I/O를 통한 Asynchronous 

I/O는 Synchronous I/O에 비해 기능 , 성능 으로 

많은 장 을 갖는다. 그러나 Overlapped I/O는 속된 

Client 수만큼의 서버 로그램 안에 Thread를 생성

하면서 처리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잦은 Thread 

Switching에 의한 과부하와 Thread Resource 남용 

등의 단 을 갖는다.

IOCP(Input Output Completion Port)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면서 Overlapped I/O를 통한 Asyn-

chronous I/O의 장 을 수용한 I/O 모델로 Windows 

계열의 운 체제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 성능을 갖

는다.

3.5.2 Data 추상화 Component

송되는 USN 센싱 Data는 RFID Tag 정보와는 

달리 미리 정의된 코드 값들과 측정된 센싱 값들의 

연속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형식이 매우 원시 인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이후 연속되는 로세스들이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 구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

우, 연속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특정 Index로 시작되는 

값들을 분리해 내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 내게 된다.

3.6 Context Meta Data  인식된 Context 장

각종 USN 단말장치들로부터 수집되는 원시 데이

터는 향후 과거의 특정 상황의 재 을 해서 반드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야만 한다.

재의 USN 는 RFID 단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리 정의된 Primitive Context와 

Poly-Context 정보를 이용해서 상황인지를 수행하는 

신 과거에 장된 Logging Data를 Message 

Dispatcher Server(MDS)의 입력으로 Redirection 함

으로써 원하는 과거의 시간 에 발생된 상황을 추

하고, 당시 발생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과거 상황 인지 당시에는 정의되지 않았던 상황이 새

로 정의되고, 그 상황이 특정 과거의 시간 에 발생되

었는지의 여부가 요해지는 조건이라면 매우 유용한 

과거 상황 재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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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USN 센서 노드로부터 수집

되는 각종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험 

지수의 실시간 정, 시간에 따른 다  상황 모니터링

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효과 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 상황과 특정 시 의 과거 

상황을 사용자가 참조하고자 하는 구성요소들을 선택

해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장 을 가진다.  이

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간 콘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History 콘텍스트 정보를 상황별로 시간, 공간

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의 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재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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