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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표준의 목적1.

본 표준은 개인화 라이프로그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위한 기능요소 및 인터페이스

와 관련된 참조모델을 명시한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의 표준 기술요소.

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참조모델을 제시한다.

참조 권고 및 표준2.

국제 표준 권고 없음2.1 ( ):

국내 권고 없음2.2 :

기타 없음2.3 :

국제 표준 권고 과의 비교3. ( )

해당사항 없음.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4.

년 월까지 확인된 지적재산권 없음2006 11

적합 인증 관련 사항5.

없음

표준의 이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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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document describes a Reference Model of Components and Interfaces

for services using Personalized Life Log. This document defines standard

technical components for services based on Personalized Life Log and

presents Personalized Life Log Reference Model using these components for

implementing these services.

2.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2.1 International standards: None

2.2 Domestic standards: None

2.3 Other standards: None

3.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4.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ne

5.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6.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6.12.27.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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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

Personalized Life Log Reference Model

개요1. (Introduction)

본 문서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를 위한 주요 용어 정의와 구성요소의

기능 요구조건 및 구성요소 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

비스의 참조모델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 환경.

을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있어 일관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술 개발의 내용을, .

반영하여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보장 및 관련 응용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을 촉진한

다.

본 문서에서는 개인화 라이프로그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가

젯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 그리고 라이프로그 서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의 참조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에 대한. ,

기능 요구조건 및 구성요소 간 인터페이스도 기술한다.

표준의 구성 및 범위2. (Scope and Composition of Document)

본 문서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참조모델의 아키텍처를

기술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의 참조모델은 지능형 가젯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 , ,

그리고 라이프로그 서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본 문서에서는 장에서 개인. 5

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 참조모델에 대한 규격의 범위를 제시하고 장에서 개, 6

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를 위한 참조모델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각 구성

요소별로 정의 구조 그리고 기능요구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 .

본 문서의 범위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의 구현 및 이용을 위한 참조모

델의 기본 아키텍처를 포함한다 본 문서에서는 제시하는 참조모델의 세부 구성요.

소와 각 구성요소의 기능 및 구조를 기술하며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참조모델을 활용하는 대상으로는 지능형 가젯을 개발하는

단말 또는 시스템 개발자로부터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자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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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3. (Definition)

용어정의3.1 (Terms Definition)

용어 정의

개인화 라이프로그

(Personalized

Life Log)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

지속적인 기록을 의미한다 로깅되는 데이터로는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

뿐만 아니라 온도 조도 습도 등 환경정보와 호흡 맥박 혈압 등 생체, , , ,

정보까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능형 가젯

(Intelligent

Gadget)

지능형 가젯은 기본 플랫폼과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모듈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휴대하는 일상사물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지능형 가젯은 출력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검색하여 볼 수도 있다.

무선 인터넷

(WLAN: Wireless

LAN)

공공장소에서 무선 접속 장치 를 통해 무선으로 연결(AP, Access Point)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등 세 개의 표준이LAN . IEEE802.11 a/b/g

있으며 이중 에서는 까지 지원한다IEEE802.11g 54Mbps .

와이브로

(WiBro: Wireless

Broadband)

와이브로는 휴대폰 등 다양한 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PDA, PC,

고속의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반 무선 인터넷 서비스이다IP .

와이브로 서비스는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이동 상태에서도 서비스가

지원되는 상하향 비대칭 전송 특성을 갖는 고속 휴대용 서비스로

대 주파수를 사용한다2.3GHz .

신체 영역 통신

(BAN: Body Area

Network)

사용자가 휴대 또는 착용하는 장치들 사이에서 구축되는 통신망으로서

향후 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LAN .

개인 영역 통신

(PAN: Personal

Area Network)

사용자의 신체 영역 내에서 구성되는 통신망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휴대

또는 착용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장치를 모두 연동하여

구축되는 통신망이다.

개인화 서비스

(Personalized

Service)

개인별 특성이나 취향에 따라 각 개인별로 제공되는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하며 최근 여러 응용 서비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필수 및 선택사항 표기법3.2 (Nomenclature)

본 문서에서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을 구분하기 위한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 필수 사항 을 를 해야 한다 또는 을 를 따라야 한다: “~ / ” “~ / ”

- 선택 사항 을 를 권고한다 또는 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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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4. (Abbreviatio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BAN: Body Area Network

LCD: Liquid Crystal Display

LED: Light-Emitting Diode

PAN: Personal Area Network

QoS: Quality of Service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WiBro: Wireless Broadband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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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범위5. (Scope)

본 장에서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을 정의한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5.1 (Personalized Life Log Reference Model)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을

그림 에서 보여주고 있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1 .

성요소를 가진다.

- 지능형 가젯

-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

- 라이프로그 서버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가젯-서버간 통신망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PP MM NN

SS DD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P: 프로세서
M: 메모리
N: 네트워크 장치
S: 센서
D: 디스플레이 장치

라이프로그 서버라이프로그 서버

라이프 로그

로그 데이터 저장로그 데이터 저장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로그 데이터 검색로그 데이터 검색

Log 기반 상황 인지Log 기반 상황 인지

그림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 1)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가젯은 사용자의 생활경험을 라이

프로그 정보로서 입력하며 한편으로 라이프로그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활용

하여 각 사용자 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은 크게 가젯 간 통신망과 가젯 서버 간 통신망으로 구-

분된다 가젯 간 통신망은 사용자가 착용 또는 휴대한 지능형 가젯들 사이의 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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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개인영역 통신망으로 동일 사용자의 지능형 가젯들 사이의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은 지능형 가젯들로부터 수집되는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 -

보를 원격지에 있는 라이프로그 서버로 전송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이용하여 지능형 가젯에서 전달해 주-

는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로깅한다 로깅되는 사용자 생활경험.

정보로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환경 데이터 생체 데이터 등이 고려될 수, , ,

있다 이 과정에서 라이프로그 서버는 로깅되는 정보를 의미있는 영역들로 구분하.

여 저장함으로써 향후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라이프로그 서버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하고 로그 데이터를 검색하며 로그 데이터에 기반한 상황인식을, ,

수행한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는 이들 세 가지 종류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림 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인화 라이프. 1

로그 참조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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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정의 및 요구조건 (Functional Definition and Requirement)

본 장에서는 장에서 설명한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5

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요구사항 구성기술 그리고 각 요소 간의 인터, ,

페이스에 대해 기술한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참조모델에서 제시하는 개인화 라이프.

로그 기반 서비스의 구성요소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능형 가젯과 라이프로그 서버에서의 응용 소프트웨어와 외부환경에서의 사용자

및 정보기기가 요구된다 또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화 라이프로그 기.

반 서비스에서는 지능형 가젯과 라이프로그 서버 사이의 자유로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

지능형 가젯6.1 (Intelligent Gadget)

정의 및 구성요소6.1.1

지능형 가젯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거나 접하는 사물 가방 모자 우산( , , ,

펜 반지 등 에 부착 또는 내장되어 사용자 주변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수, )

집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인간 친화적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소형 플

랫폼이다 그림 에 보인 지능형 가젯 모델과 같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개. 2

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듯이 여러 개의 지능형 가젯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정보를 수집하여 가젯 서버 간 통신망 을 통하여“ - ”

라이프로그 서버로 전송한다 또한 사용자 경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젯. “

간 통신망 을 통해 다른 여러 지능형 가젯 예 그림 에서의 지능형 가젯 들” ( : 2 ' (2)')

사이의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라이프로그 서버로 로깅한다.

지능형 가젯은 장착하고 있는 센서 모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사용

자 경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를 장착하고 있는 지능형 가젯은 라이프로그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된 라이프로그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밖에 가젯 서버 간 통신망. -

이 연동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여러 개의 지능형 가젯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능형 가젯은 보조 저장장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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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력장치정보출력장치정보수집장치정보수집장치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

지
능
형

가
젯H

/W

지
능
형

가
젯H

/W

센서센서 출력 장치출력 장치

신호측정/잡음제거신호측정/잡음제거

저장 장치 모듈저장 장치 모듈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

액츄에이터액츄에이터

무선통신 모듈무선통신 모듈

지
능
형

가
젯S

/W

지
능
형

가
젯S

/W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

운영체제 모듈운영체제 모듈

상황인식상황인식 정보수집정보수집 로깅 서비스로깅 서비스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

지
능
형

가
젯

기
본
모
듈

지
능
형

가
젯

기
본
모
듈

가젯-서버 간
통신망

가젯-서버 간
통신망

라이프로그
서버

라이프로그
서버

가젯간 통신망가젯간 통신망 지능형 가젯
(2)

지능형 가젯
(2)

그림 지능형 가젯 모델( 2)

지능형 가젯은 다음 네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

- 정보 수집 장치

- 정보 출력 장치

-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하드웨어 모

듈이 탑재된다.

-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

- 저장장치 모듈

- 무선통신 모듈

또한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탑재 실행된다.․

-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

-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

-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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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구조건6.1.2

가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로 구성되는 정보수집 장치를 장착

하고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수집하여 라이프로그 서버에 저장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출력장치를 장착하고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라이프로그 서버로부터 검색하여 사용

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가젯의 핵심이 되는 모듈이다 이러.

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능형 가젯 기본모듈은 가젯 서버 간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 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가젯들 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한 가젯 간 통신망도 구축하고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지능형 가젯은 자신을 소유한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해당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서버에 저장해야 하므로 현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

해 지능형 가젯은 사용자마다 독립된 가젯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다른 사,

용자가 가진 지능형 가젯과 통신영역이 겹치더라고 사용자의 특별한 허가 없이 상

호접속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기본모듈에 대한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정보수집 장치와 연동되어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

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정보출력 장치와 연동되어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서버로부터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검색해서 확인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

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서버와의 연동을 위해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사용자의 현재 상황판단을 위해 필요시 개인 영역

통신망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지능형 가젯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다른 지능형 가젯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가젯 간

통신망을 구축 및 접속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자신의 소유자와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가 누구인

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다른 사용자가 가진 지능형 가젯과 임의로 접속

연동되어서는 안 된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입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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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방식으로 처리 가공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가젯 서버 간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안정적-

인 동작을 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은 로깅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컴

포넌트를 동적으로 설치 실행 중지 그리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 , ,

다.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1)

지능형 가젯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휴대 또는 착용하는 사물을 이용하여 경험

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한된 크기를 가져야 하며 최소의 자원

을 소모해야 한다 이러한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의 핵심 장치인 지능형 가젯 프.

로세싱 모듈의 크기와 자원 소모량은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다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이 가져야 하는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은 소형 프로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은 전력 소모가 적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프로세싱 모듈은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에 장착되어야 하며

지능형 가젯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처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저장장치 모듈(2)

저장장치 모듈은 지능형 가젯의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로깅되거나 검색된

사용자 경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저장장치 모듈은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저장장.

치와 휘발성 저장장치 두 가지로 구성되며 그밖에 선택적으로 보조 저장장치를 포,

함할 수 있다 저장장치 모듈이 가져야 하는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 저장장치 모듈 중 비휘발성 저장장치는 운영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지능, ,

형 가젯 설정값 등의 필수정보를 저장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저

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저장장치 모듈 중 휘발성 저장장치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저장장치 모듈 중 선택장치인 보조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로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라이프로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충분한 저장 공간

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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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모듈(3)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에 포함되는 무선통신 모듈은 가젯 간 통신망과 가젯 서-

버 간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치로서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무선통신 모듈이 가져야 하는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무선통신 모듈은 지능형 가젯을 활용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 무선통신 모듈은 저전력 근거리 통신을 지원해야 한다.

- 무선통신 모듈은 사용자의 이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4)

제한된 크기와 자원을 가지는 지능형 가젯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량 저

전력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가 가져야 할 주요 요구조건은 다.

음과 같다.

-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는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에 탑재되며 지능형 가젯

의 전반적인 동작을 관리한다.

-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는 지능형 가젯 기본 플랫폼에 장착된 장치 모듈을 인

지하고 동작시키기 위한 장치 드라이버를 가져야 한다.

- 지능형 가젯 운영체제는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과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

듈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5)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은 지능형 가젯의 설정 제어 그리고 정보관리 등의 기능, ,

을 제공한다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은 지능형 가젯 운영 체제 상에서 동작되며 다. ,

음과 같은 주요 요구조건을 가진다.

-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은 사용자나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환경정보를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은 지능형 가젯의 가동 및 중지와 같은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관리 모듈은 지능형 가젯에 대한 환경 정보 또는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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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6)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사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관리한다.

서비스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필요 여부나 주어진 상황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동

적으로 설치 실행 중지 그리고 제거되어야 한다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 , .

지능형 가젯 운영 체제 상에서 동작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구조건을 가진다.

-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사용자나 인지되는 사용자 상황에 따라 서비

스 컴포넌트의 설치 및 삭제를 동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서비스 컴포넌트의 실행 및 중지와 같은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설치된 서비스 컴포넌트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은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또는 를 제공API SDK

한다.

나 정보 수집 장치.

정보수집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 장착되어 이를 휴대 또는 착용하는 사

용자의 경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가젯 간 통신망을 통하여 동일 사용.

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젯으로 전송되거나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이용하여 라이-

프로그 서버에 저장된다.

정보수집 장치는 기본적으로 센서와 신호측정을 가지며 부가적으로 잡음제거 기

능을 가질 수 있다 센서는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센서에는 비.

디오 센서 오디오 센서 위치센서 환경센서 생체센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 , .

하나의 정보수집 장치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센서가 장착될 수 있으며 입력되

는 사용자의 경험 정보는 센서에 의존한다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는 잡음제거.

기능이 있는 경우 잡음을 제거한 후 지능형 가젯 기본모듈에 입력하여 처리한다.

정보 입력 장치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정보 수집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 장착되어 연동될 수 있어야 한

다.

- 정보 수집 장치는 센서 신호입력 모듈을 가지며 잡음제거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 정보 수집 장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수집한다.

- 정보 수집 장치는 수집된 신호를 입력받으며 잡음제거 모듈을 통해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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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 정보 수집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로 사용자 경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정보 출력 장치.

정보 출력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 장착되어 라이프로그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경험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다 정보 출력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출력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신호와 출력 장치가 연동되어야 한다 비디오 신호.

는 와 같은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되며 오디오 신호는 스피커나 이어폰LCD

으로 출력된다 그밖에 문자 등을 이용해서도 출력될 수 있다. LED, .

정보 출력 장치에게 필요한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출력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 장착되어 연동될 수 있어야 한

다.

- 정보 출력 장치는 지능형 가젯 기본 모듈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사용자가 확

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력한다.

라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는 지능형 가젯에 탑재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 과정에서 지능형 가젯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이.

서비스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관리한다.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는 지능형 가젯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

비스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가 가져야 하는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는 지능형 가젯에 탑재되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는 서비스 컴포넌트 관리 모듈과 연동되기 위

한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 지능형 가젯 서비스 컴포넌트는 서비스의 제어를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

스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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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6.2 (Personalized Life Log Communication Networks)

정의 및 구성요소6.2.1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은 그림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젯 서버 간 통신3 -

망과 가젯 간 통신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은 지능형 가. , -

젯과 라이프로그 서버 사이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가젯 서버간 통신망으로. -

는 또는 가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젯 간 통신망은 지능형 가젯WLAN Wibro .

들 사이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주변에서 또는 을 구성한, BAN PAN

다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은 망으로 구성된다. Ad-hoc .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A)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A)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B)

지능형 가젯간
통신망 (B)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라이프로그 서버
(A)

라이프로그 서버
(A)

라이프로그 서버
(B)

라이프로그 서버
(B)

가젯-서버 간
통신망

가젯-서버 간
통신망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Sink 가젯

그림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 모델( 3)

그림 에서 사용자 가 가진 지능형 가젯들로 가젯 간 통신망 를 구축하고( 3) ‘A' (A)

이 통신망에 소속된 지능형 가젯들은 라이프로그 서버 와만 정보를 교환한다(A) .

마찬가지로 사용자 가 가진 지능형 가젯들로 구축되는 가젯 간 통신망 에 소‘B' (B)

속된 지능형 가젯들은 라이프로그 서버 와만 정보를 교환한다(B) .

기능요구조건6.2.2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234

가젯

서버 간 통신망과 가젯 간 통신망으로 구분되는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

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에서 가젯 간 통신망은 동일 사용자의 지능형 가

젯을 연동하여 통신망을 구축한다.

- 가젯 간 통신망은 서로 다른 사용자의 지능형 가젯이 개인 영역 통신 범위

내에 들어오더라도 연동해서는 안된다.

- 가젯 간 통신망은 사용자의 휴대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소형 저전력

무선 통신 방식을 권고한다.

- 하나의 가젯 간 통신망에는 최소한 하나의 지능형 가젯이 통신망 내의 모든

가젯과 외부망과의 연동을 담당하는 싱크 가젯으로의 기능을 수행한(sink)

다.

-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에서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

능형 가젯으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를 해당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서버로 저장

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은 지능형 가젯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서버로부터 정보-

를 불러오는 경로를 제공한다.

- 개인화 라이프로그 통신망은 전달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적절한 를 보QoS

장해야 한다.

라이프로그 서버6.3 (Life Log Server)

정의 및 구성요소6.3.1

라이프로그 서버는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그림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라이프로그를 저장하4

기 위한 저장장치 로그 데이터를 의미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저장 모듈 사용자, ,

프로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 로그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모듈 그리고, , Log

기반 상황 인지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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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라이프로그 기반 서비스

라
이
프
로
그

서
버

라
이
프
로
그

서
버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및 관리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및 관리

로그 기반 상황 인식로그 기반 상황 인식

로그 브라우징
서비스

로그 브라우징
서비스

정보 전달
서비스

정보 전달
서비스

상황 알람
서비스

상황 알람
서비스

멀티모달 Life Log 모델링멀티모달 Life Log 모델링

스케일러블 Log 데이터 저장스케일러블 Log 데이터 저장

의미 기반 로그 검색의미 기반 로그 검색

시공간 로그 검색시공간 로그 검색 특징기반 로그 검색특징기반 로그 검색

저장장치저장장치

가젯-서버 간
통신망

가젯-서버 간
통신망지능형 가젯지능형 가젯

그림 라이프로그 서버 모델( 4)

기능요구조건6.3.2

라이프로그 서버는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통해 지능형 가젯으로부터 전달되는-

사용자 경험 정보를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로 저장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비디.

오 오디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환경정보 생체정보 등 여러 종류의 모달리티를, ,

갖는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사용자 경.

험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가 가지는

의미 단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로깅하는 사용자의 취향 등.

을 분석하기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사용자.

가 지능형 가젯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되돌려 준다 또.

한 라이프로그 서버는 미리 정해진 상황을 인지하고 각 상황별로 설정된 조치를

실행한다 라이프로그 서버는 기본적으로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

지능형 가젯과 정보를 교환하지만 또는 와 같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PDA

다른 장치를 통해서도 기억증강 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 서버가 가져야 하는 주요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지능형 가젯으로부터 가젯 서버 간 통신망을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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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로깅할 수 있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다양한 센서에 의해 입력되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향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를

의미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사용자의 생활경험 정보로부터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

기 위해 사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 로그된 사용자의 경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로그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상황인지를 판단

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 라이프로그 서버는 지능형 가젯 이외에 나 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PC PDA

접속 가능한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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