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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일상생활 어디에서든지 컴퓨 이 가능해질 것으로 상

되며, 원격지의 상 방과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발 할 것으로 상된다. 이를 지원하기 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다자간 인터랙티  업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재 개발된 다자

간 업 환경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에 한 인덱싱과 검색에 비 을 두지 

않고 있다. 공유 데이터는 늘어나는 반면, 그것을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상됨에 따라서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재의 컴퓨  인

라가 보다 확장되어,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

람, 사물,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들이 서로 연

결되어,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 컴퓨 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상된다. 한, 원격지의 상 방과의 상호작

용이 재보다 훨씬 유기 이고 실제 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 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흐름을 반

할 때 앞으로 진보된 컴퓨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업 시스템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상됨에 따라, 커뮤니티 컴퓨  환경에서의 인터랙

티  업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해졌다.

   * 본 연구는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 네트

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재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에서는 엑세스 그리드(Access 

Grid)[1] 라는 다자간 업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며, 이 외에도 Standford University의 iRoom 

로젝트[2], Washington University의 Portolano 로

젝트[3],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SAGE 

로젝트[4] 등이 진행 에 있다. 

   인터랙티  업 시스템에서 자료의 공유는 요

한 기능 의 하나이다. 그런데, 부분의 업 시스

템에서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하되 일 이름으로

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하는 데이터

는 늘어나는 반면, 그것을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

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

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엑세

스 그리드에서의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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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엑세

스 그리드를 소개하고, 구조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공유데이터에 해 키워드 기반 검색 방법을 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며,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련연구

   액세스 그리드는 다자간 업 환경 기술로서 

재 천여 개의 AG 노드에서 e-사이언스, 의료, 교육 

등을 한 원격 회의  강의에 활용되고 있다. 엑

세스 그리드는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고

품질 상, 음성 스트리 을 이용하여 참여자들 간

의 공동작업 내용과 업 공간 분 기를 효과 으로 

달한다. 한 베뉴 서버(Venue Server)는 베뉴 클

라이언트(Venue Client)들 간의 가상회의 공간을 안

내하여 데이터/서비스/응용 로그램의 공유 기능, 안

한(secure) 그룹 통신, 이벤트 정보 달과 같은 

필수 인 업 요소 기술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엑

세스 그리드는 원거리 업환경의 네트워크 지원 측

면은 강조된 반면, 스마트 미 공간에서 요구하는 

context-aware 기술, 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task migration 기술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엑세스 그리드의 구조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

듯이 크게 베뉴 서버와 베뉴 클라이언트, 노드

(Nod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엑세스 그리드의 구조

   베뉴 서버에서는 베뉴라는 방을 정의하여서 베뉴 

클라이언트가 베뉴에 입장하여 회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 베뉴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베뉴 클라이언트와 이벤트를 주고받는 이벤트 서비

스(Event Service), 베뉴 클라이언트와 텍스트를 주

고 받는 텍스트 서비스(Text Service), 공유 데이터

를 장하는 데이터 스토어(Data Store), 워포인

트, 웹 탐색기, 텍스트 등의 어 리 이션을 공유하

는 어 리 이션 공유(Shared Application) 그리고 

노드와의 서비스를 한 네트워크 서비스(Network 

Service)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Access Grid 베뉴의 구조

  베뉴 클라이언트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벤트 서비스(Event Service), 텍스트 서비스(Text 

Service), 데이터 스토어 클라이언트(Data Store 

Client)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 Access Grid 베뉴Client의 구조

3. 키워드 기반 검색의 용

   기존의 엑세스 그리드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

이 베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스토어 클라이언트 모

듈에서 베뉴의 데이터 스토어 모듈에게 데이터의 리

스트를 요청하고 받아온 뒤에 데이터의 일의 이름

으로만 검색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기존의 검색 과정

   일의 이름으로만 검색을 하면, 원하는 데이터

를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보기 

해서 해당 일을 로컬시스템에 장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

에서는 최근에 정보검색 기술로 리 사용되고 있는 

일의 문(fulltext)을 상으로 한 키워드 기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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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5)는 키워드 기반 검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

토어의 구조를 나타낸다. 엑세스 그리드의 데이터 

공유에 키워드 기반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기 해서 

베뉴 서버의 각 베뉴에 인덱싱 모듈(indexing 

module)을 추가한다. 

   데이터 스토어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은 인덱

싱 모듈에서  문을 상으로 인덱싱을 한다. 인덱

싱 방법으로는 Microsoft의 MSN Desktop 

Search[5]를 사용한다. 베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스

토어 클라이언트에서 질의를 요청할 경우 베뉴의 데

이터 스토어에서는 인덱싱 모듈의 인덱싱한 결과를 

검색해서 Result Set으로 베뉴 클라이언트에 달한

다. 

(그림 6) 키워드 기반 검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토어의 구조

    Result Set을 받은 베뉴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스토어 클라이언트에서는 받아온 Result Set을 출력

해주면 되고,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

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다운로

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베뉴의 베뉴 스토어에 요청

을 해서 로컬 시스템에 장한다.

   이로써 데이터의 내용을 효율 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다운로드 

함으로써 불필요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일 수 있

다.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엑세스 그리드의 데이터 공유에 키워드 기반 검

색을 용해서 데이터의 인덱싱된 내용를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달을 했다. 이 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방 해짐에 따라서 생기는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한 검색의 효율성을 높 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질의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데이터

의 우선순 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용하고자 한다. 

이로써 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데이터에만 용된 키워드 

기반 검색을 어 리 이션 공유에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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