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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 CC/PP를 확장한 프로파일로서,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정보들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며, 생성 시 게이트웨이의 프로파일 관리 

저장소에서 통합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로파일들이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 및 관

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유비쿼터스 프로파일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프로파일 운영 아키텍쳐와 프로파일 처리 기능을 중심으

로 설계하였으며, 통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운영되는 장소에 

따라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CF),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UF), 저장소 프레임워크(RF)로 구분되며, 특

성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프로파일 생성, 전송, 통합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용 시스템 구축에 효율적이다.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

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존

재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디바이스들은 자기 디바이스에 맞게 또는 비슷하게 만들

어진 콘텐츠만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이용에는 한계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이용한 콘텐츠 변환이 대두었다. 프로

파일을 이용한 콘텐츠 변환은 프로파일에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정보, 콘텐츠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

여 프로파일을 구성한 후 콘텐츠 변환 시 적용함으로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이다. 1)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  W3C(Th

e World Wide Web Consortium)[9]의 표준인 CC/PP(C

1)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the 

CT(Culture technology) support program supervised by the 

KOCCA(Korea Culture and Content Agency)

omposite Capability/Preference Profiles)[7]를 확장하

여 구성한 프로파일이다.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생성 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프로파일 저장소들에서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여 프로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파일 

구성에 필요한 정보들이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의 통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되어 존재하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해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 아키텍쳐를 기반

으로 하며, 프로파일의 처리 기능에 따라 기능을 분류하

였다. 분류된 특성 및 운영되는 장소에 따라 프레임워크

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디바이

스에 위치하며, 사용자와 관련된 프로파일 생성 및 전송

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CF(Client Framewo

rk), 사용자 정보 저장소, 디바이스 정보 저장소, 콘텐츠 

정보 저장소, 상황정보 저장소에 위치하며 저장소에 따른 

정보들을 관리하고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장소 프레임워크 RF(Repository Fra

mework), 게이트웨이 프로파일 저장소에 위치하며,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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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 프레임워크와 저장소 프레임워크에 프로파일 교환

을 통해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 UF(Ubiquitous Framwork)등이 

있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프로파일 운영 시스

템 구축 시 효율적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콘텐츠 적

응화를 위한 프로파일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

서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의 구성 및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운영

을 위한 아키텍쳐에 대해서 살펴본다. 5장에서는 4장의 

운영 아키텍쳐와 기능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를 설계한

다.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

다.

2. 관련연구

2.1 콘텐츠 적응화를 위한 프로파일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 제안된 프로파일로는 W3C의 Inde

pendent Group의 CC/PP가 있다. CC/PP는 사용자 정보 

및 선호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RDF(Reso

urce Description Framework)[5]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CC/PP는 Component, Attributes, Values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컴포넌트에 대한 Default 값들을 가질 수 있

다. CC/PP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상호교환, 분해, 

균일, 확장에 좋다. 그러나 CC/PP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

고 있어 복잡한 프로파일 구성에는 부적합하다[1].

(그림 1)은 CC/PP의 간단한 예제로서 HardwarePlatfor

m, SoftwarePlatform, Browser로 구성된 프로파일을 나

타낸다.

(그림 1) CC/PP 예제

  UAProf(User Agent Profile)[8]은 Open Mobile Allia

nce에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용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제안된 프로파일이다. UAProf는 CC/PP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RDF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U

AProf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용 모바일 

단말기에 최적화하기 위해 Hardware Platform, Softwar

e Platform, Browser UA, Network Characteristic, WA

P Characteristic, Push Characteristic 등으로 컴포넌트

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컴포넌트의 속성에 대한 제약사

항을 기술하기 위해 Schema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UAProf는 모바일 단말기 기능에 초점을 맞춰 프

로파일을 설계하여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

합하며, 이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및 Pro

xy 서버에 프로파일 처리 모듈이 필요하다. 

  UPS(Universal Profiling Schema)[2][3][4]는 INRIA

의 Opera 프로젝트 일부로서 콘텐츠 교섭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UPS는 CC/PP를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RDF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UPS는 

Client Profile Schema, Document Instance Profile 

Schema, Resource Profile Schema, Adaption Method 

Profile, Client Resource Schema, Network Profile 

Schema로 컴포넌트를 구성하였다. UPS는 프로파일 구성 

시 사용자에 대한 감성/상황 정보, 사용자 선호도 등을 프

로파일 구성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파일로는 부적합하다.

3.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소

유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적응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

해 제안 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콘텐츠 적응화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을 디바이스, 상

황,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 등으로 분류하고 네트워크, 디

바이스, 상화정보, 사용자 정보, 사용자 선호도, 콘텐츠 정

보, 콘텐츠 적응화 방법, 콘텐츠 리소스, 콘텐츠 정책, 서

비스, 동적구성 정보 컴포넌트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유

비쿼터스 프로파일의 구성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3.1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구성

네트워크 컴포넌트는 사용자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간 네

트워크 정보를 표현 한다. 네트워크 컴포넌트에는 프로토

콜, 전송속도, Qos(Quality of Services)로 구성된다. 디

바이스 컴포넌트들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사항들을 표현한

다. 상황정보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사용자 컴포넌트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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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정보를 표현한다.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다. 사용자 

선호도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들

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한 후 기본 서비스 시 사용자에

게 자동으로 맞춤화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종류, 콘텐츠 적응화 방법, 서비스 퀄리티 등으로 구성된

다. 콘텐츠 정보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청 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표현한다. 콘텐츠 정보 컴포넌트에

는 콘텐츠의 주소, 콘텐츠 제공 업체 정보 등으로 구성된

다. 콘텐츠 적응화 방법 컴포넌트는 콘텐츠 적응화를 위

해 필요한 사항을 표현한다. 콘텐츠 리소스 컴포넌트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종류, 크기, 제작 년도 등 리

소스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정책 컴포넌

트는 사용자에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 접근 허용, 접근 

금지 등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표현한다. 서비스 컴

포넌트는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들을 표현한다. 콘텐츠 이

용 시간, 콘텐츠 이용 우선순위, 콘텐츠 퀄리티, 과금 정

보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 정보 컴포넌트는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에 메타 정보를 표현한다.

3.2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RDF, RDF Schma[6], CC/PP 

Structure, 표준 Vocabulary 등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표 1> 상황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을 나타내고 있다.

1.  <?xml version="1.0" encoding="UTF-8"?>

2.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

yntax-ns#" xmlns:ccpp="http://www.w3.org/2000/07/04-

ccpp#" xmlns:upc="http://www.itpioneer.org/schema/ubiq

uitousschema/context#" xmlns:upd="http://www.itpioneer.

org/schema/ubiquitousschema/context#" >

3. <rdf:description rdf:id="Context">

4. <ccpp:component>

5. <rdf:description rdf:id="environment">

6. <rdf:type rdf:resource="http://www.itpioneer.org/schema/

ubiqitousschema/context#environment"/>

7. <upc:stability>stable</upc:stability>

8. <upc:sound>silent</upc:sound>

9. <upc:light>norma</upc:light>

10. </rdf:description>

11. <rdf:description rdf:id="sensibility">

12. <rdf:type rdf:resource="http://www.itpioneer.org/schema

/ubiqitousschema/context#sensibility"/>

13. <upc:visual>stable</upc:visual>

14. <upc:hearing>silent</upc:hearing>

15. <upc:bloodpress>norma</upc:bloodpress>

16. </rdf:description>

17. </ccpp:component>

18. </rdf:description>

19. </rdf:rdf>

<표 1> 상황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라인 3~19까지는 상황정보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

용을 나타내고 있다.

4.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을 위한 아키텍쳐

본 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을 위한 아키텍쳐

에 대해서 알아본다. 

4.1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을 위한 아키텍쳐

유비쿼터스 아키텍쳐는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콘텐츠 

서버로 구성된다.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와 콘텐츠서버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관리한다.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게이트웨이 안에 있는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저장소에서 프로파일 생성, 삭제, 추가, 업데이

트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프로파일 구성 시, 필요한 정

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들과 교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운영에 필요한 서버들은 상황정보를 저장하는 

있는 상황정보 저장소, 사용자에 대한 정보, 선호도 정보

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보 저장소, 디바이스 스펙에 대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정보 저장소로 구성된

다. 

 콘텐츠 서버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와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메타데이터에는 콘텐츠 

적응화 방법, 리소스 정보, 콘텐츠 정책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을 위한 아키텍쳐 

5. 프레임워크 설계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제시한 프로파일 아키텍쳐를 기반으

로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콘텐츠 적응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의 일부분으로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교환만을 고려

하여 기능을 분석하고 설계한다.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정

보들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능에 따라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유비쿼터스 프

레임워크, 저장소 프레임워크를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5.1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Client Framework)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는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디바이스

에 위치하며 사용자 정보, 콘텐츠 정보, 디바이스 정보,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과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

성하여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에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에서 생성되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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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네트워크 전송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기능과 전송하는 기

능이 필요하다. 사용자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

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와 관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5.2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 (Ubiquitous Framework)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는 게이트웨이의 유비쿼터스 프로

파일 저장소에 위치하며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에서 전송

받은 프로파일들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구성

한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에서 전송받은 프레임워크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사

용자 정보 저장소, 상황정보 저장소, 디바이스 정보 저장

소, 콘텐츠 서버 등에 필요한 프로파일을 수집하여 프로

파일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는 프

로파일 분석 기능, 관리 기능, 클라이언트 통신 기능, 저

장소와 통신 기능등을 필요로 한다.

5.3 저장소 프레임워크 (Repository Framework)

저장소 프레임워크들은 저장소에 존재하는 프로파일에 정

보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프로

파일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저장소는 디바이스 정보 저장

소, 상황 정보 저장소, 사용자 정보 저장소, 콘텐츠 정보

저장소등이다. 이러한 저장소들은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

의 요청을 따라 프로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분산 프로파일 

전송 기능과 각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그림 4)는 제안한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용을 위한 프

레임워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6.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적응화를 위해 제안된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을 제안하였

다.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존재하

기 때문에 통합 및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프로파일 운영 아키텍쳐와 프로파

일 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클라이

언트 프레임워크,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 저장소 프레임

워크를 설계하였다.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위치하면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선호 정보, 

콘텐츠 정보들을 수집하여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에 전송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는 클라이

언트 프레임워크, 저장소 프레임워크들과 프로파일 교환

을 통해 유비쿼터스 프로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저장소 

프레임워크는 디바이스 정보 저장소, 상황정보 저장소, 사

용자 정보 저장소, 콘텐츠 저장 정보 저장소에 위치하며 

유비쿼터스 프레임워크에게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프로파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프로파일 전송을 위한 기능과 통합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

도록 설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 시스템 구

축에 효율적이다

 향후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들을 구현하고  

유비쿼터스 프로파일 운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을 통해 프레임워크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콘텐

츠 적응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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