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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텍스크 기반 미들웨어는 응용 도메인에서 실제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실제 위치를 환경에 
메핑시킴으로서 실제상황을 가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위치에 센서와 actuator 를 이용한 서비

스의 라이프사이클을 원격지에서도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CAMUS[1] 시스템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OSGi 기반으로 한 내용을 구현하였다. OSGi 는 홈 네트워크 관련 개방형 시스템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서 OSGi 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유비쿼터스 통신, 가정, 컴퓨터 시스템간의 쉽게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서론 

URC (Ubiquitous Robotic Companion) 시스템은 기존 로봇에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을 접목한 진형 서비스 로봇의 새로운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이다. URC 를 이용하여 
서비스 로봇은 센서 네트워크와 리모트 서버를 접근할 수 
있다. CAMUS (Context-Aware Middleware for URC system) 시스

템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구조를 가지며 URC 환경에

서 context-aware 응용을 작성할 수 있다.  
   
O context 정보를 관리하고 표현하기 위한 UDM 

(Universal Data Model)  
O 자바 언어를 확장한 ECA (Event-Condition-Action) 룰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O 사용자와 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한 entity 의 위치 
정보를 추적 

O 이벤트 기반 응용 프레임워크 개발 
O 여러가지 센서와 legacy 응용을 통합하기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 
 
Figure 1 은 CAMUS 의 컨텍스트 다이아 그램을 나타낸다. 
Environment 는 실제 위치를 추상화 한 모델이다. 실재 상
황에서 environment 는 계층구조를 가진다. 회사는 여러 개
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과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environment 는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ETRI/building7/room8. Users)  Users 는 

Tasks 가 실행하는 장소의 environment 에 위치한다. 

   
 

Figure 1.  CAMUS Context diagram 
 
예를 들면, conference room 에서 사용자는 conference 에 

연결된 task 를 수행한다. 각 Environment 는 zero 또는 하나 
이상의 Service Manager 를 가지고 있는다. 이 Service 
Manager 는 zero 이상의 서비스를 관리한다.  

Service 는 environment 하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센
서와 actuator 로서 이루어 진 proxy object 의 형태를 가진

다. Service 는 Operation 과 Properties 로 이루어 지는데 
service client 가 actuator 와 sensor 를 control/sense 한다. 여러

가지 서비스 타입은 Service Interface 를 정의함으로써 설정

된다.  Service Interface 는 하나 이상의 Service 
Implementation 에 의하여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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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CAMUS 시스템에서의 OSGi 기반 
서비스 lifecycle manager 를 기술한다.  실제적인 
environment 설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될 수 
있다. Home environment 에서 사용자는 구형의 에어컨

을 신형으로 대치하거나 침실에 있는 TV 를 거실로 
옮길 수 있다.  

Service 가 proxy object wrapping device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lifecycle 은 전반적으로 환경의 
device 에만 의존된다.  이 점이 CAMUS 가 서비스 
lifecycle 을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시스템은 어떤 시점의 외
부 환경 설정의 변화를 처리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환경 변수는 응용 도

메인에 위치된다. 예를 들면 회사 도메인에서는 많은 
사무실과 방이 구성될 수 있다.  

이것을 각 environment 설정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 위치를 방문하여 service lifecycle 을 local 하게 관리

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 경우에 CAMUS 시스템에서 
remote management 가 요구조건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dynamic 

and remote service lifecycle management scheme 을 구현하

고 설계한 내용을 기술한다. 이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

과 같다. 2 장에서는 CAMUS 서비스와 OSGi 서비스 
사이의 의미상에서 차이점을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의
미상으로 연결되는 CAMUS service lifecycle 을 표현한

다. 4 장에서는 CAMUS service lifecycle manager 의 구현

과 설계를 기술한다. 5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2. OSGi 서비스와 CAMUS Service 의 비교 
 

OSGi 서비스는 로칼 OSGi 프레임워크에 있는 
bundles 중에서 공유되는 응용 컴포넌트일 동안에 
CAMUS 서비스는 remote proxy object 로  네트워크 디
바이스나 legacy 응용의 기능을 wrapping 한 것이다.  
OSGi 서비스와 CAMUS 서비스 사이의 개념상의 차
이는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른 service lifecycle 을 
가지는 결과를 낳는다. 

 
 

Figure 2.  The OSGi bundle lifecycle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CAMUS service 를 

‘Service’로 사용한다.) Figure 2 은 OSGi bundle 의 
lifecycle 을 나타낸다. 

OSGi 프레임워크의 경우에, 서비스는 그들이 속한 
bundle을 함께 lifecycle을 공유한다. Bundle 이 start 될 
때 bundle은 서비스 instance를 생성하고 bundle을 
프레임워크 서비스에 등록한다. 

Bundle이 stop 될 때는 프레임워크는 자동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unregistered 한다. 이 것은 서비스 
수준의 lifecycle 관리가 OSGi 프레임워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 instance 도 bundle이 started 되고 난 후에는 
추가적인 service instance를 추가하지 못한다. 또한 
bundle이 stop 되기 전에 service instance 를 stop 할 수 
없다.  

그러나 CAMUS 프레임워크에서, Services 는 
bundle이 active 상태에 있는 동안에만 생성되거나 
삭제된다. 또한 bundle이 install 되고 난 후에 실제 
environment로부터 삭제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OSGi bundle로부터 서비스의 lifecycle을 

분리하기 위해 Service Implementation의 집합으로서 
우리의 프레임워크내의 OSGI bundle에 정의에 제한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각 Service 
Implementation에는 active bundle이 삽입되어 있고, 
unique id를 가진 새로운 Services는 서비스 인수를 
passing 함으로서 생성된다.  또한 Services는 전체 
bundle을 stop 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stop 할 수 
있다.  Figure 3는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Service의 생성 및 삭제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는 
3가지 light 서비스가 생성되며 각기 다른 조명의 
집중도를 가지며 그 중에 하나가 ‘kichen_light’ 이다.  

 
 

Figure 3.  CAMUS Service Implementation and CAMUS Service 
 
3. CAMUS Service Lifecycle  
 
Service Implementation의 집합으로써 bundle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Service Bundle, Service Bundle Info, 

Service Factory와 같은 개념을 구현해야 한다. 
 
 CAMUS Service Bundle  
CAMUS Service Bundle은 CAMUS Service 

Implementation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OSGi 
bundle이다. 이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특별하다. 첫 
번째, XML file 이름은 ‘bundle.xml’ 파일에 저장되어야 
한다. Figure 4에서는 ‘bindle.xml’의 DTD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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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bundle activator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대신에 CAMUS Service 프레임워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동작되는 독점적인 bundle 
activator를 가지고 있다. CAMUS Service Bundle이 OSGi 
프레임워크에 설치될 때, Bundle Activator 는 
‘bundle.xml’을 parsing 하고, Service Bundle Info 을 
생성하고 OSGi 프레임워크의 Service Registry에 
등록한다. 
 

 
Figure 4.  DTD of the bundle.xml in the Service Bundle 

 
 Service Bundle Info 
서비스 Bundle Info 는 서비스 bundle 을 OSGi 프레임

워크내의 다른 bundle 에게 전파할 때 이용된다.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OSGi 프레임워크의 시
스템 bundle 로서 구현되며 프레임워크의 
BundleListener 인터페이스로서 구현된다. 프레임워크

는 미리 정의된 이벤트가 설치된 서비스 Bundle 에서 
일어날 때마다 CAMUS Service 프레임워크에 전달된

다. CAMUS Service 프레임워크는 ‘BUNFLE STARTED’ 
라는 이벤트를 받을 때 마다 서비스 registry 에서 새
롭게 시작된 bundle 의 Service Bundle Info 객체의 
reference 를 찾고서, 서비스 Bundle Info 객체를 사용하

여 Service Bundle 객체를 생성한다.  
 
 Service Bundle 

Service Bundle 은 CAMUS Service Bundle 의 wrapper 된 
객체이다. 이것은 wrapping 된 bundle 의 lifecycle 을 관
리한다. 이것은 서비스 bundle 을 통하여 bundle 을 시
작하고, 변경하고, uninstall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CAMUS Service Bundle 은 특별하지만 Figure 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OSGi bundle 과 동일하다. Service 
Bundle 은 bundle 을 install 할 수 있는 API 를 가지고 
있지 않다. Bundle 을 생성시에 Service Bundle 객체는 
Service Factory 를 생성하여 Service Implementation 을 
삽입한다. 
 

 Service Factory 
Service Factory 는 CAMUS Service Bundle 의 wrapper 된 
객체이다. 서비스 Bundle 는 여러 개의 Service 
Implementation 을 보유하고 있으며 Service Factory 객
체는 Service Implementation 의 개수 가 생성된다. 이 
것으로 Service 의 lifecycle 을 관리한다.  Service 
Factory 는 CAMUS Service 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
는 API 를 가지고 있는데 각 서비스는 적절한 인수에 

의해서 unique id 을 이용하여 관리된다.  
CAMUS Services 의 lifecycle 은 전적으로 그들이 속

한 CAMUS Service Bundle 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만
일 CAMUS Service Bundle 에 uninstall 되어 있는 경우

에 모든 ‘ACTIVE’ CAMUS Services 는 bundle 이 stop
된 위치에서부터 시작되고,  Service Factory 는 Service 
Bundle 과 함께 유지되며 CAMUS Services 와 CAMUS 
Service Bundle 중에 dependency 를 관리한다. 

 

 
 

 Figure 5.  The GAMUS Service lifecycle 
 
4. CAMUS Service Lifecycle Manager 
 

 
 

Figure 6.  Service Lifecycle Manager Architecture 
 

Figure 6은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service 
lifecycle manager의 기본구조이다. 이 그림에서는 
회색으로된 box가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와 
대응되는 OSGi Framework의 top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remote object로 구현되어 있어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CAMUS에서 
remote object를 접근하는 원격 통신 프로토콜로 
Hessian Protocol [4] 을 사용한다.  이 문서에서는 각 
시나리오와 관련된 service lifcycle을 가변적으로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기술한다. 이 시스템에서 
가변적이라는 의미는 ‘without needing to restart the 
system’ 이라는 의미이다.  
 
1) Bundl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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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Gi 서비스 Installer 객체는 bundle에 url을 
기술함으로써 Bundle Repository로부터 download 되고, 
local Bundle Cache에 install 한다. OSGi installer는 OSGi 
프레임워크의 시스템 bundle로서 구현되었다. Service 
Bundle은 OSGi 프레임워크가 ‘BUNDLE STARTED” 
라는 event를 받으면 Bundle Cache에 설치된다. 그러면 
서비스 registry로부터 설치된 bundle의 Service Bundle 
Info의 reference를 갖고서 Service Bundle Object를 
생성하고 Service Factory Object를 생성한다.  

 
2) Bundle Update 

Bundle에 새로운 버전에 있는 경우에 Bundle 
Repository로부터 CAMUS 서비스 bundle을 update하는 
API이다. 사용자가 Service Bundle Object를 자체적으로 
update 하는 경우에 OSGi Framework는 local Bundle 
Cache에 있는 bundle을 update 한다. 만일 
이용가능하다면 framework는 local bundle cache 에 
있는 새로운 것으로 이전 것을 대치한다.  

 
3) Bundle Uninstallation 

서비스 Bundle object는 Local Bundle Cache로부터 
CAMUS service bundle을 uninstall 한다. CAMUS 
Service와 CAMUS Service Bundle은 bundle을 uninstall 
과정에서 account를 가져야 한다. 이는 Service 
Factory나 Services와 같은 Service Bundle Object 사이에 
dependency chai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ervice라는 
객체는 Service Factory Object에 의존한다. 만일 
사용자가 Service Bundle Object를 자체를 삭제하려고 
하면 먼저 그들의 Services 를 먼저 순서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Uninstall 되어야 하는 bundle과 관련된 모든 
객체를 지우고 난 후에 OSGi 프레임워크는 local 
bundle cache에서 bundle을 uninstall 한 뒤 Service 
Bundle 객체를 지운다.  

 
4) Service Creation and Removal 

Service Factory 객체는 CAMUS Service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API를 가진다. 만일 사용자가 
Service를 생성하기 위해 Service Factory를 요청하는 
경우에 unique id 와 인수를 생성하여 wrapping 되는 
Service Implementation의 instance를 생성한다. 만일 
사용자가 어느 Service를 제거하기 위해 Service 
Factory 객체를 요청하는 경우에 Service를 stop 시킨다. 
Service Factory 객체의 내부 상태는 XML 문서의 
형태로서 유지, 보수한다.  

 
Figure 7.  DTD of the bundle_descriptor.xml 

Service가 생성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 관련된 
정보는 ‘bundle_descriptor.xml’ 이라는 XML file 에 
반영된다. Figure 7는 ‘bundle_descriptor.xml’의 DTD 
그림을 나타낸다. CAMUS Service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이유로 재시작될 때 OSGi Installer는 ‘ACTIVE’ 
로 유지하는 모든 객체를 재저장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OSGi 기반 CAMUS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기술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lifecycle을 동적으로 가변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서비스 lifecycle manager가 context-aware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하나는 ‘dynamic management’ 
이며, 또 하나는 ‘remote object’이다. Dynamic 
management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변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프레임워크의 설정에 이용된다.  
전형적인 context-aware 응용인 경우에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변경될 때 마다 service lifecycle을 
지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런 변경이 자주 있던, 아니던 간에 매번 각 
위치를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OSGi 기반 dynamic and remote 서비스 
lifecycle을 CAMUS 시스템에 구현하였다.  
이런 해결방식은 CAMUS 서비스 개발자가 OSGi 

bundle의 형태로 CAMUS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activator를 bundle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bundle.xml 파일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Operator가 대규모의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때 용이하며, 
remote manager는 중앙에 위치하여 remote service 
framework의 서비스 lifecycle manager와 통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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