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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무선인터넷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모바일 단말 장치는 모바일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모바일 장비는 차세  기술인 임베디드와 유비쿼터스 컴퓨 의 주요 단말 장치

이며 개발 상이다. 앞으로 차세  이동통신망 심의 융합  이동 단말의 컴퓨  능력이 고도화되

면 언제, 어디서나, 구와도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 환경 즉,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환경에서 모바일 컨버 스 서비스는 특정 시 의 사용자 상황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인식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컨버 스를 한 상황인식 에이 트 개발을 한 컴퓨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개발을 용이하기 해 재사용 가능한 컴포 트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컨버 스에 한 분

석  설계에 하여 제시하 다. 이를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재사용성  이식성과 에이 트 개발에 

한 시간과 비용에 한 감을 기 할 수 있다.

1. 서론

   21세기 산업은 아날로그 기술의 퇴조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확산으로 반도체, 디지털가 , 

컴퓨터, 방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융합되어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컨버 스와 사람, 

사물, 기계 등 무엇이든지 서로 속하여 실시간으

로 어떠한 정보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빠

르게 진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가 되면 IT 기술의 

고도화로 모든 사물에 컴퓨 과 네트워킹 기술이 

용되어 도처에 존재하는 컴퓨  인 라를 통해 사람

과 컴퓨  기기  환경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컴퓨

터가 사람의 필요성을 알아서 처리하는 인간 심의 

임베디드 모바일 컨버 스(convergence) 컴퓨  시

 도래할 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비쿼터스 시

에는 상황인식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부각될 것

이다[1].

  재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 이션 패러다임에서 

사용자는 오감과 지성에 의존하여 상황정보를 수집

하고 추론  단에 따라 한 서비스를 요청하

여 제공 받고 있다[2]. 한, 미래 유비쿼터스 시

에는 일상 생활 주변의 주요 사물  장치가 컴퓨  

 커뮤니 이션 능력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

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능화된 사물 

 장치간의 커뮤니 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하

고 유용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컨버 스를 한  상황인식 

에이 트 개발을 한 컴퓨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개발을 용이하기 한 재사용성  이식성을 해 

재사용 가능한 컴포 트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컨

버 스에 한 분석  설계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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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컨버 스 환경

2. 련연구

2.1. 모바일 컨버 스

  모바일 컨버 스는 모바일 환경하에서 제품간, 기

능간 융합을 진시켜 사용자들이 하나의 기기로 다

양한 기능  서비스, 미디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

록 구 해 내는 것이다. 개념 으로 융합은 사업자

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사용하는 기반 기술 

는 물리  네트워크 인 라의 융합, 사업자간 

M&A(Merger & Acquisition)를 통해 사업 역  

서비스 범 의 확 , 개별 인 서비스들을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 단일 속 장치 혹

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 향후 모바일 컨

버 스의 심 역할을  수행할 핵심 도구인 휴

화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융합과 한 계가 

있다. 즉, 휴 폰은 차 PDA, MP3 이어, 디지

털 카메라, 성방송 수신기 등의 다양한 모바일 단

말 기능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하드웨어

으로 기능이 추가되는 컨버 스에서 이제는 새로

운 서비스가 융합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음성/데이터/ 상과 같은 정

보, 방송/통신/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휴 폰/컴퓨

터/정보가 과 같은 단말 등이 모바일 기술을 기반

으로 새로운 서비스로의 유기 으로 융합되는 환경

을 볼수 있다.

2.2. 에이 트 아키텍처

  웹 환경에서의 서비스는 비즈니스 략  환경이 

정 인 환경에서 동 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

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근하기 한 이동성을 제공한다. 재 웹 서비스에

서 사용하고 있는 요청-응답방식의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는 PDA 모바일 환경에서의 일 성을 유지하

기 힘들다. 따라서 에이 트 기술을 통하여 환경의 

다른 에이 트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2) 에이 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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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이 트가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한 아키텍

처를 나타낸다[3].

  에이 트 아키텍처는 정 인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 두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은 

RPC(Remote Procedure Call)처럼 클라이언트/서버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에이 트(C)

는 Client Environment에서 시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고 Sever Environment에 인스톨이 된다. 시

스템 에이 트(S)는 시스템 인 라 구조의 부분으로

써 Sever Environment API 기능강화를 해 사용

되어진다.

2.3. 상황인식 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 의 여러 응용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 인 요소 기술  하나는 상황 인식을 통해 각 

상황에 따라 한 서비스를 응 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상황(context)은 개체 즉, 사용자

와 응용간의 상호작용에 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

람이나 장소 는 객체 등의 상태를 특징짓는 데 사

용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의미하며 객체 식별자, 

치, 시간, 기온, 습도, 밝기 등은 모두 상황정보라

고 할 수 있다. 이 게 수집된 상황정보는 상황인식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상황인식 서비스는 사용자가 처한 특정 상황을 

인지하여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제공되는 지능

형 서비스를 의미한다[1]. 상황 인식 환경에서 사용

자가 원하고 생각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해서

는 개인화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야 하며, 이질 환경 하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하는 상호운용성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 상호간 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 가능한 상황 인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를 들면 향후 제공될 차세  모바일 서비스로 쇼핑

몰이나 박물 , 공항과 같이 복잡한 실내에서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치를 악하거나 치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치인식 서비스를 들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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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황인식 에이 트 아키텍처

3. 모바일 컨버 스를 한 상황인식 에이 트 분석 

 설계

3.1. 컴포 트 기반 상황인식 에이 트 아키텍처

  상황인식 에이 트를 통한 모바일 컨버 스를 

해서 상황인식 에이 트를 구 하고 이를 한 기반 

컴퓨  환경을 제공하기 해 상황인식 에이 트를 

구 한 컴포 트기반 상황인식 에이 트 컴퓨  아

키텍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식 에이

트의 서비스를 한 환경을 지원하고 개발이 용이하

도록 컴포 트 기반 개발을 고려한 4 계층의 아키텍

처를 User Layer, Component Layer, Agent Layer, 

Server Layer와 같이 정의하 다(그림 3). 이는 사

용자 측면과 에이 트의 기능을 구 하기 한 측면 

그리고 사용자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데이터 근 

측면을 고려하 다. 특히 컴포 트와 상황인식 에이

트를 해 컴포 트 계층, 에이 트 계층을 각각 

분리하여 에이 트의 기능은 컴포 트 계층에서 구

되며, 에이 트의 리는 에이 트 계층에서 이루

어진다. (그림 3)에서 센서 컴포 트(sensor 

component)는 환경 내의 물리센서, 응용 시스템 

는 사용자 명령 등의 입력 정보를 가공하여 상황 처

리 컴포 트에게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

로부터의 음성정보, 상정보, 온도/습도 정보, 사용

자 일정정보 등이 모두 센서 정보가 될 수 있다. 상

황 처리 컴포 트는 센서 컴포 트로부터 달된 상

황정보로부터 상  수 의 상황정보를 얻고 이를 별

도의 장소에 리한다. 한 상황 리자는 상황 

정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event를 이벤트 통

지 컴포 트로 달하고, 태스크 컴포 트에서 작업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벤트 통지 컴포 트는 센서나 기타 외부

(그림 4) 상황인식 에이 트 개발 로세스 

 

서비스를 통해 상황 리자에 의해 달되는 이벤트

를 이를 원하는 작업에게 달하는 역할을 한다. 태

스크 리자 컴포 트는 개별 작업을 기동시키고, 

수행 인 작업 로세스를 리 는 제어하는 역할

을 한다. 태스크 컴포 트는 상황에 따른 실제 작업

을 수행시킨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컴포 트는 태스

크 컴포 트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탐색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2. 상황인식 에이 트 개발 로세스

  상황인식 에이 트를 한 개발 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사용자와 도메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상황인식 에이 트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에이 트 

명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컴포 트를 작성하거나 

선택하여 조립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나 소

트웨어를 구축한다.

3.2.1 상황인식 에이 트 요구사항 식별

  모바일 컨버 스 도메인과 사용자, 시스템, 기반환

경 등을 고려하여 문제 역을 분석하고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개발 목표를 명확히 정의

한다. 사용자의 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 결정하여 체 시스템 측 활동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식별하고자 한다. 

  작성된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용사례를 

식별하고, UML의 Use case Diagram을 작성한다. 

이는 목표 시스템의 역을 정의하고 체 업무 

역 에 어느 업무 기능을 책임질지 명확히 하는 것

이며, 행 자와 기능간의 계  부가 인 설명이 

된다. 요구사항 식별단계에서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에이 트에 한 이해와 에이 트를 기반으로 구성

되는 기능 인 요소나 시스템 체의 구성 악이 

주목 이다. 여기서 에이 트는 단일의 에이 트이

거나 집합 인 에이 트의 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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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황인식 에이 트 명세 개발

  식별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될 에이 트에 

한 식별을 통해 에이 트 아키텍처 모델과 각각의 

에이 트에 한 명세 작성을 주요 단계로 구성된

다. 이 단계를 통해 얻은 부산물은 구성될 컴포 트

의 식별  새로운 컴포 트의 개발에 주요한 자원

이 된다. 이 명세 과정을 통해 에이 트를 개발하기 

한 한 컴포 트의 구성이 가능하다.

3.2.3 상황인식 에이 트 컴포 트 기본 명세

  개념 모델, 정  모델, 인터페이스 식별과 컴포

트 명세의 4개의 활동으로 나뉜다. 명세 개발은 요

구사항 단계의 Use Case 모델과 상황인식 에이 트 

모델과 명세를 심으로 컴포 트를 식별하고 설계

하는 반 인 과정을 포함한다.

 상황인식 에이 트에서 분석된 에이 트의 목표, 

역할, 상호작용, 아키텍처 모델에서 속성들을 컴포

트 개발을 한 속성과 행 들로 매칭시키기 해 

모델간 매칭을 시키고 인터페이스를 식별해내는 과

정이 수반된다. 한 컴포 트 간의 의존성을 통해 

에이 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컴포 트 아키텍처도 

정의해야 한다. 

3.2.4 컴포 트 용

  명세된 컴포 트가 실행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

록 기반 환경에 기능을 포함한 로그래 이 요구된

다. 용 단계의 첫 번째인 비과정에는 명세의 실

체화 과정에서 모바일 환경에 컴포 트를 등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표  컴포 트 환경으로는 마이크

로소 트의 COM+나 Enterprise Java Bean, 

CORBA 등이 있으며, 컴포 트의 통합환경  컨테

이 의 역할을 하게 된다. 등록된 컴포 트는 목표 

시스템의 일부 혹은 체로 구성하기 해 조립을 

하게된다. 조립은 컴포 트와 기존 소 트웨어와의 

결합과 컴포 트간의 결함을 통해 실행 시스템을 구

성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애 리 이션

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식별된 모바일 컨버 스 응용시스템에서의 에이 트 

기능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정의해야 한다. 

조립은 로그래  벨에서 표  환경에서 제공하

는 도구를 통해 쉽게 구축 가능하며, 부분 인 기능 

추가나 애 리 이션 형태로 출력된다. 조립을 통해 

구성된 애 리 이션은 테스트 후 배포된다. 

4. 결론  향후 연구

  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모바일 컨버 스 서비

스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차세  이동통신망 심의 융합과 이동통신 

단말의 컴퓨  능력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

가 언제 어디에서나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는 유

비쿼터스 환경이 형성될 것이며, 향후의 이러한 환

경에서의 모바일 컨버 스는 이동 컴퓨   네트워

킹 환경에서 수시로 바 는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인

식하여 특정 시 에 가장 합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컨버 스 서비스를 해 상

황인식 에이 트를 이용한 상황인식 에이 트 아키

텍처를 정의하 고 아키텍처를 통해서 컴포 트 기

반으로 상황인식 에이 트를 구 하여 개발을 용이

하게 하고 이식성과 재사용성이 가능하게 된다. 

한 아키텍처에서 제시한 각 이어에서 식별된 컴포

트 개발을 한 로세스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

구로는 사례 연구를 들어 에이 트를 구 하고 기존 

로세스와의 성능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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