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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통신 및 컴퓨터 분야를 중

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과 그 실현기술

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카 네비게이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비 PC 기기가 네트워

크화 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용

량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기존의 IT

분야에 접목되면서 가정 자동화 시스템

(Home Automation System)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유비쿼터스 환경을 근간

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1]. 기존에는 홈 네트

워크의 아파트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

는 월패드(Wall Pad), 원격 PC 또

는 특성 폰(Feature Phone)의 단순

한 프로그램이 홈네트워크 웹 서버와

접속하여 단순한 기능만 제공 되었으

나, 홈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각종

가전이나 가구까지 IT 기술을 접목시

켜 제품별 속성 정보를 저장 및 관리

하며 언제, 어디서든,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해졌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휴

대 단말에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동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연동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홈네트워크 웹

서버와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가전

및 가구들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

세대별 관리비내역서 조회뿐만 아니

라 가스밸브가 열렸을 때 외출 상태

나 방범 상태에서 외부인 방문이나

세대 내 문열림이 감지될 때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 전송을 통하여 알림

서비스가 가능하다[2]. 현재 구축된

스마트 아파트는 실제 스마트 기능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홈 오토메이션

기능만 적용된 아파트만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웹 서버와 연동을 통해 여러 가지

카테고리 별로 가전 및 가구 기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주차시스

템과 의료시스템을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아파트를 설계하

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구현하였다

[3]. 주차시스템은 아파트 주차시 발

생하는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

고 주차 도난 및 화재 방지에 실시

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의료시스템은 간단

한 자가 진단을 통해 병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예방 및 검진이 가능함

으로써 바쁜 현대 사회에 효율적이

다.

Ⅱ. 관련연구

1. US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은 모든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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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물과 환경을 인식하고 네트워크

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구축 및 활용

하는 것으로 전자태그, 태그리더, 미

들웨어, 응용서비스 플랫폼 등을 중심

으로 유․무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로 구성된다[4]. 현재의 사람 중심에

서 사물 중심으로 정보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광대역망과 통합해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것이

다[5]. 따라서 USN은 초기에 전자태

그를 통해 개체를 식별하는 단계에서

센싱 기능을 부가해 환경 정보를 동

시에 취득하는 단계를 거쳐 태그 상

호간 통신으로 애드 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능이 적은 다른 태그를

제어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6].

<그림 1> USN 서비스의 기술 구조

<그림 1>은 USN 기술구조의 전체

적인 구조이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한

상황 정보는 USN 미들웨어를 이용하

여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한다. 가공된

센싱정보와 메타정보는 사용자 단말

과 응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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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한다. USN기술은 전자태그,

리더, 미들웨어, 응용서비스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유·무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유비쿼터스 캠퍼스를 구성하게 되

면 유선 네트워크보다 무선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모바일 IPv6는

기존 방식보다 다양한 주소 체계와

독립된 암호화를 제공함으로써 스마

트 캠퍼스를 구축하는데 효율적이다

[7].

2. 지능형 홈

지능형 홈은 홈네트워킹과 USN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

정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기능

을 제공하는 가정자동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가정자동화 지

능화 단계이며, 지능 환경, 월드모델,

위치기반서비스, 개인인증, 자동행위

등 다섯 가지 필수 구성요소를 충족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표 1>

은 이와 같은 지능형 홈의 필수 구성

요소와 그 기능 및 상호관계를 설명

한 것이다. 지능형 홈의 환경 구조는

홈 네트워크 기반의 USN이 구축된

상태에서 서버와의 연동이 이루어지

면서 센서 칩은 주변 환경에 대한 자

동 습득 및 실시간 상황 인식이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 인증을 통

한 자동화 시스템 지원과 언제 어디

서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지
능

환
경

▪홈네트워크 기반의 USN 구축
▪주변환경의 자동 습득
▪센서를 사용한 실시간 정보 습득

월드
모델

▪현실공간의 가상공간화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물간 정보교환
▪가상공간과 현실세계간 피드백

위치 기반 서비스
▪언제어디서나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 파악
▪파악한 위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표2)위치인식시스템의 종류와 특성

개인 인증

▪자연스럽고 비접촉 인식형태
▪최초 인증 후 개인ID 부여

▪부여된 ID를 기반으로 이동 후에도 동일한 서비

스 제공

자동 행위 ▪관계와 모델이 만족할 때, 행동규칙에 의거하 여 자
동으로 진행됨

<표 1> 지능형 홈의 필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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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지능형 아파트   

    사례

1. 국내 지능형 아파트

현재 국내 스마트 기반 아파트는

없지만 디지털 홈 체제의 아파트는

많이 건설되고 있다. 그 중에서 LG

자이는 스마트 기반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써 LG 자이에 대

해서 알아본다. LG 자이는 가정 내

홈넷 서버, 홈넷 PDP와 같은 서버를

중심으로 에어컨 세탁기 등 홈넷 가

전뿐만 아니라 방범, 조명, 가스 등의

홈 오토메이션 제품들도 별도의 배선

이 필요 없는 전력선 통신을 이용하

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제품

간 제어 모니터링 다운로드 등 다양

한 네트워킹을 즐길 수 있다. 외부에

서도 인터넷을 통해 PC 또는 휴대전

화로 제어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미래형 가정시스템이다. 하지

만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

공 및 완벽한 스마트 기반의 아파트

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그림 2>는 LG자이에 대한 시

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가

구별 홈 서버는 주변 생활 장비와 센

서 인식을 통해 연결되고 이러한 실

시간 정보는 아파트 전체 서버와 실

시간 접속이 되어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웹 서버 및 외부 서버와의 접

속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2> LG자이 아파트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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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지능형 아파트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댑

티브 하우스(AdaptiveHouse)는 거주

자의 생활 패턴 및 거주자의 요구사

항을 거주 환경에 설치된 센서를 통

해 데이터를 관찰하여, 거주 환경 스

스로 그 관찰할 데이터의 결과에 맞

게 환경 변화를 프로그램화 한다. 그

리고 신경망 이론을 적용하여 거주

환경변화에 대한 학습 능력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주자가 필요한 것들

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집이다.

어워홈(Awerehome)은 집과 집 주

변의 정보, 그리고 거주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거주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

는 능력을 가진 거주 환경을 제공한

다. 특히 사람의 인지 능력(Percption)

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고령자를 위

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지리빙(EasyLiving)은 휴대용 단

말기(mobile device)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

자가 휴대용 단말기가 없을 시 사용

자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하우스-엔(House_n)은 집을 건축할

때 거주자가 원하는 홈 시스템을 포

함시켜 거주자에게 맞는 개성화 된

집을 제공한다. 즉 집을 지을 때 벽이

나 건축 재료로 홈네트워크나 다양한

센서 등을 집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

Ⅳ. 지능형 스마트 아파트   

    설계

본 논문에서는 주차서비스 및 의료

시설을 접목한 스마트 아파트를 설계

하였다. <그림 3>은 스마트 아파트

전체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 아파트 내의 사람이 기상하게

되면 신호를 받아 그날의 날씨 및 바

이오리듬 등을 브리핑해 준다. 거주자

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화장실 변기

내에 소변과 대변의 상태를 파악해

건강상태를 체크한다[8]. 체크된 정보

는 서버의 정보 분석기에 의해 분석

되어 본인의 환경에 적합한 식단 및

칼로리 정보를 제공한다. 냉장고에선

현재 내용물의 유통기한 및 상세 정

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내용물을 조합

한 최적의 식단표를 작성한다[9]. 조

리대는 사용자의 몸무게와 키를 확인

높이조절이 가능하며 또한 비만도 및

부족도를 측정해 그에 따른 식단과

요리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진동, 온

도, 습도 등을 모니터링 하고 건물 내

의 침입자를 감시하며 가족의 입출현

황, 관리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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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 아파트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마트폰

어플은 무선 이 동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IDC(Internet Data

Center) 및 MHPS(Mobile Home

Network Platform Server)와 홈네

트워크가 구축된 아파트 단지에서

각 가구별로 속성 정보와 통신 정보

를 제어할 수 있는 가전, 가구 들을

제어할 수 있는 웹 서버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림 4> 스마트폰 어플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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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

플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지내 관리 서버에서는 가정 내 고

유 식별번호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스

마트 폰, 월패드, 원격 PC를 이용하여

원거리 접속을 한다. 사용자는 가정

내 서버에 접속하여 가전제품 및 전

자 제품에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 단지 내 서버에 접속하여 주차

시스템 및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폰 어플 스토리보드

<그림 5>는 홈네트워크 웹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 스토리

보드이다. 어플은 아파트 단지 설정이

필요하고 다른 단지 또는 다른 세대

와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각 세

대는 암호화하여 자신의 홈에 대해서

만 접속 및 제어 가 가능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스토리보드는 그림 5와 같

이 구성하였다. 스마트폰 어플은 사용

자가 홈네트워크가 구축된 아파트들

에 대하여 WiFi나 무선 데이터 네

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용

할 수가 있다.

사용 방법은 우선 앱스토어나 홈네

트워크 웹으로 접속하여 해당 스마트

폰 어플을 다운로드받고 설치한다. 설

치된 어플을 실행하고 우선 검색 기

능을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찾는다. 외부 망에서 접속 시에는 보

안인증을 위하여 월패드에 등록한

ID(동호수)와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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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주차 서비스

<그림 6>은 본 논문의 스마트 아

파트 전체 시스템 구성도중 일부인

주차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차장 구성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스마트 주차장 구성도

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장에 진입

시 클라이언트(스마트폰)는 차량번호

를 전송하여 조화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여부 정보를 클라

이언트에게 보낸다. 등록된 차량인 경

우 클라이언트는 주차 지원을 하고

서버는 주차장내 빈 곳중 거주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주차 정보를 클라

이언트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차량정

보 조회，등록，수정，삭제 등의 기

능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차

량이 단지 내에 있을 경우에는 무선

식별장치를 이용하여 그 차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디에 있는지 서버에 저

장되고 해당 정보를 참조하여 스마트

폰 어플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그림 7>은 클라이언트(스마트 폰)

로부터 요청된 요구 사항들을 처리

하는 자료 흐름도이다. 서버는 외부

로 들어오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처리한다. 관리자 프로그램은 무선

인터넷 단말기(스마트 폰)로부터 전

송되는 요구들을 서버로 받아들이고

그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을 다시

전송한다. 차량정보 조회, 등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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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삭제 및 위반사항 조회, 삭제,

등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전송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위반사

항이 발생 시 서버는 소유주에게 무

선 인터넷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위반사항 내용과 위반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 한다. 무선

인터넷 단말기(스마트 폰)는 우선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된 사진으로부

터 차량번호를 인식한다. 그리고 차

량번호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서

버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등록여

부, 위반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 받

는다.

이외에 본인 소유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이 단지 내에 있을 경우, RFID

을 이용하여 그 차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디에 있는지 서버에 저장되

고, 해당 정 보를 참조하여 스마트폰

어플로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7> 자료 흐름도

2. 스마트 의료시설

<그림 8>은 본 논문의 스마트 아

파트 전체 시스템 구성도 중 일부인

의료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 의료 시스템은 개인 의료상담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태에 따라 복용

할 약의 수를 조정하며 약국이나 병

원에서 조제된 약을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고 생체감지와 진단을 통해 약

의 성분과 양을 제공하고 가까운 병

원에 연결 후 예약이나 화상대화를

통해 의사의 진단이 실시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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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성도

<그림 9>는 아파트내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진 결과를 스마

트폰 어플을 통해 제공된다. 사용자는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제공된 처방

전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는다.

<그림 9>스마트폰 어플

V.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은 세대별 주거 환경에 맞

는 정보들을 설정하면 외출 후 귀가

할 때, 도착 10분 전부터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난방을 제공하고,

저녁 이후 조명이 꺼져 있을 경우



258 경영과 정보연구 제32권 제3호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는 등 편리한

주거 생활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스

마트 아파트를 설계하였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유비쿼터스

환경 기반에서 무선식별 칩을 이용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및 주차가 가능하였다. 그

리고 유비쿼터스 환경 기반에서의

의료 시스템 구축 설계안을 제시함

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적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고 개개인의 실시간

건강 체크로 그에 따른 정보를 서버

에 구축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적

합한 식단 조절 및 건강 관리를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과제로는 스마트 아파트 설계를 기

반으로 실제 구축이 되어야 하며 주

거공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

하여 저전력 가전 제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제어 서

비스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홈네트워크와 연

동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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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Smart Apartment for Supporting Intelligent

Service based on Ubiquitous

Ahn, Byeong-Tae*․Lee, Chong-Ha**․Chung, Bhum-suk***

Recently, the smart phone, a carrying along terminal connection technology

such as Galaxytap/iPad etc. evolves, and supply is increasing rapidly, is

included for smart phone because various sensor technologies are developed

and service application that is acted in terminal with this is accompanied

and grow. Continuously 4 generation to 3 Gs, Wibro Wireless network

technology of communications a LTE technology from that is constructed,

environment for Ubiquitous realization is being constructed fast. Therefore,

in this paper it can inquire state of electronic, furniture devices through

apartment complex web server and gear that control groove network at

smart phone, and control, and confirms home state prevention of crimes

state, and video inquiry of position that CCTV is placed in apartment

complex was available. And it proposed integrated smart apartment with

parking system and medical system using RFID system in ubiquitous

environment.

Key Words : RFID, USN, Smart Apartment, Home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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