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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요구를 포함한 
상황 인지 모델

(Context-Aware Modeling with User Demand in 

an Internet of Thing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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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 인터넷 기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을 악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어 

 상황에 처하기 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분 기기의 값이 일정 기간 

이상 변하지 않거나 이상치가 발견되면 이벤트로 단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기기가 비활동 상태라면 상황

을 악하거나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때 만약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고 주변의 다른 기기들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상황 정보를 알린다면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포함한 상황 인지 모델과 이를 반 한 기기 탐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분석한다. 만약 사용자 기기가 비활동 상태일 때는 다

른 기기를 탐색함으로써 상황을 인지하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

법을 통해 사용자 심의 서비스 제공하고 여러 응  상황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 처한다.

키워드: 상황 인지 모델, 사용자 요구, 사물 인터넷, 사용자 심 서비스

Abstract As Internet of Things devices become pervasive, services improve to better assess the 

context and to alert other users to deal with emergencies. Such services use Internet of Things devices 

to detect the context around the user and promptly notify public institutions, hospitals or other parental 

users in emergencies. Most of these systems analyze an event when the value of the device is 

unchanged for a period of time or if it detects an abnormal value. However, just monitoring sensor 

values makes it difficul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text surrounding a user. Also if the device 

is inactive, it can not identify the context or provide services again. However, understanding the user 

requirements, services provided through other devices, information sent to other users lets, appropriate 

actions be taken. This paper, proposes a device search method and system based on a context-aware 

model that includes user demands. The proposed system analyzes the user’s context and demands by 

using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net of things devices. If user devices are inactive, they can recognize 

other devices by searching for other devices and providing services to users again. Through the 

proposed method, the user-centric services are provided. This method also analyzes and responds to 

requirements in various emergencies.

Keywords: context-aware modeling, user demand, internet of things, user-centr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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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 인터넷 기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상황을 악하

고 이를 활용하거나 처하기 한 서비스 역시 증가하

고 있다[1]. 이들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재 상황을 악하고 사건 혹은 사고와 

같은  상황에 보다 빠르게 다른 사용자에게 알림을 

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은 부분 사

용자가 등록한 기기들  특정 기기의 값이 일정 기간 

이상 변하지 않거나 이상치가 발견되면 어떤 이벤트로 

단한다. 그러나 센서 값의 변화만으로는 사용자의 상

황을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를 들면, 사용자의 

생체 정보와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헬스 어와 

응  상황에 처하기 한 시스템이 있다[2]. 이 시스

템은 사용자의 가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 

데이터가 수집 되거나 특정 시간 이상 변화가 없을 경

우 병원과 사용자에 알린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기기가 

비활동 상태가 된다면 상황을 악하거나 련된 사용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오 라인 상태의 기

기에 해 가상 버 을 생성하여 디바이스 상태에 한 

정보를 장하고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디바이스 

도(Device Shadow) 기능이 있다[3]. 이 도는 기기가 

비활동 상태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보를 송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기의 온/오 라인 상

태와 상 없이 사용자가 기기에 한 응답을 하지 않는 

비활동 상태일 때 사용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다른 기기

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성을 높이고 상황 인지 정

보를 이용하기 해서는 한 기기를 탐색하고 선택

해야 한다[4]. 각각의 장치가 서비스 요청자 는 서비

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상

황을 인지하여 신뢰성 있는 기기 리 모델을 제안하는 

시스템이 있다[5]. 이 시스템은 서비스 심의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패턴과 상황 환경 정보의 변

화를 기반으로 장치의 신뢰성을 동 으로 악한다. 그

러나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반 하지 않아 단순히 사용

자가 기기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한 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해 여러 상황 인지 

모델이 있다. 그 에서 W4 모델은 사용자의 정보를 

Who, What, Where, When을 의미하는 4개의 W를 통

해 간단하면서도 유연성 있게 여러 경우에 용하는 상

황 모델을 제안한다[6]. 그러나 W4 모델은 사용자의 

GPS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한 고차원의 상황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을 두어 

특정 상황에 한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더불어 4개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요구를 

추측하거나 자동으로 사용자 상황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W4 모델에 사용자의 요구인 Want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요구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

을 악하기 한 W5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신뢰성 있는 기기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

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뢰성 요소를 악하고 추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상황을 W5 모델로 표 하

고 사용자 요소를 기반으로 가 치를 용하는 방법

(UDWR, User Dependability Weighted Ranking)을 

활용하여 기기를 탐색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재 기기를 분석하여 신뢰성 요소를 정규화 하여 그 값

에 따라 인덱스를 부여한다. 그  순 가 낮은 요소들을 

X, Y, Z 축으로 지정하고 사용자 환경의 모든 기기들을 

다차원 공간에 투사한다. 이 때 사용자의 재 기기와 가

장 거리가 먼 기기가 각 축의 신뢰성 요소를 가장 높게 

만족하므로 거리 순으로 인덱스를 부여하면 사용자의 요

구에 따른 신뢰성 높은 기기를 탐색할 수 있다.

제안하는 상황 인지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재 상황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상

황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에게 제공한다. Want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주변 환경 내의 다른 

기기를 탐색하거나 련 기기에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련된 연구

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재 구  내용을 기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련 연구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은 

가장 요한 과제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사물 인터

넷 기기들을 기반으로 측정한 센서 정보를 분석하여 사

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기반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리하기 한 가장 직 인 방법  

하나로 Trigger-Action 모델이 있다[7]. 표  로 

IFTTT(If This Then That)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와 어 리 이션을 

연동하여 어떤 조건(This)이 만족되면 지정된 행동(That)

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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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동을 수동으로 지정해줘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가정에 있는 기기들을 이용하여 에 지 효율을 높이

는 력 상황인지 스마트 시스템들이 있다[8].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러 사물 인터넷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황과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고, 력 통

신을 이용하여 사물 인터넷 환경의 에 지 효율을 높인

다. 그러나 지정된 기기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활동 기기에 한 서비스를 유동 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 비슷한 연구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

트 오피스 시스템이 있다[9].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소

지한 기기와 사무실 내의 사물 인터넷 기기, 상황 정보

를 통합하여 기기를 제어하고 리한다. 즉 개인별 출퇴

근 정보와 같은 상황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긴  상황에서 비활

동 기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다른 기기

를 탐색하거나 선택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을 인지하기 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수 없으

므로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10]. 이 

때, 사용자의 재 기기가 비활동 상태라면 주변의 다른 

센서 혹은 기기를 이용하기 해선 한 기기를 탐색

하는 것이 우선 이다. 센서 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미들웨어로는 Linked Sensor Middleware (LSM) 

[11]와 마이크로소 트의 SensorMap[12] 그리고 Xively 

[13] 등이 있다. 세 시스템 모두 사물 인터넷 기기의 데

이터를 통합하여 등록된 센서들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분 제한 인 항목만을 

용하여 센서를 탐색한다. LSM은 센서 타입과 장소, 

SensorMap과 Xively 한 센서의 장소와 키워드를 

심으로 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텍스트 기반의 

탐색 방법은 기기의 주요 특징과 상황 정보를 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사물 인터넷 기기의 결함을 찾아냄으로써 안정

인 통신과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기 하여 기기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역시 증가하고 있다[14]. 이 

시스템은 기기의 구 인 결함뿐만 아니라 일시 인 

결함 는 오류를 찾아내 돌발 상황에 처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 하드웨어 인 요소에 을 두었기 때

문에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사용자 요구를 포함한 상황 인지 모델 기반의 

기기 탐색 방법

3.1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 인지를 지원하는 시스

템 구조  동작

제안하는 방법은 사물 인터넷 통합 랫폼에 연결된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기 정보와 측정된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개요

Fig. 1 Overview of proposed method

값을 바탕으로 W5 상황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상황을 

표 한다. 이 때 활동 기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기기를 탐색한다. Fig. 1

은 제안하는 방법에 한 개요이다.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기 해 사용자

의 실내 혹은 실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분석한

다. 실내 환경의 기기들이 모두 비활동 상태일 때 활동 

상태인 실외 기기를 탐색하여 사용자의 치, 주변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Fig. 1의 사용자 

B는 사용자 A에게 랫폼에 등록된 다른 기기들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통합 

스테이션[15]을 기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랫폼을 통해 

수집한 기기 정보와 측정값을 기반으로 재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기를 탐색한다.

Fig.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크

게 랫폼에 연결된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토리지 랫폼과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 신

뢰성을 강화하기 한 서비스 디펜더블 랫폼과 기기

와 통신하기 한 로커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물 인터넷 통합 스테이션에서 서

비스 디펜더블 랫폼에서 작동한다. 시스템은 스토리지 

랫폼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데이터 

수집 매니 와 로커와 통신하기 한 MQTT 연결 

모듈을 비롯한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

부 모듈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 수집 매니 , MQTT 커넥터

랫폼에 연결된 사물 인터넷 기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필요한 기기 

정보와 값을 가지고 와 서비스 디펜더블 랫폼에 달

하는 모듈이다. 여기서 서비스 디펜더블 랫폼이란 수

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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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

Fig. 2 Architecture of proposed system

역할을 수행한다. 스토리지 랫폼의 데이터 수집 모듈

에서 로커에서 달받은 메시지를 수집하고 데이터 

근 모듈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리한다. 

데이터 수집 매니 는 데이터베이스 근 모듈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매니  모듈로 달한다. 이 때 

랫폼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달하기 하여 MQTT 로토콜을 사용한다. 메시지는 

로커를 통해서 기기로 달된다. MQTT 커넥터는 

로커와 통신하는 모듈이다.

∙모니터링 매니

데이터 수집 매니 로부터 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기기 정보와 상태를 확인하는 모듈이다. 이 때 기기 정

보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 혹은 표 하기 한 화

면, 스피커, 카메라와 같은 장치 모듈의 유무와 해상도, 

화면 크기 등의 속성 값을 모두 포함한다. 모니터링 매

니 는 기기 혹은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 그리고 기기의 

상태를 찰하는 2개의 모듈이 있다. 각각의 데이터 탐

지 모듈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기의 상태

와 측정되는 값의 이상치를 모니터링 한다.

∙컨텍스트 매니

모니터링 매니 를 통해 찰한 기기의 상태와 값을 

통해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분석하고 리한다. 컨텍

스트 매니 는 재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수집하기 

한 사용자 기기 분석 모듈과 상황 분석 모듈, 분석한 정

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는 요구 분석 모

듈로 이 져 있다. 재 사용자의 기기가 활동 상태일 경

우 기기 정보와 측정값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황과 요

구를 분석한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의 기기가 비활동 상

태일 경우 사용자 주변의 다른 활동 기기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달하기 하여 기기 탐색 모듈이 필요하다.

∙기기 탐색

컨텍스트 매니 를 통해 사용자의 재 기기가 비활

동 상태일 경우 상황과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다

른 기기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기 탐색 모듈에서는 

컨텍스트 매니 를 통해 분석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악하고 추출해낸

다. 기기 탐색 모듈은 기기들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신뢰

성 분석 모듈과 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기들의 유사

도를 분석하는 유사도 분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의 모듈을 통해 사용자 요소를 기반으로 랫폼에 등록

된 기기들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가장 합한 기기를 탐

색 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3.2 사용자의 요구를 포함한 상황 인지 모델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심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 상황 분석 후 모델로 표 하여 이를 여러 시나

리오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 정보를 간단하지만 

유연성 있게 활용 가능하기 해 기존의 W4 상황 모델

은 Who, What, Where, When을 의미하는 4개의 W를 

이용해 사용자의 상황을 표 한다. 식 (1)은 W4 상황 

모델 집합이다.

            (1)

그러나 단순히 사용자의 상황을 악하는 것이 아니

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거나 비활동 

기기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인 Want에 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기존 W4 상황 모델에 Want를 

추가한 W5 모델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 상황은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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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User:Gildong

What: ProcessName:com.sec.android.app.abc

Where: Location:latitudeX, longitudeY

When: Time:2017-07-07 13:35:24

Want: Battery:sending sms to parent about user 

location

그림 3 상황 모델의 시

Fig. 3 Example of W5 context model, W5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

Want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활동 기기 사용자뿐만 아

니라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사용자 상황을 추측할 기기 혹은 서비스 이용을 

한 기기를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Fig. 3은 상황 

모델에 한 시이며 W5 모델에 한 5개 역(Who, 

What, Where, When, Want)에 한 세부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Who

사용자 이름 혹은 수집된 데이터의 주체인 기기 ID 

 태그를 수집한다. 어 리 이션 등에서 수집한 데이

터의 경우 사용자 이름이 명확하므로 이름으로 데이터

의 주체를 표 한다. 기타 단일 센서  사용자를 한 명

으로 정하기 어려운 무선 LAN 라우터인 경우에는 SSID를 

이용한다. 즉, “User:yunaKim”, “SSID:homeNetwork”과 

같은 형태로 상황 정보의 주체를 표 한다.

∙What

주체에 의해 행해진 동작과 행 에 한 정보를 수집

한다. 이 때 정보는 센서에 의해 단순히 측정되어진 정

보와 사용자 입력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2차

인 행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를 들어 습도 센서

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read:humidity=43.24”와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어 리 이션의 경우 로세스 이름

을 수집함으로써 사용자가 재 행하고 있는 서비스  

정보를 표 할 수 있다. 

∙Where

사용자 혹은 기기의 재 치를 표 한다. 기기에서 

측정한 도와 경도 좌표를 주로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좌표에 해당하는 특정 장소를 표 할 수 있다. 즉, 

“Location:latitude=35.8900521, longitude=128.6113282”

와 같이 좌표로 사용자와 기기의 치를 표 하며 상황

에 따라 “Location:80 Daehakro,Bukgu,Daegu,Korea”

와 같이 좌표에 해당하는 장소로 사용자의 치 정보를 

표 할 수 있다.

∙When

사용자의 재 시간 혹은 어 리 이션의 경우 실행 

시간을 표 한다. 시간 정보의 경우 측정된 특정 시간, 

시간 범 를 모두 포함한다. 를 들어 온도, 조도 센서와 

같이 특정 시간에 측정되는 값의 경우 “Time:2017-07-07 

05:32:46.884373”과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어 리 이

션과 같이 특정 시간 동안 실행된 상황 정보의 경우 “Time: 

start=2017-07-07 13:05:45, end=2017-07-07 13:38:11”

과 같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나타내 시간 범 를 

표 할 수 있다.

∙Want

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표 한다. 사

용자의 재 기기가 사용이 어렵거나 반응이 없을 때 

다른 기기를 탐색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상황 정보를 

달하기 해 필요한 사용자의 요구를 의미한다. Want 

상황 정보는 재 사용자의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기의 신뢰성 요소들을 정규화 분석하고 이

에 따라 가장 낮은 신뢰성 요소를 사용자가 재 필요

로 하는 요구사항이라 정의하고 표 한다. 

를 들어 재 사용자 기기의 배터리 신뢰도인 

이 다른 요소들 보다 가장 낮다면 “Battery:sending 

sms to Yumi about user location”과 같은 형태로 

What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  만날 

친구에게 재 치를 알리려는 사용자의 요구를 표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의 기기가 응답하지 않는 비활동 

상태일 때 사용자 요구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사용자의 

치를 송할 수 있다. 따라서 W4 상황 모델에 Want 

상황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더 정확한 사용자의 요구와 

상황을 표 할 수 있다. Want는 식 (3)과 같이 증명한

다. 는 재 기기에서 측정한 신뢰성 요소를 의미하

고 은 재 기기에서 가장 낮은 신뢰성 요소이

다. Want 상황 정보는 사용자의 재 기기에 한 신뢰

성 요소  가 일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그 

값은 Maximum a posterior(MAP)를 이용해 추정한다.

        argmax∈    (3)

식 (3)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argmax∈

  
 (4)

이 때, 분모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식 (5)와 

같이 생략 가능하다.

      argmax∈    (5)

따라서 Want 상황 정보는 의 식 (3), (4), (5)에 따

라 W4 상황 모델에 Want 상황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장소에 한 고차원의 상황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에 따른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사용자 개입을 최소

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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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5 상황 모델을 이용한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 인지 방법

랫폼에 연결된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뢰성 요소를 악하고 추

출해 W5 상황 모델로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표 한

다. 악한 사용자 요소를 기반으로 가 치를 용하는 

방법(User Dependability Weighted Ranking, UDWR)

을 활용하여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 인지와 서비스 

제공을 한 기기를 탐색한다. 사용자 신뢰성(User 

Dependability, UD)이란 식 (6)과 같이 사용가능성(User 

Availability, UA)과 신뢰도(User Reliability, UR)로 

이 진다.

                  ≥   (6)

사물 인터넷의 사용가능성이란 정해진 기간에 특정 

조건 하에서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을 의미한다. 원(ON/OFF)과 네트워크 연결 여부, 센

서 유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신뢰도란 지정된 서비

스 요청이 있을 때 정상 으로 그 요청을 수행하는 것

이다. 즉 재 기기의 력량, 센서 간 연결도, 반응 시

간 등을 의미한다.

랫폼에 등록된 기기들  사용자가 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를 찾아 사용가능성과 신뢰도를 분

석한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용자 요소를 추출하

고 그 순 를 부여한다. 이 때 사용자 요소란 재 사용 

인 기기  부족한 요소 즉, 사용자에게 재 필요한 

요소로 역으로 낮은 순 의 요소들이 우선순 가 된다. 

다음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X, Y, Z 축을 각각 우선순  

요소들로 두고 사용자 환경 내의 기기들을 다차원 공간

에 투사한다. 이 때 사용자의 재 기기와 가장 거리가 

먼 기기가 사용자 요소를 가장 높게 충족한다. 따라서 

다차원 공간에 투사한 기기 간 거리 순으로 순 를 부

여하여 신뢰성 있는 기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재 기기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만족하는 기

기를 분류하기 해 재 기기와의 유사도를 분석한다. 

필요한 우선순 에 따라 다차원 변수의 유사도 분석을 

해 각 기기들을 다차원 공간에 투사하여 거리를 구하

는 유클리디안 거리 측정 방식을 활용한다.

사용자 요소를 기반으로 악한 기기를   이

라고 할 때,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기를 탐색하는 방법인 

UDWR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신뢰성 요소를 X, Y, Z

축으로 두어 3차원 공간에 기기들을 투사한다. 유클리디

안 거리 공식을 사용하여 식 (7)과 같이 재 기기와 

사용자 환경 내의 기기에 한 거리와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7)

하지만 식 (7)은 단순히 3차원 좌표 상에서 기기 간 

거리를 통한 유사도를 분석함으로써 기기를 탐색하므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Want를 고려하여 기기를 탐색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소를 분석한 신뢰성 요소인 

   를 가 치로 두어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8)

사용자 요소를 각 축으로 두고 재 기기와 사용자 

환경 내의 기기 간 거리 순으로 유사도에 따라 기기들

을 정렬한 후 인덱스를 부여하여 순 를 매긴다. 

UDWR  방법은 식 (8)에 따라 기존의 유클리디안 유사

도 분석 방법에 를 가 치로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요소와 요구를 반 하여 신뢰성 높은 기기를 탐색할 수 

있다.

4. 개 발

4.1 시나리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정보를 수

집하여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돌발 상

황에 처한다. 따라서  상황에 한 빠른 악이 

필요한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랫폼에 등록된 기기들은 그 치에 따라 실내와 실외 

기기로 나  수 있다. 즉 사용자 공간의 기기 집합은 

   으로 표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실내에 치한 기기 집합을 

     ⋯ , 실외에 치한 기기 집합을 

     ⋯  ≥ 라 한다. 이 때, 사용

자가 재 이용 인 기기는 다른 기기들과의 구분을 

해 로 한다.

랫폼은 사용자 환경 내의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와  의 상태와 측정값을 기반으

로 신뢰성을 분석한다. 이 때 만약  의 데이터가 

특정 날짜를 정 으로 격히 감소하고  의 일부

가 같은 날을 기 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단

순히 기기의 데이터만을 분석한다면 사용자의 상황을 

정확히 악하기 힘들다. 실내 환경의 센서 데이터가 

감하면 아래의 두 상황을 측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실내에 없다.

(2) 사용자가 실내에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를 악하여 W5 상황 모델을 기반으

로 사용자 주변의 여러 기기를 탐색하고 그 신뢰성을 

평가할 경우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경우에도 상황을 구

체 으로 인지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재 단순히 실

내에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 로 7일부터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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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화면

Fig. 4 Monitoring of device sensor value

그림 5 사용자의 상황 정보 추출 화면

Fig. 5 Extracting user context information

비우고 여행 이라는 것을 기기 탐색을 통해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재 사용자의 기기 데이터에 따라 기

기의 신뢰성을 평가함으로써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

황을 인지하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

른 기기로 제공할 수 있다.

4.2 기기 정보와 상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매니 는 랫폼을 통해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와 상태를 확인하고 시간 별로 수집한 정보의 변

화를 찰한다. 변화가 격하거나 반 로  변화가 

없는 요소를 추출하여 사용자 요소를 탐색하고 추출한

다. Fig. 4는 근거리 실험 공간 내에서 센서 좌표와 습

도, 온도, 조도  력 값을 31  마다 시간 순으로 수

집한 데이터[16]  선택한 특정 기기의 센서 값을 모니

터링 하는 화면이다. 본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2004년 2

월 28일∼4월 5일 간 Intel Research의 Barkeley lab

에서 수집되었다.

체 54개의 기기  재 사용 인 기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시간에 따라 센서 데이터의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기를 선택하면 시간 변화에 따른 센서 값의 

변화를 그래 로 확인할 수 있고, 격한 변화 혹은 이

상치를 한 에 악할 수 있다. Fig. 4의 우측 그래

는 27번 기기에서 시간별로 수집되는 습도, 온도, 력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에 한 값을 그래 로 사용자에

게 제시하는 화면이다. 향후 변화율을 분석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한 만약 

그래 의 X축을 기기로 두고 Y축을 값으로 둔다면 

체 기기에 한 센서 값을 한 에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랫폼에 등록된 기기들과 재 사용 인 기기 

간 유사도를 분석하여 상황에 합한 기기 리스트를 생

성하고 사용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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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매니 는 모니터링 매니 를 통해 찰한 

기기의 상태와 값을 통해 사용자 상황과 요구를 분석하

고 사용자의 요구를 악한다. 사용자 환경 내에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가 존재하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단순 휴  화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가 늘 휴 하고 

다니면서 치, 움직임, 서비스 사용 내역 등의 로그를 

기록한다. 사용자의 화, SMS, 어 리 이션 사용, 

WiFi 등의 사용 로그를 기록한 데이터[17]를 이용하여 

사용자 컨텍스트를 추출한다. Fig. 5는 사용자의 스마트

폰에서 상황 정보를 추출한 화면이다. 향후 분석한 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W5 모델의 Want 정보에 따라 사용

자 환경 내의 다른 기기를 탐색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비활동 기기 사

용자의 상황 인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 한 기기 

탐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물 인

터넷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W5 모델에 

따라 재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Want’ 요소를 분석하고 추출하여 가 치를 부여

한다. 만약 사용자 기기가 비활동 상태일 때에는 사용자 

환경 내의 다른 기기를 탐색함으로써 상황을 인지하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스

템은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등록된 사물 인터넷 기기들 

간 거리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합한 기기를 탐색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활동 기기뿐만 아니라 비활동 

기기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를 반 한 사용자 심의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한 여러 다양한 응  상황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처할 수 있다. 향후 사용자 

요소의 가 치를 계산하여 기기 탐색 리스트를 작성하

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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