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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한 홈네트워크 내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파일과 자신의 위치에 기반하여 정적인, 또

는 동적인 패턴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론 기법에 대한 특허이다. 사용자 및 가전기기들에 대한 프

로파일과 학습화된 사용자의 성향 및 위치이동에 따른 Context를 인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Rule을 동작시킴으로

써 상황인지적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 Rule의 동적구성 및 우선순위를 통해 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충돌 및 상

반되는 기능을 가진 기기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현을 지원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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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본 발명에서 개발한 추론기법을 통한 사용자의 정적 또는 동적인 상황인지 및 사용자 기반의 지능적 서비스를 추론하는 방

법

청구항 2.

다중사용자나 서비스의 충돌 문제 및 사용자 보안이나 접근 제한되는 기기에 대한 보호를 위한 Conflict 및 Priority,

Privacy, Access Level에 대한 Rule의 구성을 통한 추론 및 판단, 서비스의 선별적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3.

다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Rule의 구성에서 상황에 따른 Rule간의 우선순위 추론 및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Rule에

대한 관리 및 적용에 대한 System Rule을 통한 Rule의 제어 및 수정, 관리, 보완 가능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존의 Rule-Based Engine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위치 좌표나 요청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가 지정한 정적 패턴에 대한 서비스를 시간, 공간 관계를 추론하여 제공하게끔 하는 추론 엔진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Rule-Based Engine은 사용되는 Rule이 얼마나 general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 및 홈네트워크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Rule이 포함할 수 있는 사용자의 행동 반경과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한 특성화된 서비스의 제공에

기반한 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Reasoning Engine만으로는 사용자의 정적인 패턴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하

지만 가전기기의 동작이나 효율적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을 위한 다양한 Rule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Rule은 상황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지능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general하면서도 다양한 사용자의 정적 패턴 서비

스가 가능해야 한다. 서비스의 추론을 위해서는 모듈의 추론 동작의 틀과 필요에 맞는 상황 추론을 위한 기본적인 System

Rule과 서비스의 제공 및 동작을 위한 Service Rule의 구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Rule이 제공 범위가 제약적

이고 기본적 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Reasoner에서 발생되는 다양하고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에서의 취약점 및 제약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Rule, Query, Function을 구현한다. 다양한 Query를 통해 사용자 및 환경의 구성과 상태에 대한 결

과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기본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Function을 통해서는 정적 패턴화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환경 구

성의 조건과 서비스 실시에 대한 결과의 추론 과정이 이루어지며 동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추론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진다. Rule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Query, function에서의 추론에 기반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Rule을 동작시킴으

로써 실제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context를 통해 가장 필요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론하게 된다. 또한 System Rule

을 통해 적용하는 Rule에 대한 각각의 Priority를 주어 Rule을 체계화시킴은 물론 각 Rule간의 적용성을 높임으로써 Rule

의 reuse가 가능하게 한다. Service Rule은 general한 구성으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Profile의 변경만으로

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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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에서 아래의 도 1은 본 발명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도 1에서 Rule-Based Engine 내에 존재하는

Rule, Pattern matcher, Agenda의 기능이 포함된다. Rule set에는 추론을 위한 기본 Rule을 포함하여 상황적응적 서비스

를 위한 System, service Rule로 구성이 된다. 또한 Pattern matcher 내부에서는 Rule과 실제 환경에 대한 비교 및 실질

적 추론이 이루어진다. 또한 Agenda를 통해 각 Rule에 대한 Priority를 추론하는 동작도 포함된다.

(2) 능 및 작용

본 발명에서 개발한 추론기법은 사용자의 Profile에 대한 기본적 저장되어 있는 사항과 센서 및 환경으로부터 입력되는 현

재 환경 상태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적응적이고 지능적인 정적, 동적 패턴화된 서비스의 추론이 가능하도

록 한다. 다양하고 일반화된 Rule의 구현을 통해 사용자의 이동 및 사용자 명령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높인다. 이

를 통해 기존의 일정한 입력에 대한 정형화된 서비스의 제공이나 특정 센서에 의한 결과 도출이 아닌 상황에 따른 사용자

기반의 정확한 추론 기능 보완, 서비스 제공 가능 범위 확장, Rule의 재사용을 통해 효율성 증대 등의 기능 향상을 지원한

다.

(3) 실시예

사용자의 등장을 센서가 인식하여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면 사용자의 Profile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사용

자 및 위치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가전기기들을 추론하고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입력되어진 상

황과 사용자 위치는 기존 저장되어 있던 정보와 비교가 되며, 다양한 Rule에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추론한다. Rule은 사

용자가 지정해 놓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서 제공을 요구하는 정적 패턴에 대한 서비스 추론과 상황에 따른

사용자에 기반되어지는 동적 패턴의 서비스 제공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다중사용자나 서비스의 중복의 경우를 인지

하여 서비스와 사용자에 대한 우선 순위 및 상황을 고려한 추론이 가능하게 한다. Privacy의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Profile

이나 중요 정보, 위험이나 중요 가전기기의 제어에 대한 보안과 인증 작업에 대한 추론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 개발한 Rule-based Engine을 위한 추론기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확장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기존의 사용자 명령에 기반한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의 위치, Profile, 현재 환경구성에 따른 상황적응적 지능적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기법을 통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및 이에 기반한 홈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델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된 추론기법은 사용자 기반의 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정이 용이하고 동적 서비스 및 일반적인 상황에 따른 추론 기능이 general하게 구성되어 다른 환경과 다

른 시스템으로의 인식이 간단한 Rule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쉽다. 그리고 Priority 및 Privacy의 고려를 통

해 서비스의 Conflict 문제나 다중 사용자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정적 패턴의 서비스가 필요한 공간이나 위치

인식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분에서 기반 기술로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 Reasoner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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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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