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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이 속히 보 됨에 따라 이동 환경에서의 업 수행을 지원하기 한 업시스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일반 인 업시스템은 컴퓨터 인 라 기반의 자원 공유와 통신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 인 공동작업 수행 환경을 제공한다. 무선 인터넷 기반의 이동 환경의 등장은 이러한 

업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이동 환경을 고려한 업 기능의 표 화된 정의

와 이를 지원하는 임워크의 부재로 인하여 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환경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업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모바일 업서비스

를 정의하고 이를 명세하 다. 이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인 업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를 

모바일 업서비스로 정의하여 분류하 다. 그리고 업시스템을 한 효과 인 임워크를 개발하

기 하여 정의된 모바일 업서비스를 정형 으로 명세하 으며, 이를 통하여 모바일 업서비스의 

표 화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이동단말기의 부신 발 과 스마트폰 운 체제[1]

의 등장에 따라 컴퓨  환경이 데스크톱 기반에서 스마트

폰[2] 기반의 이동 환경으로 속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의 데스크톱 기반의 컴퓨  환경은 빠른 인터넷 속도, 높

은 하드웨어 성능, 익숙한 운 체제 등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왔다. 2000년  이

후 무선 인터넷의 보 과 함께 사람들의 이동성이 높아지

고 노트북이나 PDA와 같은 이동단말기의 등장에 따라 이

동 환경을 지원하는 컴퓨  환경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스마트폰은 높은 하드웨어 성능과 휴 성을 바탕으로 

이동 환경에서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손쉽게 구동하고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고수 의 휴 화이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운 체제를 탑재하여 어 리 이션

을 실행시킬 수 있는 안정 인 구동 환경을 지원하며, 무

선 인터넷을 통하여 이동 환경에서도 다른 사용자들과 유

기 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 범

가 속히 넓어지고 있다. 특히, 표 인 스마트폰 운

체제인 구 (Google) 안드로이드(Android)[3]의 등장은 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2010-0006016)

마트폰의 거 등장과 폭발 인 보 에 기반이 되었다.

  스마트폰의 속한 보 에 따라 이동 환경에서 다양한 

컴퓨터 기반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

한 업시스템[4,5,6]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데스크톱 

기반의 일반 인 업시스템은 웹서버를 이용한 자원 공

유, 사용자 간 메시징 기능 등을 이용하여 공동작업 수행 

환경을 제공하 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의 이동 환경에

서는 달라진 랫폼, 여러 제약 사항 등에 따라 기존의 

업시스템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 이다. 그

에 따라 이러한 환경을 지원하는 업시스템 등장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동 환경을 고려한 업 기능의 

표 화된 정의와 이를 지원하는 임워크의 부재로 인

하여 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환경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업

시스템의 개발을 하여 모바일 업서비스를 정의하고 

이를 명세한다. 먼  이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인 업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를 모바일 업서비스로 

정의하여 분류하 다. 그리고 업시스템을 한 효과 인 

임워크를 개발하기 하여 정의된 모바일 업서비스

를 정형 으로 명세하 으며, 이를 통하여 모바일 업서

비스의 표 화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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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환경에서의 업과 업서비스의 필요성, 모바일 

업서비스의 정의와 명세에 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3장에

서는 결론  향후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2.1 이동 환경에서의 업과 업서비스의 필요성

  네트워크 인 라와 인터넷 기술이 발 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이동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업을 수행하는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다음은 이동 환경에서 

업시스템이 필요한 여러 업 상황들을 보여 다.

•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역에서 소방 들이 빈번이 업데

이트되는 조난자의 신상/ 치 정보를 공유

• 학회에서 공통의 심사로 모인 참가자들이 지역 그룹

을 형성하여 그룹 통신(인스턴트 메시징)을 수행

• 제품발표회 장에서 발표자가 참 자들과 그룹을 형

성하여 제품에 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

  이와 같이 이동 환경에서는 정해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사용자와 그룹에 의한 동 인 형태의 공동작업을 수행하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업 수행을 지원하는 기존의 

시스템들은 주로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동작하여 안정 인 

성능과 높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 기능의 제공

을 시도하 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사용자들의 이동성

이 속이 높아지고, 한 이동 에 발생하는 업을 신

속히 처리하기 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업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에 따라 이러한 업 환경을 지원하는 업시스템의 등

장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동 환경이라는 특수

한 컴퓨  환경에서의 업에 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

지 않아 업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림 1) 모바일 업서비스 기반 업시스템의 동작 스택

  이동 환경을 지원하는 업시스템을 개발하기 앞서 이

동 환경의 업을 분석하고 업서비스를 정의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임워크를 개발하기 하여 

정형 으로 명세하여 업서비스를 표 화하여야 한다. 표

화된 서비스 기반의 업 임워크는 모바일 컴퓨

에서의 다양한 스마트폰들 간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통

일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업시스템

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림 1)은 정의된 모바일 

업서비스를 기반 업시스템의 동작 스택을 보여 다.

2.2 기본 업서비스의 모바일 업서비스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으로 이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업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시

스템과 비교하여 필수 인 기본 서비스들을 정의하 다. 

시스템 상에서 업을 구성하기 하여 사용자 리 서비

스와 작업장 리 서비스를 정의하 다. 사용자 리 서비

스는 업시스템의 사용자를 처리하기 한 서비스들을 

포함하며, 작업장 리 서비스는 자원 공유를 한 작업장

을 제어  리하는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내부 으로 하

 자원을 처리하기 한 자원 리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업시스템 사용자들 

간 통신을 지원하기 하여 통신 서비스 한 정의되었다. 

다음 <표 1>은 정의된 기본 업서비스의 일부를 보여

다. 

범주 서비스 목록  설명

기본

업서비스

사용자 리 서비스

- User Creation(사용자 생성)

- User Deletion(사용자 삭제)

- Login/Logout(사용자 속/해제)

- All User List( 체 사용자 목록 반환)

작업장 리 서비스

- Workspace Creation(작업장 생성)

- Workspace Deletion(작업장 삭제)

- Workspace List(작업장 목록 반환)

자원 리 서비스

- Collection Creation(컬 션 생성)

- Collection Deletion(컬 션 삭제)

- Resource Addition(자원 추가)

- Resource Deletion(자원 삭제)

- Resource List(자원 목록 반환)

<표 1> 정의된 기본 업서비스 목록의 일부 

  <표 1>은 업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본 인 업서비스

의 일부를 보여 다. 이동 환경에서는 기본 업서비스 외

에 이동 환경을 고려한 모바일 업서비스가 필요하다. 모

바일 업서비스는 동 인 업 상황을 지원하기 하여 

기본 업서비스를 확장하여 정의하 다. 다음 <표 2>는 

확장된 모바일 업서비스의 일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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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서비스 목록  설명

확장

업서비스

사용자 리 서비스

- Anonymous Login/Logout

  (익명 사용자 속/해제)

작업장 리 서비스

- Group Workspace Creation/Deletion

  (모바일 그룹작업장 생성)

- Join Request(그룹작업장 참가 요청)

- Request Grant/Deny(참가 승인/거부)

- Member List(그룹 참가자 목록 반환)

- Open Workspace Creation/Deletion

  (모바일 공개작업장 삭제)

- Access Mode Setting( 근 모드 설정)

스마트폰

업서비스

통신 서비스

- SMS Sending(SMS 송)

- Group SMS Sending(그룹 SMS 송)

<표 2> 확장된 모바일 업서비스 목록의 일부 

  그룹작업장[7]과  공개작업장[8]은 웹데 [9,10] 기반으

로 업 수행을 지원하며 각각 그룹의 공유 공간, 근 권

한 별로 제어가 가능한 공개된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이

동 환경에서는 동 인 사용자 멤버쉽과 신속한 공동작업

을 지원하기 하여 용의 작업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이동 환경에서 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각 작업

장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기능들을 축소  단순화하

으며 이동 환경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정의하 다.

2.3 모바일 업서비스의 명세화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정의된 모바일 업서비스를 효

율 이고 표 화된 구 을 지원하기 하여 각 서비스들

을 정형 으로 명세한다. 서비스를 명세를 표 하기 하

여 업시스템에 필요한 객체(사용자, 그룹작업장, 공개작

업장, 리소스 등)의 핵심 속성을 정의하 다. (그림 2)는 

그롭작업장 객체의 속성 정의 일부를 보여 다.

Group Workspace Attributes
Attribute(G)={ id, owner, members, request, resources,  
            makepublic, accesstype, accesskey, ... }

  G.id → type of String

  G.owner → Mobile_Users

  G.members → _
  G.request → _
  G.resources → _
  G.makepublic → { true, false }

  G.accesstype → { userauthentication, accesskey }

  G.accesskey → type of String

  ...

(그림 2) 그룹작업장 객체의 속성 정의

  

  그룹작업장 객체는 이동 환경의 특수성을 지원하기 

하여 다양한 속성으로 정의되었다. members 속성은 그룹

에 근 가능한 동 인 사용자 멤버쉽을 표 하며, 

accesstype 속성은 사용자 인증 혹은 키 인증을 지정하여 

작업장의 사용자 근 방식을 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된 객체의 속성을 바탕으로 모바일 

업서비스를 정형 으로 명세한다. 다음 <표 3>은 사용

자 리 서비스와 작업장 리 서비스의 일부 명세를 보

여 다.

 

S e r vi c e

A PI O p e r a t i o n s
R e q u i r e m e n t s

R e s u l t

( R e t u r n  Ty p e )
User Creation
createUser(user)

user ∈ Univ_User  ∧ user ∉Mobile_Users user ∈ Mobile_Users
(Boolean)

User Deletion
deleteUser(user)

user ∈ Univ_User  ∧ user ∈ Mobile_Users user ∉Mobile_Users
user → null
(Boolean)

All User List
getAllUsers(uSet)

uSet ⊆ Univ_Users uSet ⊆ Mobile_Users
(Collection(uSet))

Group Workspace Creation
createGWS(user, workspace)

user ∈ Mobile_Users
workspace ∉Mobile_GroupWS

workspace ∈ Mobile_GroupWS
user ∈ workspace.members
workspace.owner → user
(Boolean)

Group Workspace Deletion
deleteGWS(user, workspace)

user ∈ Mobile_Users
workspace ∈ Mobile_Workspaces
user ∈ workspace.owner

workspace ∉Mobile_Workspaces
workspace  → null
(Boolean)

Group Workspace List
getGWSList(gSet)

gSet ⊆ Univ_GroupWS gSet ⊆ Mobile_GroupWS
(Collection(gSet))

Member Addition
addUser(user1, user2, 
workspace)

user1, user2 ∈ Mobile_Users
workspace ∈ Mobile_GroupWS
user1 ∈ workspace.owner
user2 ∉workspace.members ∧ user2 ∉workspace.request

user2 ∈ workspace.members
(Boolean)

<표 3> 모바일 업서비스의 명세 목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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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 기술된 그룹작업장의 Member Addition 서

비스는 그룹작업장에 공동작업을 수행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addUser()라는 메

소드로 정의되며 매개변수로 달되는 user1과 user2는 

체 사용자(Mobile_Users)에 속한 사용자를 표 한다. 그리

고 workspace는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작업장을 나타낸다. 

user2를 workspace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기 하여 user1

은 workspace의 소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메소드가 실

행되기  user2는 workspace의 참가자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메소드가 실행되고 나면 workspace의 

members 속성에 user2의 정보가 추가되고 user2는 

workspace의 근 권한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결과를 user1에게 달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3.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동 환경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업시

스템의 개발을 하여 모바일 업서비스를 정의하고 이를 

명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이동 환경에서 동작하는 

업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이동 환경에서의 업 상황

을 분석하고 이를 서비스로 정의  분류하 다. 다양한 

상황을 지원하기 하여 사용자, 작업장 그리고 자원별로 

리 서비스를 정의하 다. 그리고 이동 환경의 특수성을 

반 하기 하여 작업장을 그룹작업장과 공개작업장으로 

구분하 으며,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한 정의하 다. 정의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 으

로 구   용하기 하여 정형 으로 명세하 다. 이를 

하여, 업시스템의 정의에 필요한 객체들의 속성을 정

의하고, 해당 객체들을 이용하여 각 서비스에 한 명세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명세한 업서비스는 일반 인 

업시스템의 기본 서비스를 정의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기

반의 이동 환경에 필요한 업서비스를 정의하여 이를 기

반한 업시스템의 효율 인 개발을 지원함은 물론 향후 

이기종의 스마트폰 업시스템 간의 표 화 방향을 제시한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명세한 업서비스를 바

탕으로 효율 인 업시스템을 개발하고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업 임워크의 설계와 구 에 

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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