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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여러 문 분야를 포 하는 복합  지식과 가상  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CAUSE(Computer-Aided Ubiquitous System 

Engineering)를 제안한다. CAUSE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컴퓨터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개

발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어가 복합  에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다. 논

문에서는 우선 CAUSE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그것을 유비쿼터스 기숙사에 용한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 개발에 해 소개한다.

1. 서론 

   재 세계 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시 에 응

하여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 방법론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

다. 비록 제품 개발 방법론에 한 연구는 지만 

제품 개발 과정(계획, 개념 개발, 시스템 벨 설계, 

상세 설계, 테스트  수정, 생산 비)에 비추어 유

비쿼터스 시스템 개발 과정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에 해 물리 /

가상  근법이 존재한다. 물리  근법은 테스트 

 수정을 해 설계 안을 물리 으로 구 하는 

것으로 개발자가 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 가상  근법은 설계 안을 가상

으로 구 하여 테스트  수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 이 있으나 비용

이나 시간, 규모 측면에서 장 을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용 분야가 넓어지고 그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때

문에 물리  근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가상  

근법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CAUSE 

(Computer-Aided Ubiquitous System Engineering)

를 제안한다.

   CAUSE는 제조 분야의 CAD/CAM/CAE와 같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설계 안을 생성하고 그

것들을 분석  평가하여 그  가장 좋은 것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록 표 1에서 보듯이 유

비쿼터스 시스템 개발과 련된 컴퓨터 지원 도구들

이 있지만 재의 도구들은 유비쿼터스 시스템 자체

를 개발하고자 하지 않고 시스템  일부만을 테스

트하고자 한다는 에서 CAUSE와 차이가 있다.

<표 1> 기존 컴퓨터 지원 도구의 범 와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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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USE 설계 시 고려사항

   CAUSE의 용도는 크게 유비쿼터스 시스템 설계

와 분석 두 가지이므로, CAUSE에서 유비쿼터스 시

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도

록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크게 설

계, 분석, 고  기능 측면에서 아키텍처 설계 시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할 것이다.

2.1. 설계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1. 사물의 행동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비쿼터

스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기존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새로운 사물

( . 음식의 부패 정도를 감지하는 지능형 냉장고)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CAUSE에서는 

오 젝트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여 그것의 행동을 정

의한다. 

2. 사물의 데이터 모델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물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해서는 사물에서 데이

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CAUSE에서 

사물을 정의할 때 사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모델도 입력해야 한다. 

3. 사물의 지능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상

황을 인지하고 단을 내리는 사물은 유비쿼터스 시

스템에서 필수 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물의 지능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CAUSE에서 사물의 지능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알고리즘 형태로 정의한다. 

4. 네트워크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필수 인 요소이다. 네트워크

를 설계하기 해 통신 노드를 배치하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링크, 모빌리티 등의 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5.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

스템의 목 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서비

스를 달하는 것이므로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CAUSE에서 서비스는 워크 로우의 형태로 

표 된다.

6. 사물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경우 

라우  노드나 엑세스 포인트의 치가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 요인이고, 센서의 경우 그것

의 방향이 성능에 큰 향을 끼친다. 유비쿼터스 시

스템 내의 데이터베이스의 치도 시스템의 구조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사물의 치나 

방향이 요하므로 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2.2. 분석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7. 설계 안을 생성하기 해 What-if 분석을 지원

해야 한다. What-if 분석은 사물/서비스의 추가/제

거/수정, 사물 배치의 변경, 시뮬 이션 셋업 변경, 

성능 평가 기  변경을 통해 수행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어는 What-if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설

계 안들을 생성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게 

생성된 설계 안들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설계도

로써 문서화되어야 한다.

8. 성능 평가 기 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비쿼

터스 시스템 엔지니어가 여러 설계 안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비쿼터스 시스템

을 시뮬 이션하고 그 결과를 성능 평가 기  

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 개발 비용,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소비 력 등의 성능 평가 기

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2.3. 고  기능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9. 업을 지원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여러 

기술의 집합체이므로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가 참여가 필

수 이다. 업을 지원하기 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CAUSE 모듈간의 통신, 교환되는 정보의 XML화, 

물리 으로 분산된 CAUSE, 호환성을 고려한 데이

터베이스 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설계를 한 추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록 유

비쿼터스 시스템 체를 최 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

거나 불가능하겠지만 시스템의 일부를 최 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CAUSE에서 합한 센서의 종

류, 네트워크에서 고정 노드의 설치 치 등을 최

화하여 추천해  수 있다면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 

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11. 실제 장치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

어야 한다. 시뮬 이션 시 임의로 생성되는 데이터

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실제 센서나 가상 실 장치를 

CAUSE에 연결하여 실제 데이터를 받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4. CAUSE 아키텍처 설계

   도출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CAUSE의 기능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설계에는 IDEF0 모델링을 

용하 다. CAUSE(그림 1)는 서비스/사물(Entity)에 

한 묘사, 시뮬 이션 셋업 정보, 성능 평가 기

(Performance factor)을 입력받고 데이터 모델, 데이

터베이스 스키마, 오 젝트 모델링 언어, 워크 로우 

명세 언어, 로그래  언어를 참조하여 설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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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결과, 통계  분석 결과를 생성한다. 일

련의 과정들은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어, 워크

로우 엔진, 네트워크 시뮬 이션 엔진, 알고리즘 수

행 엔진, 3D 그래픽스 엔진, 3D 모델러에 의해 조정

된다.

(그림 1) CAUSE의 최상  IDEF0 다이어그램

   CAUSE의 최상  기능(A0)은 정의(A1), 분석  

설계(A2)라는 두 가지 주요 모듈(그림 2)로 구 된

다. 정의 모듈은 서비스/사물에 한 묘사를 입력으

로 받아 서비스/사물을 정의(고려사항 1,2,3,4,5)하고 

배치(고려사항 6)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스템 모델

(CAUSE 내부 데이터로써 유비쿼터스 시스템 표

함)을 생성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 모델은 분석  

시뮬 이션 모듈로 해져서 시뮬 이션  분석 과

정을 거쳐서 설계 안으로 문서화된다. 이 단계에

서 오류가 발생되면 정의 모듈로 오류 정보가 달

되고 재설계가 이루어진다.   

(그림 2) CAUSE의 두 번째 IDEF0 다이어그램

   분석  시뮬 이션 모듈(그림 3)은 구성 분석

(A21), 설계 추천(A22), What-if 분석(A23), 시뮬

이션(A24), 통계 분석(A25)의 다섯 가지 모듈로 세

분화된다. 구성 분석 모듈에서는 정의 모듈에서 설

계한 유비쿼터스 시스템 모델의 논리 /문법  오류

를 찾아낸다. 오류가 없음이 검증된 유비쿼터스 시

스템 모델은 What-if 분석 모듈(고려사항 7)이나 설

계 추천 모듈(고려사항 10)로 달된다. 설계 추천 

모듈은 더 나은 설계를 한 충고를 제공하며 그것

이 가능한 경우에 개선된 유비쿼터스 시스템 모델을 

What-if 분석 모듈로 달한다.  

(그림 3) 분석  시뮬 이션 모듈의 다이어그램

   What-if 모듈에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

어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변경함으로써 여러 설계 

안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생성된 설계 안들

은 시뮬 이션 모듈에서 테스트되며 그 결과는 통계 

분석 모듈에서 성능 평가 기  측면에서 분석된다

(고려사항 8).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유비쿼터스 시

스템 엔지니어는 최선의 설계 안을 선택하고 설계

도로써 문서화한다. What-if 분석, 시뮬 이션, 통계 

분석의 과정은 반복 으로 수행되며 이로 인해 다양

한 설계 안이 생성될 수 있다.

5.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

    장에서 도출한 고려사항과 CAUSE 아키텍처

를 기 로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의 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CAUSE 아키텍처가 일반

이기 때문에 실제 용을 해서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의 구  아키텍처(그림 4)를 

설계하 다. 그림 4에서 겹선은 독립 으로 존재하

는 시스템을, 실선이나 선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

를 나타낸다. 실선은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어와 

직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가리키며 선은 

그 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데 굵은 것은 시스템 간의 정보 흐름을, 가

는 것은 구성 요소 간의 정보 흐름을 나타낸다.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는 크게 

CAUSE 엔진, 데이터베이스, 외부 시스템으로 나  

수 있다. CAUSE 엔진은 CAUSE의 주요 부분으로 

정의 모듈(A1)은 에디터와 해석기로 구 된다. 에디

터는 유비쿼터스 시스템 엔지니어로부터 입력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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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해석기를 통해 내부 정보로 변환한다. 구성

에서는 변환된 정보를 종합하여 유비쿼터스 시스템 

모델을 생성한다. 분석  시뮬 이션은 아키텍처의 

모듈(A21, A22, A23, A24, A25)들과 시뮬 이션 엔

진으로 구 된다. 시뮬 이션 엔진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스

템 모델을 시뮬 이션한다. CAUSE 엔진은 인터넷

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때문에 XML 

컨버터가 필요하다(고려사항 9). XML 컨버터는 

CAUSE 엔진과 데이터베이스 간에 교환되는 정보를 

XML 혹은 내부 정보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CAUSE for u-Dorm의 구  아키텍처

   설계된 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그림 5)의 시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5는 시제품의 인터랙티  시뮬 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CAUSE for u-Dorm의 인터랙티  

시뮬 이션의 모습

6. 결론

   재 세계 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개발하려

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일반 인 시스템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응용 분야는 넓어지

고 그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유비쿼터스 시스

템을 개발할 때, 여러 분야를 포 하는 집합 인 

문 지식과 가상  근법에 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CAUSE를 제안하 다.

   CAUSE는 컴퓨터 지원 도구를 사용하여 유비쿼

터스 시스템 자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 인 분석과 IDEF0 모델링

을 통해 CAUSE의 아키텍처를 개발하 다. 그리고 

그것을 CAUSE for Ubiquitous Dormitory에 용하

여 구  아키텍처를 설계하 고 그를 기반으로 시제

품을 개발 이다. 비록 시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않

았지만 제안된 CAUSE의 개념과 아키텍처는 다른 

연구자가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을 한 새로운 컴

퓨터 지원 도구나 자신의 심 분야에 용된 

CAUSE를 개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1] M. Bylund, “Testing and Demonstrating 

Context-Aware Services with Quake Ⅲ Arena,” 

Comm. of the ACM, Vol.45, No.1, pp.46-48, 2002.

[2] J. Barton, “UBIWISE, A Ubiquitous Wireless 

Infrastructure Simulation Environment,” HP, 2002.

[3] E. O’Neill et al., “A Testbed for Evaluating 

Human Interaction with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s,” Proc. of the 1st Int. Conf. on 

Testbed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Networks and Communities, 

pp.60-69, 2005.

[4] S. Shah et al., “CAD-HOC: A CAD-Like Tool 

for Generating Mobility Benchmarks in Ad-Hoc 

Networks,” Proc. of the Symposium on 

Applications and the Internet, pp.270-279, 2002.

[5] J. Han et al., “Context-Aware Workflow 

Language Based on Web Services for Ubiquitous 

Computing,” LNCS, Vol.3481, pp.1008-1017, 2005.

[6] J. Seo et al., “Creating Ubiquitous Computing 

Simulators using P-VoT,” Proc. of the 4th Int. 

Conf. on Mobile and Ubiquitous Multimedia, 

Vol.154, pp.123-126, 2005.

[7] I. Kim et al.,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ntext-Awareness Simulation Toolkit for 

Context Learning,” Proc. of the IEEE Int. Conf. 

on Sensor Networks, Ubiquitous, and Trustworthy 

Computing, Vol.2, pp.96-103, 2006.

[8] J. Park et al.,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Validating Contextual Rule in Smart 

Home,” Proc. of the 9th Int. Conf.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pp.1143-114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