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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요약요약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의 삶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서비스의 증가와 비례하여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관심과 노력도 증가하게 되었

다 상황인식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적시적소에 자동으로 제공되.

는 서비스이다 기존 상황인식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황인식서비스는 주로 개발자에 의해 정의된다 개. .

발자에 의한 상황인식서비스 정의는 사용자 주변 환경이나 개개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가

진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용자 스스로가 상황인식서비스를 직접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사용.

자인터페이스인 를 소개한다 는 사용자가 상EUCAS(by End-User, Context-Aware Service development) . EUCAS

황인식서비스를 직접 정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변 상황정보와 실행 가능한 서비스들을 객체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는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상황인식서비스를 직접. EUCAS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화된 상황인식서비스 환경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re are many services in our life.
These services make our life safe and convenient. However, the increment of the services also
causes the increment of human concern and effort to control these services. The context-aware
service is the service that provided their functionality at the right time and to the right place by
analysis user's current situation. The most previous studies about context-aware service regard
that context-aware services are defined by the developer who has expertise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definition of the context-aware services by the developer makes difficult to
reflect user's personal preferences and life pattern to the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user interface EUCAS(by End-User, Context-Aware Service development) that make the user can
define and manage their own context-aware service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We expect
EUCAS can be effective user interface technology for providing personalized context-aw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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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

게 한다 그러나 서비스의 증가는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의 증가도 초래하였다 상황인식서비스는.

서비스의 인식과 활용에 필요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줄여

주는 서비스제공방법이다 기존 상황인식서비스와 관련된 연.

구들에서 상황인식서비스는 개발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발자에 의한 상황인식서비스 정의는[1-5].

사용자의 생활환경과 개개인의 각기 다른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개인화된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사용자가 상황인식서[6,7].

비스를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화된 상황인식서비

스 정의가 가능해져 상황인식서비스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

게 될 것이다[10-14].

상황인식서비스의 개발은 이나 과OWL-S[8] ECA-DL[9]

같은 서비스 명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언어들은.

개발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비전문개발자인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고

적합한 연산을 적용 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작성된 코.

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해 방지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비전문개발자인 사용자가 만족하기 어려운 요[15].

구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황인식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보.

다는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는 상황인식서비스의 필요EUCAS

성를 인지하는 주체와 정의하는 주체를 통일한 사용자인터

페이스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를 이용하면 주변 상태정보를 파악하여 원하는 상황EUCAS ,

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실행을 정의할 수 있다.

관련 연구2.

사용자가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인 연구들로는 Context-Studio[10], a CAPpella[11],

Jigsaw Editor 가 있다[12] . Context-Studio는 모바일 장치

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특정 키나 키의 입력순서 모바일,

장치의 상태 등에 따라 원하는 모바일 장치의 기능을 사용

자가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휴.

대폰이 대기 모드이고 위치가 회의실인 경우 에티켓 모드로

전환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치와 같은 주변 상.

황 정보는 모바일 장치가 센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가

정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ntext-Studio는 단

일 장치 모바일 장치 에서 동작하는 상황인식서비스로 장치( )

간 협력을 정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a CAPpella는 시연을 통하여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시간 범위를 지정하면. ,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행동 및 주변 장치의 상태와 센서들

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상황인식서비스로 생성하여

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더울 때 거실 창문을 여는 서비스.

를 생성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a CAPpella에게 시연의 시작

을 알리고 더위를 느낄 때 거실 창문을 열고 시연이 끝났음

을 a CAPpella에게 알린다. a CAPpella는 기록된 데이터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행동을 취했던 상황이

되면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는 서비스를 생성한다 사용자는.

주변 상황과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지할 필요 없

이 서비스를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록된 데이터에서.

서비스 정의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기 때문에 명확한 상

황 정의를 위해서 여러 번의 시연을 거처 데이터를 누적해

야한다. a CAPpella는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 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아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

하면 시연을 반복해 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Jigsaw Editor는 조각 퍼즐을 조립하는 것처럼 상황인식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Jigsaw Editor상에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그림의 조각과

거실등을 켜는 조각이 있다고 하자 사용자는 이 두 조각을.

순서대로 배치함으로써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불을 켜

는 상황인식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Jigsaw Editor

의 조각은 정적인 상황과 행동으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요구

에 맞는 조각이 있다면 간단한 조합만으로 명확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정적인 조각의 구성은 다양한 상황인식서비.

스 구성을 위해 다양한 조각들이 추가되야 한다 조각들은.

적절히 개발되어 제공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 명확한 제공

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상황인식서비스 정의에는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장치와 센서들을 이용하여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

어야 한다 사용자가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로 상황인식서비스를 명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는 사. EUCAS

용자에 의한 상황인식서비스 정의를 위해 Jigsaw Editor의

퍼즐조합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사용 난이도가 낮

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3. EUCAS

상황인식서비스는 상황 과 그에 따른 행동(Context)

을 미리 정의하고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행(Action)

동을 실행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변의 상태.

와 실행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만 상황

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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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행동이 객체지향모델링 기술(Object-oriented Modeling)

에 의해 표현된다고 가정한다 즉 상황인식서비스가 제공되. ,

는 공간인 서비스도메인 안에 모든 상태와 행동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 사물 그리고 공간의 단위로 추상,

화되어 표현되고 각 객체들은 각자의 상태와 행동을 가진다.

예를 들어 거실이라는 객체에는 온도 습도 조도라는 상태, , ,

를 가지고 창문 커튼 라이트Open/Close, Open/Close,

등의 행동을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On/Off .

그림 1 상황인식서비스의 구성

객체지향모델링을 통한 상황과 행동의 표현은 상황인식서

비스를 그림 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상황인식서비스1 .

를 구성하는 상황과 행동에서 상황은 여러 객체들의 상태

조합으로 구성되고 행동은 제어를 대상으로 하는 객체들의

행동 조합으로 구성된다 객체의 상태들은 논리조건이나 부.

가적인 표현들이 더해져 상황으로 구성된다 논리 조건이나.

관계 연산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집안의 온도가 도. 20

이하이고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상황으로 구성한다면 집

안 온도와 창문의 상태에 대한 관계 연산과 두 상태가 만족

해야 한다는 논리 조건이 더해지는 것이다 행동은 객체를.

제어하고자 하는 상태들의 나열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

플레이어가 재생되는 상황이라면 행동은 스피커의 볼DVD

륨을 키우고 창문을 닫는다와 같이 주변 객체들의 상태 제

어 방법이 나열된다.

는 사용자가 직접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장치 공EUCAS ,

간 사물들을 객체로 추상화하여 상황인식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의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 Jigsaw Editor ,

는 수준이라는 기준으로 조각을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있지

만 는 장치 사물 공간을 객체로 추상화하여 제공해EUCAS , ,

준다 가 가지는 객체 단위의 퍼즐 조각 구성은. EUCAS

의 퍼즐 조각 구성보다 명확한 제공 기준을 가Jigsaw Editor

지게 한다 에서 객체는. EUCAS 그림 와 같은 형태의2.(a)

객체 조각으로 표현된다 하나의 객체 조각은 어떠한 조건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태 혹은 행동을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객체 조각의 전원 상태를 으로 설정하면 전, TV On TV

원이 이 된 상황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객체의 상태는On .

세 가지 유형을 가진다 채널이나 음량과 같은 정수.

상태와 온도 같은 실수 상태 그리고 전원(Integer) (Float)

의 와 같은 문자열 상태가 그것이다 상황인On/Off (String) .

식서비스의 상황은 상태를 표현하는 객체 조각들의 조합으

로 구성할 수 있으며 행동은 객체의 행동을 표현하는 조각

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의 조각 유형EUCAS

상황은 상태 간의 비교나 조건에 따른 분기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에서는 그림 의 상태 비교 조각이 제공EUCAS 2.(b)

된다 에서 집안 온도가 집밖 온도보다 높은. Jigsaw Editor

상황을 표현하는 조각 제공된다고 하자 비교 대상이 거실.

과 안방으로 변경될 경우 개발자가 그에 상응하는 표현 조,

각을 에 추가하여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이를Jigsaw Editor

표현할 수 없다 조합 가능한 경우의 수만큼의 조각을 사용.

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개발하려는 조각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각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에서는. EUCAS

상태 비교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서로 비교하려는 객체 조각의 상태를 상태 비교.

조각에 조합시켜 새로운 조각의 추가 없이도 다양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실 온도를 표현하는 객.

체 조각과 발코니의 온도를 표현하는 객체 조각을 상태 비

교 조각에 끼워 넣으면 두 객체 조각이 표현하고 있는 온도

를 비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의 조건 분. 2.(c)

기 조각을 나타낸다 는 조건 분기를 지원하지. Jigsaw Editor

않는다 는 조건 분기 조각을 제공하여 분기 표현이. EUCAS

가능하다 조건 분기 조각은 상황을 구성하는 객체의 상태.

중 일부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 분기하는 경우를 표현하

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안 공기가 탁할 때 바깥 공. ,

기가 더 탁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집안 공기가 더

탁하다면 거실 창문을 개방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공기가,

탁하다는 동일한 상황에서 행동만 다르게 나타난다 조건 분.

기 조각을 이용하면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의 퍼즐 조합객체 조각 상태 비교 조각 조건 분기EUC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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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들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는 사용자가 상황인식서비스로 구성한 조합을. EUCAS

왼편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여 상황인식서비스를 명세 하는

로 변환하게 된다 를 통해 사용자는 코드를 직Rule . EUCAS

접 작성하는 어려움 없이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설계 및 구현4.

그림 3 의 아키텍처EUCAS

는 를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그 구조는 그림EUCAS Java

과 같다 객체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서 제공받는다3 . .

는 크게 입출력을 담당하는EUCAS Communication Manager

와 내부 처리 모듈들(Piece Maker, Combination Assistant,

Puzzle to Rule Transformer, Rule to Puzzle Transformer,

그리고 사용자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Rule Verifier) .

는 를 통해 객체들의 정보를EUCAS Communication Manager

읽어 오고 를 통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객Piece Maker

체조각으로 변환한다 는 정의과정에. Combination Assistant

서 발생하는 조각 간의 연결 문제 해결과 위치 조정을 담당

한다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재구성한 상황인식서비스는.

로 저장 되며 로 변환되어 의Puzzle List Rule Rule Verifier

검증을 거친 뒤 에 추가된다 의 변화 내Rule List . Rule List

역은 를 통해 외부에 제공된다Communication manager .

그림 4 프로토타입의 실행 화면EUCAS

그림 는 의 프로토 타입을 실행한 화면을 나타내4 EUCAS

고 있다 좌측 상단에는 상태 비교 조각과 조건 분기 조각이.

위치하며 우측 상단에는 사용 가능한 객체 조각들이 위치한

다 사용자는 이 조각들을 선택하여 상황인식서비스 정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는 로 정의한 상황인식서비스. 5 EUCAS

의 예로 집안의 공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상황과 행동을

정의하고 있다 상황은 집안의 공기오염도가 이 넘었을 때. 30

집안과 발코니의 공기 오염도를 비교 결과이고 행동은 비교

결과에 따라 집안이 더 높을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과 아닐 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구성된 서비.

스는 각 조각에 설정된 조건을 수정하거나 조각을 대체하여

재구성 할 수 있다.

그림 5 집안의 공기오염도를 제어하는 상황인식서비스의 예

결론5.

지금까지 본 논문에는 사용자의 요구를 보다 명확하게 해

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에

게 서비스 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를 제안하였다 정EUCAS .

의가 어렵지 않도록 상황인식서비스의 주요 요소를 객체로

보고 퍼즐 조합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개별 사용자들은 자신들에게.

잘 맞춰진 만족도 높은 상황인식서비스의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표현력 확장과 인터페이스 개선 그. , ,

리고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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