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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SN 서비스를 융합할 때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가 여러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고 여러 물리적 인프라가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USN 서비스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하여 물리적 인프라와 서비스는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

나 기존의 식별 코드체계는 USN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식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USN 서비스를 구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제안한다. 제안된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통하여 첫째, USN 서비스 식별 코

드의 기계적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RFID 태그, QR Code, 무선 방송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식별 코드 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서비스 관리,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존 USN 표준 기술과의 연동 등이 용이

해진다. 셋째, 체계적인 USN 서비스 관리가 가능해진다. 넷째, 일반 사용자들의 USN 서비스 탐색이 용이해져 USN 서비스 활

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USN 서비스 관련 표준 및 USN 식별 코드체계 관련 표준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둘째, 기존 USN 식별 코드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USN 서비스 식별 체계를 제안하였다. 셋째, USN 서비스 식별체계가

USN 서비스 융합시에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Abstract

While converging USN Services, a single physical infrastructure can be used in several services and in several physical

infrastructures can make up a single service. Therefore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have to manage separately

for effective convergence of USN Services. However, established Identification Scheme is not suitable to distinguish

various services that USN provides. This paper suggests USN Service Identification Scheme that can be separated and

managed. Through USN Service Identification Scheme suggested, firstly, it is possible to obtain Service Identification

Scheme utilizing various technology such as RFID TAG, QR Code, radio broadcasting, etc. because it is possible to

process USN Service Identification Scheme. Secondly, it is easy to mange the service, develope the user application

program and interlock with established USN Standard technique as view from service provider. Thirdly, it is possible to

manage systematically USN Service. Fourthly, users can search USN Service easily, so it can contribute actively for

invigoration of USN service. This thesis, firstly, has analyzed about standard related USN Service and USN Identification

Scheme. Secondly, this has suggested brand-new USN Service Identification Scheme based on established USN

Identific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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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biquitous Sensor

Network, USN)는 실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전통적인

컴퓨팅 시스템과 다르다. 센서노드와 같은 다양한 무선

장치들이 실세계에 내재되어 넓게 밀집되어 있는 네트

워크를 구성하면서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1～2]

. 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본래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

데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가상현실과는 대별

되는 개념으로서
[3]

실세계 곳곳에 컴퓨팅 요소를 내재

시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음매 없는 연결을 보장하

는 것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USN은 [그림-1]과 같이 유비쿼터스 인터페이스 인

프라 계층, 유무선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

USN 미들웨어 계층,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인프라 계층으로 구성된다
[4]

. 유비쿼터스 인터페이스 인

프라는 정보수집 계층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소규모 플랫폼 형태로 구성되는 국부적 특성이 있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가 통합플랫폼에서 정의된 표준

하에 유무선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동되어

서비스 및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된다. 유무선 중앙 집중

형 네트워크 인프라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로 정보를 전송하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정보를 목적

에 맞게 분류 또는 저장하여 서비스 계층으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USN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USN

의 물리적 인프라와 USN 서비스는 서로 1:1의 관계, 즉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가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

그림 1. USN 구조

Fig. 1. Structure of USN.

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USN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체는 구축한 물리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USN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USN 서비

스 제공자는 타 주체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인프

라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물

리적 인프라가 여러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고, 여러 물

리적 인프라가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USN을 운영하는데 있어 디지털 융합을 위

하여 물리적 인프라와 서비스는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여기서 USN 서비스 융합이 가능한 USN 서비스

식별 체계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기존의 사용되어온 USN 식별 코드 체계로는 한국정

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다음과 같이 3개의 식별 코

드체계를 들 수 있다.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 및 데이

터 구조 (S-Code, TTAK.KO-06.0197)[5]는 유무선 센

서노드를 사용한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S-Code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의미와

구조, 생성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계층적 센

서노드 식별 코드체계 (hCode, TTAK.KO-06.0201/R1)
[6]

는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ID를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각 계

층 내에서만 유일성을 보장하는 단순한 ID들을 결합하

여 글로벌 환경에서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식별 코

드체계를 정의한 표준이다. 마지막으로 u-센서노드의

위치표현을 위한 위치정보 코드 (GGC, TTAK.KO-

06.0198)
[7]

는 USN을 구성하는 u-센서노드의 위치정보

표현을 위한 위치코드를 기술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지리

적 코드를 정의한 표준이다. 그러나 이들 식별 코드 체

계 모두 US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식별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USN 서비스 관련 표준 및

USN 식별 코드체계 관련 표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를 기반으로 새로운 USN 서비스 식별 코드체계를 제

안한다. 제안된 USN 서비스 식별 코드 체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계적 처리가 가

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식별 코

드 획득이 가능해진다. 둘째, 서비스 관리,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존 USN 표준 기술과의 연동 등이 용

이해진다. 셋째, 체계적인 USN 서비스 목록 관리에 따

라 일반 사용자들의 USN 서비스 탐색이 용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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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다. 넷째, 웹 서비스와

USN 서비스 융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

기와의 융합도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모바일기기를 사

용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USN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환경에서 서비스를 식별하는 USI Code를 획득한 경우

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서비스 검색을 이용하여 서비스

를 받는 것 보다 절차를 단순화 시킨다. 그로인하여 사

용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Ⅱ. 관련 연구

1. USN 서비스 관련 표준

가. USN 응용 서비스를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 참조모델

USN 응용 서비스를 위한 디렉터리 서비스 참조모델

(TTAK.KO-06.0200)[8]에서는 제안하는 디렉터리 서비

스 기반의 USN 응용 서비스 참조모델로서 최종 사용

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해야

하며,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이 표준은 USN 서비스 표현 언어인 표준화된

XML형태의 문서를 SOA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표준

화된 형태로 요청 및 응답을 받는 절차를 정의한 TTA

표준인 “USN 서비스 표현언어”표준을 따른다.

이 표준은 USN 서비스의 구조를 [그림-2]에서와 같이

센서노드를 포함한 센서 네트워크 계층, 센서 네트워크와

응용 서비스 계층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달 망 계층,

응용 서비스 계층으로 정의하며, 응용 서비스 계층과 센

서 네트워크 계층 간에 데이터 전달을 위한 메시지 이용

에 대한 모델로 범위를 제한한다.

그림 2. 디렉터리 서비스 기반의 USN 응용 서비스 구조

Fig. 2. USN application service architecture based on

directory services.

나. USN 서비스 표현 언어

USN 서비스 표현 언어(TTAK.KO-06.0199)[9]는

USN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센서데이터의 정보

를 분석하고, 이러한 센서데이터를 표준화된 형태로 표

현하기 위해서 XML스키마를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USN 서비스에서는, 어떤

변화하는 현상이 있고, 이 현상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들

이 존재하며, 이 센서들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수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측정돈 데이

터는 실시간 측정 데이터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측정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요구사항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서비스 식별정보, 서비스 제공자 기술정보

(description), 서비스 제공 측정 대상 정보, 측정 센서의

특징 정보, 요청메시지 정의, 응답메시지 정의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다.

그러나 이 표준에서 서비스 식별로 사용하는 표준 코

드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서비스

식별 정보로 사용되는 코드체계를 추가로 제정할 예정

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다. USN 검색 서비스(USN ODS) 구조

USN 검색서비스(USN Object Directory Service) 구

조(TTAS.KO-06.0165)[10]는 USN 식별코드에 대응하

는 USN 정보서비스 시스템 및 USN 메타데이터 디렉

터리 서비스의 주소(URI)를 검색해 주는 USN 검색서

비스의 구조, USN 정보서비스 시스템 주소(URI) 획득

방법 및 USN 메타데이터 디렉터리 서비스와 연동방법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이다.

이 표준에서도 USN 식별코드를 사용하나 명확한 코

드체계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라. USN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 참조 모델

USN 미들웨어 플랫폼 표준 참조모델(TTAS.KO-

06.0170/R1)[11]은 USN 응용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미

들웨어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USN 미들웨어 플랫폼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USN 미들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추상화 계층, USN 서비스의 지능화 계층, USN 서비스

통합 계층의 기능 규격을 정의한다.

이 표준에서의 USN 서비스 미들웨어는 다수의 이기

종 센서 네트워크와 다수의 응용 사이에 위치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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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SN 서비스 미들웨어 플랫폼 구조

Fig. 3. USN service middleware platform architecture.

림-3]과 같이 3계층의 기능은 세부적으로 하위기능을

기능에 따라 다수의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USN 미들웨어와 USN 인프라 사이의 인터페이

스는 다음에 설명할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 표

준을 이용하며 USN 응용과 USN 미들웨어 사이의 인

터페이스는 현재까지 정의된 표준은 없다.

마.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

센서 네트워크 공통 인터페이스(TTAS.KO-06.0169/

R1)[12]에서는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와 이를 이용하는

호스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으며, 통신

프로토콜에서 이용되는 메시지를 정의한다. 또한 센서

데이터의 유형별 표준 타입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측정방법을 제공하는 동일한 센싱 유형의 표준단위 및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다.

이 표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프로토콜에 대

해 기술되어 있으나 이 표준에서도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센서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식별자 체계와 센서노

드를 식별하는 식별자 체계는 추후 표준으로 정의할 것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 USN 식별 코드체계 관련 표준

가.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 및 데이터 구조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 및 데이터 구조는 유무선 센

서노드를 사용한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의 제공,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S-Code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의미

와 구조, 생성의 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표준이다.

표 1. S-Code 구조

Table 1. Architecture of S-Code.

센서노드는 S-Code로 식별될 수 있으며, S-Code가 부

여된 센서노드는 유일성(Global Uniqueness)을 가진다.

○ S-Code는 S-Code 코드체계를 이용하는 모든 시

스템 및 서비스에서 각각의 센서노드를 구분하는

기본 키(Primary Key) 역할을 수행한다.

○ 동일한 S-Code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센서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코드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괄함을 가정한다. (Global Scope)

S-Code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센서노드 식별 코드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자신이

속한 지역 및 영역별 발급기관을 확인한다.

2) 발급기관으로부터 기관코드를 발급받는다.

3) 서비스 및 네트워크 규모를 고려한 후, 프리픽스를

사용하여 용도코드와 일련번호코드의 길이를 결정한다.

4) 프리픽스2에 의해 결정된 용도코드와 일련번호코드

의 길이에 맞추어 용도코드와 일련번호코드를 생성한다.

5) 각 부분별 코드를 하나로 결합하여 완성된 S-Code

를 생성한다.

나. 계층적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

계층적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는 센서 네트워크 서

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ID를 계층적으로 구성하고, 각 계층 내에서만 유일성을

보장하는 단순한 ID들을 결합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유

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식별 코드체계를 정의한 표준이

다. 일반적으로 센서노드는 특정 게이트웨이 내부에서

만 유일하게 식별되면 게이트웨이 내부에서 센서노드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자 내부에서만

유일하게 식별되면 서비스 제공자 내부에서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에 속한 센서노드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hCode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D를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센

서노드 ID(SNID)만 사용하거나, 게이트웨이 ID(GWID)

와 SNID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ID를 유일

하게 정의하면서 통신에서 사용되는 ID의 길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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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층적 센서 네트워크 식별 코드체계

Table 2. Hierarchical sensor network identification code

system.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계층적 센서노드

식별 코드체계의 각 계층별 ID는 <표-2>와 같이 구성

된다.

hCode에서는 각 계층별 ID를 조합하여 유일성을 가

지는 센서 네트워크 식별 코드체계를 보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조합된 ID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객체

식별자(OID)가 요구되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

리하고 있는 {0 2 450} OID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OID는 ITU-T, ISO/IEC 국제표준으로 정의

된 객체 식별자로, 상위에서 하위로 식별 값을 가지는

트리 구조의 위임체계를 갖는다. 최상위는 {0}, {1}, {2}

3개의 값이 있으며, {0}은 ITU-T, {1}은 ISO, {2}는

ISO/ITU-T 공동으로 관리되며, 각 상위 값은 하위 값

을 갖는다. 상위 값과 결합된 하위 값은 그 용도 및 관

리기관이 상이하다.

다. u-센서노드의 위치표현을 위한 위치정보 코드

u-센서노드의 위치표현을 위한 위치정보 코드는

USN을 구성하는 u-센서노드의 위치정보 표현을 위한

위치코드를 기술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지리적 코드를 정

의한 표준이다. 지리적 코드는 특정 위치와 오차범위로

구성이 되고, 위도·경도·고도 형태로 위치를 표현하거

나,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상대적 거리차이를 계산하여

위치표현이 된다. 이를 각 센서노드의 유지보수 및

USN 망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기반 시스템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위치정보를 단일한

형태의 구조로 표현하기 위해서 GGC에서는 위치정보

코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다음의 기

준에 의해 위치코드를 사용한다. 첫째, 물리적 위치를

GGC로 표현할 때는 위도·경도·고도의 절대적 위치코드

를 사용하고, 상징적 위치를 표현할 때는 앨리어스

(Alias)를 사용한 상대적 위치코드를 사용한다. 둘째, 광

역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코드로 표현되거나 지역·국가

코드를 사용한 상대적 위치코드로 표현되고, 국지적 위

치는 기준점을 두고 상대적 거리와 오차범위로 표현하

는 상대적 위치코드로 표현된다. 셋째, GGC는 기본적

인 코드분류를 절대적 위치인가 또는 상대적 위치인가

에 따라 구분하며 옵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다.

3. USN 식별 코드체계 관련 표준 분석

앞서 검토한 세 개의 국내 표준 중 USN을 계층적으

로 구성한 hCode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

문에 센서노드나 센서 네트워크를 식별하기에는 적합하

지만, 물리적으로 동일한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서비스 식별까지 담보할 수 없

으며, 서비스 제공자 계층의 ID는 존재하지만 서비스

자체에 대한 ID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관점의

식별 코드체계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S-Code는

전체 구조 관점에서 센서노드에 편향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S-Code가 포함하고 있는 용도 코드는 객체의 속

성이지 식별 코드체계에 포함될 만한 요소는 아니며 용

도 코드를 포함시킴으로써 식별 코드체계가 복잡해진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정보에 기반 한 GGC의 경

우, 지리적 정보는 객체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것 보다

는 객체의 속성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지리적 정보만

으로 객체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USN 식별

표 3. USN 식별 코드체계 표준 검토

Table 3. Identification Code scheme Standard Review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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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체계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의 코드체계는 USN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다.

Ⅲ. USN 서비스 식별 체계

1. USN 서비스 제공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US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는 아래의 [그림-4]과 같다.

USN 서비스 구분을 위하여, 코드 계층을 상위 USN

서비스 제공기관(TMID, Top Management Identifier),

하위 USN 서비스 제공기관(SPID, Service Provider

Identifier), USN 서비스(SID, Service Identifier)로 분류

한다. USN 서비스 식별 코드(USI Code)는 각 계층별

구분 코드(TMID+SPID+SID)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

로 유일한 식별 코드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USN 서비스를 구성하는 USN 인프라

에 대한 식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4. USN 서비스 제공 구조

Fig. 4. Structure USN service.

2. USN 서비스 식별코드 구조

제안하는 서비스 식별코드를 이용하는 USN 서비스

는 USI Code로 식별될 수 있으며, USI Code가 부여된

서비스는 유일성(Global Uniqueness)을 가진다.

○ USI Code는 USI Code 코드체계를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본 키

(Primary Key) 역할을 수행한다.

○ 동일한 USI Code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 코드는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괄함을 가정한다.(Global Scope)

USN 서비스 식별 코드(USI Code)의 기본 구조, 각

부분별 의미는 아래와 같다.

가. USN 서비스 식별 코드(USI Code) 기본 구조

서비스 식별을 위한 USI Code는 길이코드(LC), 발급

기관식별자(TMID), 서비스제공기관식별자(SPID), 서비

스식별자(SID)의 4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USI Code는 LC의 값에 따라 TMID, SPID, SID의

길이가 결정되는 가변 구조이다.

LC(8bit) TMID(가변) SPID(가변) SID(가변)

표 4. USI Code의 기본 구조

Table 4. The basic structure of USI Code.

○ TMID, SPID, SID의 길이는 LC의 값에 따라 결

정됨

○ 최소 길이는 24bit (LC=C0H 일 때)

○ 최대 길이는 288bit (LC=1FH 일 때)

USI Code는 Binary(2진) 인코딩하여 0～9의 숫자와

A～F의 대문자를 사용하여 16진수로 표기한다.

나. 길이코드 (LC, Length Code)

LC는 <표-5>와 같은 구조로 TMID, SPID, SID의

길이를 의미한다.

bit 7 bit 6 bit 5 bit 4  bit 3  bit 2  bit 1  bit 0

S_TMID S_SPID reserved BL_SID

표 5. LC의 구조

Table 5. The structure of LC.

○ Short TMID (S_TMID)

TMID의 기본 길이는 16 bit를 사용한다. TMID

가 8bit로 표현 가능할 경우 S_TMID를 1로 설정

하여 TMID 길이를 8 bit로 사용할 수 있다.

0 - TMID 16 bit

1 - TMID 8 bit

○ Short SPID (S_SPID)

SPID의 기본 길이는 16 bit를 사용한다. SPID가

8bit로 표현 가능할 경우 S_SPID를 1로 설정하여

SPID 길이를 8 bit로 사용할 수 있다.

0 - SPID 16 bit

1 - SPID 8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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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 Length of SID (BL_SID)

BL_SID 5 bit의 0에서 31까지의 값으로 SID 바이

트단위의 길이를 의미한다. BL_SID가 0이면, SID

는 1 byte를 사용하나, SID 값은 00H으로 지정되

며 이는 같은 SPID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

미한다. BL_SID가 1～31이면, SID 길이는 <표

-6>처럼 1 byte ～ 31 byte(=248 bit)로 사용할

수 있다.

BL_SID 값 (2진수) 의미

00000b
SID 1 byte, 같은 SPID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

00001b SID 1 byte

00010b SID 2 byte

00011b SID 3 byte

… …

11101b SID 29 byte

11110b SID 30 byte

11111b SID 31 byte, 최대길이

표 6. SID 길이

Table 6. Length of SID.

LC = 84H = 

10 0 00100b

TMID

(8bit)

SPID

(16bit)

SID

(32bit)

표 7. USI Code의 예

Table 7. USI Code Examples.

<표-7>은 8bit TMID, 16bit SPID, 32bit SID를 발급

받은 USI Code의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LC값은

84H(=10000100b) 이다.

다. 상위기관식별자 

      (TMID, Top Management Identifier)

TMID는 USI Code 발급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TMID를 이용하는 USN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기관

(Top Management)을 식별하며, LC의 S_TMID 비트

값에 따라 16 bit 또는 8 bit로 구성된다. TM은 지역,

기관, 영역 등의 기준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 등

에 지정된다. TM으로 지정된 기관은 해당 TMID의 하

위로 SPID를 관리한다.

라. 서비스제공기관식별자 

      (SPID, Service Provider Identifier)

SPID는 TM으로부터 할당받은 SPID와 TM의

TMID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Service

Provider)을 식별하며 LC의 S_SPID 비트 값에 따라 16

bit 또는 8 bit로 구성된다.

SP는 TM의 하위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 등

에 지정될 수 있다. SP로 지정된 기관은 USN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자유로운 형

태의 SID를 할당한다. SID와 대응되는 서비스가 기술

(Description)문서를 관리하고 이러한 기술문서를 TM

의 서비스 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

SP의 지정, SPID의 신청, 발급, 관리기준은 TM에

따라 다르다.

마. 서비스식별자 (SID, Service Identifier)

SID는 SP가 관리·제공하는 서비스를 나타내며 각 서

비스에 고유한 번호로 부여되어야 한다. LC의 BL_SID

필드 값에 따라 최대 31 Byte 길이를 가진다. SP가 일

관된 생성·할당기준을 정의하여 사용하며 SP 내에서

SID는 유일해야 한다. SID는 USI Code에서 허용하는

문자(0～9, A～F)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기 가능하다.

3. USN 서비스 식별 코드(USI Code) 생성

가. USI Code 생성 

USI Code를 생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USN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운영하며 USI Code

이용을 원하는 기관(A기관)은 자신이 속한 지역, 영역

별 USI Code 발급기관(TM)을 확인한다. TM의 TMID

확인한다. (예-(가칭) 한국 USI Code 관리센터의

TMID : 01H)

2) USI Code 발급기관(TM)으로부터 서비스제공기관

식별자(SPID)를 발급 받는다.(예-A기관 SPID : 1234H)

3) A기관에 제공하는 USN 서비스를 고려하여 SID

를 생성한다. (예-청계천수위안내서비스 SID :

A1A2A3H)

4) 각 부분별 코드를 하나로 결합해 완성된 USI

Code를 생성한다. (예-(가칭) 한국 USI Code 관리센터

에서 부여한 A기관의 청계천수위안내서비스의 USI

Code : 83 01 1234 A1A2A3H ( 56bit 코드 ))

나. USI Code 인코딩 및 표기

USI Code는 2진수(Binary)로 인코딩하며 0～9와

A～F의 16진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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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길이
코드
(LC)

발급기관식
별자

(TMID)

서비스제공
기관식별자

(SPID)

서비스식별자
(SID)

의미

TMID,
SPID,
SID
길이

(가칭)USI 
Code관리

센터
A기관

청계천
수위안내서비스

길이 8bit 8bit 16bit 24bit

2진 
표현

1000.
0011

0000.0001
0001.0010.0
011.0100

1010.0001.1010.0
010.1010.0011

16진 
표현

83H 01H 1234H A1A2A3H

표 8. USI Code 인코딩 및 표기 예

Table 8. Encoding and representation, such as USI

Code.

* 한국 USI Code 관리센터에서 부여한 A기관의 청계천수위안내서비스

Ⅳ. USN 서비스 융합 및 성능개선

1. USN 서비스 융합

웹 2.0의 구성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매시업

(Mashup)은 웹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

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

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구글이나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제

공하는 상품 정보 등, 자사의 정보을 웹 기반 Open

API로 공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들 기능에 독자

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

USN의 서비스 융합은 매시업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

할 수 있다. 타기관이 구축한 USN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고, 또다시 새롭게 생성된 서비

스는 또 다른 서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모든 USN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된다.

USN 서비스 융합은 다양한 디지털기기와의 융합도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어떤 현장에

USN 인프라가 구축되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할

때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을 통해

USN 서비스를 발견하고 사용수 있다.

2. USN 서비스 검색 시스템

USN 서비스 융합을 위해서는 먼저 융합을 위한 선

작업으로 각 기관마다 산재되어 운용, 관리되는 USN

서비스 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검색, 조회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

그림 5. 일반적인 USN 서비스 사용

Fig. 5. Using a common USN servic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USI Code를 활용한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을 이

용하였다.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은 [그림-5]에서처럼 USN

서비스에 할당된 USI Code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술

(Description)을 검색해 준다.

USI Code를 이용함으로써 쿼리 기반의 서비스 관리

가 가능하다. 이에 대응되는 서비스 기술은 서비스 사

용자를 위한 자연어 형태의 서비스 설명이다. 서비스

기술과 연관된 데이터는 서비스 이름, 서비스 설명, 키

워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 및 접속

방법(URL or Open API) 등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 표준인 USN 서비스 표현 언어(SSDL:Sensor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를 활용하였다.

SSDL은 앞서 관련연구의 설명처럼 기계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XML형태로 정의한 국내

표준으로서, 크게 서비스의 기술을 위한 구조와 서비스

메시지 정의를 위한 구조로 나뉜다.

서비스 기술은 서비스 식별정보와 서비스 제공자 정

보, 서비스 일반 정보가 시퀀스 형태로 정의 되어 있다.

여기서 서비스 식별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

는 ServiceID 어트리뷰트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기술

할 수 있는 엘리먼트들의 구조로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SI Code를 SSDL의 ServiceID

어트리뷰트에 매핑하여 서비스 식별에 활용한다.

USN 서비스 융합을 위해 USN 검색 시스템은 오픈

API로 설계되어 매시업을 제공한다. 매시업 제공을 통

해 그림 6.과 같은 새로운 USN 서비스 생성이 가능하

고, 이는 USN 서비스의 활성화 및 융합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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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개선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이 USI Code를 활용함으로

인해 시스템 구현 및 서비스 관리가 단순해진다.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검색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 예를 나타내는 서비스 검색 결과인 서비스 목록을

USI Code와 서비스이름 목록으로 리턴하고, 사용자는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다. 이 때 내부적으로

는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의 USI Code를 획득한다.

서비스에 대한 상세정보와 실제 서비스 요청 시 USI

Code만 전달하면 된다. 즉, REST와 같은 단순한 프로

토콜로도 USN 서비스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가 RFID 태그, QR Code, 무선방

그림 6. 새로운 USN 서비스 생성

Fig. 6. The new generation USN service.

그림 7. 서비스 검색 및 사용 시나리오

Fig. 7. Service Search and use scenario.

송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USI Code를 획득

한 경우에는 [그림-7]의 시나리오에서 1에서 4까지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응용에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N 서비스 융합이 가능한 USI

Code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USI Code를 활용하여, 오픈API 기반으로 설

계된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USN 서비스 식별 체계의 장점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첫째, 기계적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RFID 태그,

QR Code, 무선 방송(Wi-Fi 브로드캐스팅)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환경에서, 서비스 식별

코드 획득이 가능해진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서비스 관리,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존 USN 표

준 기술과의 연동 등이 용이해진다. 셋째, 체계적인

USN 서비스 목록 관리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의 USN

서비스 탐색이 용이해져 USN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다. 넷째,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이 매쉬업을 제공함

에 따라 웹 서비스와 USN 서비스의 융합이 가능해지

고,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기기와의 융합도 가능하

다. 이를 통하여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

가 USN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정 환경에서 서비스를

식별하는 USI Code를 획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반

적인 서비스 검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 보다

절차를 줄임으로써 응답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사용

자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 식별 체계

와 USN 서비스 검색시스템”을 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수립 및 구축에 도움을 주고 이

를 통해 USN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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