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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바인딩
• 중복객체 기반 응용
• 고장허용 응용
• 부하균형화 응용
예) 분산방위 시스템

• 위치기반 응용
• 멀티미디어 스트림 응용
• 모바일 프락시 지원 응용
예) 앙상블 시스템

• 센서기기 응용
• 상황인식 기반 응용
예) ON/OFF 스위치 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 실시간 제약 응용
• 멀티미디어 스트림 동기화
응용

예)정보가전제어 시스템, 
교차로 시스템

이동성

컨텍스트제공실시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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