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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 구현한 경량단말을 활용한 이종 박물관 관람 환경별 최적의 적응적 관광 서비스 제공 모듈은 서로 다른 박물관

을 관람하는 상황에 맞춰 그 관람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모듈이다. 종래의 박물관 관람 형태는 사용자가

박물관에서 나누어준 하드카피 형태의 팜플렛 또는 가이드 안내에만 의존한 관람 형태이고, 주제별 아이템에 관한 상세 정보

도 현장에 배치된 안내물을 보던가, 박물관에서 대여형태로 제공하는 오디오 장비만을 활용 하는 수준이며, 특히나 제한된

시간내에 대형 박물관을 관람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관심있는 것만 볼 수 없는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될 이 모듈은 가상

화 기술과 경량 단말을 활용하여 대형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

한다. 좀더 자세하게는 대형 박물관에서 이 모듈이 사용되는 경우 넓은 공간에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용한 관광시간에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들만 추천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최소한의 원가를 들여서 제작된 경량

스마트 단말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해 상세한 부가 정보를 제공받아 박물관의 관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단말 장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

용자들은 1대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기들은 통신, 자료 활용, 보조 도구등으로 이미 다양한 환경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다. 앱들 또한 계속 진화를 거듭하여 스마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성능·고사양 갖춘 스

마트 단말을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선보고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 계층, 스마트 단말을 단순한 목적 활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단말을 활용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말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모듈등 최소한만 갖춘

경량단말로 구성하고 모든 서비스 처리는 모바일 가상화 서버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 하는 형태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경량단말 역시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상

세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기능만을 탑재한 Dummy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 단말에 적용된 모든 이종 관람환경별 적응형 서비

스들은 모바일 가상화로부터 서비스 구성되어져 경량단말로 전달된다.

본 논문에거 구현된 이 모듈의 동기는 대형 박물관을 관람하게 된

경우 특히나 해외여행중에 잠깐의 시간동안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경

우 제한된 시간동안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관람 코스를 경량

단말에 추천해주고, 경량단말에 보여지는 서비스 또한 어떤 사용자가

보는지, 단말 성능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서비

스를 최적으로 구성하여 제공 받고 하고자 함에서 출발 하였다.

2. 본론

2.1 최적의 적응적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성

이종 박물관 이용별 가상화 서버 기반 최적의 적응적 관람 서비스

제공 모듈 구성은 간단하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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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종류 Profile Name Definition

경량단말

프로파일

(Device

Capability)

Device_Resolution 해상도

System_memory_size 시스템 메모리 사이즈

System_storage_size 시스템 저장장치 크기

is_GPS GPS 사용 가능 여부

Device_OS_Name 사용 OS 이름

System_Date 시스템 일자

System_Time 시스템 시간

System_Lanuage 시스템 언어

사용자

Propfile

user_language mother language

User_Interested 회화/조소/판화/XXX

Interedted_artist 관심 작가

is_weak_sight 저시력자 여부

동적

소비환경

프로파일

battery_power_level 가용 잔여 배터리 래벨

cur_Display_mode Landscape /Portrait

cur_brightness 현재 밝기

is_audiojack_plugin 이어폰/헤드폰 사용 여부

단말 소비환경에 따른 적응적 가상화 서비스 구성 모듈은 위 그림

과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관리모듈과

프로파일에 맞게 적응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적응적 서비스 구성 모

듈로 구성할 수 있다. 경량단말로부터 전달받은 json 포맷형태의 이종

환경 프로파일 정보는 가상화 서버내 프로파일 매니져가 관리되며, 가

상화 서버내 다른 모듈이 요청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API 형태

로 제작되어 있다. 프로파일 매니져는 사용자의 이종 사용환경 프로파

일을 적응형 서비스 구성모듈에 전달하여 최종적으로는 경량단말에

전달된 적응적 웹콘텐츠가 재구성되어 만들어 진다. 적응형 서비스 구

성 모듈은 가상화 서버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 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자가 적응형 서비스 제공 서버와 가상화 서버를 동

시에 구축한다면 전자에 해당되고, 서로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한다면

후자의 모델이 가능하다.

◎ 서비스 Manager

Service Manager는 Network Module을 통하여 경량단말로부터

이종소비환경 프로파일 정보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이종소비환경 프로

파일을 프로파일 Manager로 넘겨주거나, 혹은 프로파일 Manager로

부터 필요한 이종소비환경 프로파일 정보를 추출하여 적응형 서비스

구성엔진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량단말로 이종소비

환경 프로파일에 최적으로 구성된 가상화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 프로파일 Manager

경량단말로부터 전달받은 json 포맷형태의 이종환경 프로파일 정

보를 관리하는 관리모듈로서 가상화 서버내에 존재한다. 가상화 서버

내 다른 모듈이 관련 정보를 요청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API 형

태로 제작되어 있다.

◎ 적응형 서비스 구성 엔진

적응형 서비스 구성 엔진 사용자의 이종 사용환경 프로파일에 최

적화되고 필터링된 Presentation이 가능한 형태의 Application으로 재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 Manager로부터 적응형 서비스 구

성 및 필터링에 필요한 이종소비환경 프로파일 정보와 경량단말로부

터 요청된 URI정보를 전송받아, 각 경량단말에 맞게 적응적으로 재구

성하여 Service Manager로 전송된다.

2.2 이종 박물관 이용별 가상화 서버 기반 적응적 관람 서비스

구성

종래의 박물관 관람 형태는 사용자가 박물관에서 나누어준 하드

카피 형태의 팜플렛 또는 가이드 안내에만 의존한 관람 형태이고, 주제

별 아이템에 관한 상세 정보도 현장에 배치된 안내물을 보던가, 박물관

에서 대여형태로 제공하는 오디오 장비만을 활용 하는 수준이며, 특히

나 제한된 시간내에 대형 박물관을 관람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관심

있는 작품 위주로 볼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테스트 서비스로 개발

된 이종 박물관 이용별 가상화 서버 기반 적응형 서비스는 가상화 기

술과 경량 단말을 활용하여 대형 박물관 또는 미술관등을 방문한 관람

객에게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람자 맞

춤형 서비스 제공이라 볼수 있다. 아래 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파일 구성이다.

위 표에서 정의된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구성된 이종 박물관 이용

환경별 적응적 서비스 모듈은 아래 그림과 같다.

379



2013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적용

Profile

적응적으로 구성된

서비스 구현 결과

Propfile에 따른

적응형 서비스 구성

실시간 베

터리 용량

Profile

경량단말의 배터리 용량이 30%이

하일 때 실시간 점검하여 동영상으

로 서비스되던 부가 컨텐츠가 텍스

트로 변화되고 색상 Pattern 또한

명도 채도를 낮추어서 서비스 됨

실 시 간

A u d i o

Jack 삽

입 rofile

경량단에 Audio jack이 삽입되어

져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삽입되어져 있을때만 동영상 및 오

디오 서비스가 재생되는 적응형 시

나리오

저시력자

Profile

저시력자를 위해 보조 설명 문구를

잘보이게 하기 위한 적응적 서비스

와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

사용자 모

국 어

Profile

사용자 모국어에 맞게 자동적으로

Text 서비스 제공

◎ 경량 단말 프로파일 생성 및 관리 모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각의 경량 단말의 하드웨어, OS, 소프퉤어

정보들은 경량단말의 서비스 메니져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

진 정보들중 위 표에서 정의된 경량 담말의 프로파일을 json 포맷으로

변환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시 가상화 서버의 프로파일 매니져에

제 전달하게 된다.

◎이종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및 관리 모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개인들의 정보들은 박물관 이용시 대여받

게되는 경량단말의 전원을 넣게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본인의 관심

분야, 저시력자 여부, 가용시간, 등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기

입된 정보는 사용자 프로파일로 명명되어 경량단말 프로파일과 같이

json 포맷으로 변환되어 가상화 섭서의 프로파일 메니져에게 전단되어

진다.

◎ 프로파일 Manager

경량단말로부터 전달받은 json 포맷형태의 이종 박물관 이용 환경

별 프로파일 정보를 적응형 서비스 구성을 위해 서비스 구성 엔진에

전달 하고나, 가상화 서버내 다른 모듈이 해당 정보를 요청시 API를

제공하여 요청된 값을 전달한다.

◎ 이종 박불관 관람 환경별 적응형 서비스 구성 엔진

경량단말로부터 전달받은 프로파일을 해석하여 사용자/경량단말

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재구성 하는 핵심 엔진이다. 아래표는 각각의 프

로파일을 설정하는 설정 UI 및 이종 소비환경 프로파일에 따라 적응적

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 되어진 가상 콘텐츠이다.

2.3 이종 박불관 관람 환경별 적응형 서비스 구현예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단말을 이용하여 서로다른 목적과 관람시간,

관람환경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

는 이종 관람 환경별 적응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모듈을 소개하였다.

제한된 시간 동안 대형 박물관을 관람하는 경우 본인이 보고싶은 것만

추천받아 가보고, 경량단말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작품에 대한 상세 정

보를 내 환경에 맞춰 적응적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모듈

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량단말을 활용하여 박물관 시나리오 국한하였지

만 향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Dummy 패드 형태로 대여식으로 나누

어 주고 경량단말에 적용될 서비스 구성은 모바일 가상화를 통해 제공

되는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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