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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는 카메라, GPS, RFID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Wi-Fi, WiMAX, WiBro 등의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사용
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는 주변의 
센서 또는 임베디드 컴퓨팅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다양한 주변 환경 정보와 시스템 상태정보, 네트
워크 상황정보 등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상황인식(context awareness)이 가능한 스마트 서비
스로 발전하고 있다. 주변상황인식을 위하여 서비스는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질적인(Heterogeneous) 장치와 정보의 표현 및 전송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규격화된 프레임워크의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상황정보의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
스 개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로서 
MoCE(Mobile Context Exploerer)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MoCE는 상황정보의 수집, 변환, 분류, 통합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모바일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 상황정보 발견 및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Surround multiCam 서비스 예제를 구현하여 제안한 아키텍처의 안정성 및 성능
을 실험하였다. 

 

1. 서   론 

모바일 폰과 PDA 로 대표되는 모바일 기기의 급속
한 확산으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카메라, 
GPS, RFID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 장치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가지는 Wi-Fi, WiMAX, 
WiBro 등의 다양한 근거리 및 중장거리의 무선 네트
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주변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
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
다 [1]. 
이와 같은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이동

하는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는 주변에 존재하는 모바
일 기기 혹은 임베디드 컴퓨팅 장치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는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컴퓨팅 

* 본 연구는 삼성종합기술원이 지원한 지능형 상황인
지 기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타운 프로젝트

(UTOPIA)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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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 더욱 확장하여 다양
한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주변 환경 정보와 시스템 상
태정보, 네트워크 상황정보 등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하여 주변상황인식(context awareness)이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1][2][3]. 
주변상황인식을 위하여 서비스는 이동하는 모바일 

기기 주변에 존재하는 모바일 기기 및 임베디드 센서
장치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질적인
(Heterogeneous) 장치와 정보의 표현 및 전송에 대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규격화된 프레임워크의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상황정보의 관
리에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개발
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단

말기를 중심으로 주변의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
하고 상황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개발
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상황정보의 정
의 및 서비스에서 이용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 대하
여 논의하고 3 장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MoCE(Mobile Context Explorer) 아키텍처
에 대하여 소개한다. 4장에서는 MoCE를 이용한 예시 
서비스로서 Surround multiCam 서비스를 소개하고 5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황정보 관리 

상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
여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상황정보의 수집(acquire), 
전자적 정보 형태로의 추상화(abstract), 검색(discover) 
및 전송(transfer)의 네 가지로 요약하여 가정하였다 
[4]. 
 
2.1 상황정보의 정의와 분류 
컴퓨팅 장치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
서는 다양한 센서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물리적 공간
의 정보 및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메타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화된 정보
를 상황정보로 정의하였다. 상황정보는 자연 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상황정보는 
컴퓨팅 장치 또는 기계와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
구에 의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포함하며 본 논문에서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Environment 
Context 

Nature, Physical Object, Human 
Generating, etc. 

System Information Service description, Network 
configuration, Device Status, etc. 

Digital Information File Information, Digital Document 
Information, etc. 

[표 1] 상황정보의 세 가지 분류 

2.2 상황정보의 흐름 
상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컴퓨팅 장치는 

지리적인 위치를 영역 또는 고정된 위치의 형태로 정
의한다. 이동하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새로운 위치
에서 상황정보 제공자가 어디에 존재하고 어떠한 정
보를 제공하는지 서비스에서 알 수 없으므로 서비스
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상황정보 제공자(Context 
Provider)를 검색한다 [4][5]. 서비스는 검색된 상황정
보 제공자로부터 원하는 상황정보를 요청하여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를 서비스의 요청에 따
라 전송 받는 Pull 방식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는 Push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상황정보 데이터를 원본 상황

정보(Raw Context)라고 이름 지었다. 원본 상황정보는 
모든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준 상
황정보(Normal Context)로 변환된다. 이를 통하여 표준 
상황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 
장치와 무관한 통일화된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1][6]. 

 
 

3. MoCE 아키텍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상황정
보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MoCE (Mobile Context 
Explorer)라고 명명하였다. MoCE의 설계는 ‘모바일 환
경에서 다양한 신개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상황정
보의 제공과 사용’을 목표로 디자인 하였다. 또한 
UDP 멀티캐스트/유니캐스트 기반의 경량화된 통신 프
로토콜인 상황정보 발견 프로토콜(Context Discovery 
Protocol)과 상황정보 전송 프로토콜(Con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며 모바일 & 임베디드 장치에 적합
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3.1 MoCE 서비스 프레임워크 

 

 
[그림 1] MoCE 아키텍처의 개념도 

 
MoCE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상황정보를 이용한 서

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상황정보 관리를 중심
으로 설계되었다. MoCE 는 다양한 센서 및 컴퓨팅 장
치로부터 센싱된 정보 및 시스템 정보를 수집,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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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Embedded Context Provider (이하 ECP)와 모바일 장
치에서 필요한 상황정보를 찾고 전송 받아 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Context Mediator (이하 CM)
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이 MoCE 는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며 센서 장치 또는 서비스와 통신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주는 중계자(Mediator)의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센서 제작자 및 서비스 개
발자가 MoCE 를 이용하여 쉽게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7]. 

 
3.2 Context Mediator (CM) 

Context Mediator (CM)은 모바일 장치에서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주변의 필요한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ECP 를 검색하고 상황정보를 전송 받아 서비스로 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서비스는 MoCE 에서 
지정한 서비스 인터페이스(Service Interface)에 따라 통
신하게 된다. 현재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C 언어로 이
루어진 API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정보의 표현
을 WSDL 등의 표준을 이용하여 더욱 확장할 수 있다. 

 
3.3 Embedded Context Provider (ECP) 

Embedded Context Provider (ECP)는 모바일 단말기 또
는 임베디드 장치에 연결된 센서를 관리하고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상황정보를 추출하여 CM 으

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치에 연결된 센서는 
MoCE에서 지정한 센서 인터페이스(Sensor Interface)를 
통하여 상황정보를 ECP 로 제공한다. 현재 센서 인터
페이스는 C 언어로 이루어진 API 기반으로 제작되었
으며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같이 WSDL 등의 표준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소켓 통신을 이용한 원격 센서 데이
터 수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 또한 
ECP 로 전달된 원본 상황정보(Raw Context)는 서비스
에서 통일화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준 상황정보
(Normal Context) 형태로 변환된다. 

 
3.4 Context Discovery Protocol 
상황정보 발견 프로토콜(Context Discovery Protocol)

은 주변에 존재하는 상황정보 제공자를 검색하기 위
하여 MoCE 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한 UDP 멀티캐스트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이다. 상황정보 발견 프로토콜은 
JINI™의 룩업(lookup) 서비스 [3] 또는 SLP(Service 
Location Protocol)의 DA (Directory Agent) [8] 와 같은 중
앙집중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검색요청에 대하여 각각의 모바일 노드가 응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많은 장치가 이동하여 
디렉토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
로 높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UDP 
를 기반으로 하여 경량화된 통신 방법을 제공한다.. 

 
3.5 Context Transfer Protocol 
상황정보 전송 프로토콜(Context Transfer Protocol)은 

상황정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MoCE 에서 독자
적으로 설계한 UDP 유니캐스트 기반의 통신 프로토

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TCP 연결 설정에 필요한 비용
을 제거하여 간단한 정보 전송이 용이하고 이미지, 음
성 정보 등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는 비동기 데이터 전송(Asynchronous 
Data Transfer) 모드를 제공한다. 

 
3.6 시스템 아키텍처 
아래의 그림은 현재 개발된 MoCE 프레임워크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MoCE는 MoCE Interface Layer, MoCE Core Layer, MoCE 
Transport Layer 의 세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세가지 계층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MoCE 시스템 아키텍처 

 
• MoCE Interface Layer – 센서 장치 또는 서비스에

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요소가 포함되
어 있다. 센서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
하여 외부의 센서 장치 및 서비스와 통신을 하며 이
들을 관리하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 MoCE Core Layer – MoCE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모

든 구성요소를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ECP 에서는 주로 센서 관리, 상황정보의 
추출, 변환 및 이벤트 발생을 관리하는 모듈이 탑재되
어 있다. 또한 CM 에서는 연결된 센서의 관리, 이벤
트 처리 및 상황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듈이 탑재
되어 있다. 
• MoCE Transport Layer – 모바일 장치간의 통신을 

구현하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CM 이 적절한 
ECP 을 찾기 위한 상황정보 발견(Context Discovery)과 
연결된 ECP 으로부터의 상황정보 전송(Context 
Transfer)을 처리하는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 

 
 

4. Surround multiCam 서비스 

MoCE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Surround 
multiCam 은 환경에 내장된 여러 카메라 중 사용자를 
주시하고 있는 카메라를 자동적으로 찾아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에 디스플레이 및 저장하는 ‘Daily 
Snapshot’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urround multiCam 은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위치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1384 

변화를 인식하고 사용자를 주시하고 있는 카메라를 
검색한다. 검색된 카메라로부터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이 포함된 이미지를 전송 받고 저장하여 그림 일
기의 형태로 제공하여 준다. 이 때 카메라에서 추출된 
이미지는 서비스에서 요청한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ECP 의 Context 
Transformer 는 이미지 상황정보를 전체 크기 변환, 중
앙 영역 추출, 특정 영역 추출의 세가지 크기 변환 방
법을 CM 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 또한 카메라에서 
추출된 상황정보는 비트맵 형식이지만 전송 및 저장 
효율을 위하여 JPEG 형식으로 압축된다. 

 

 
[그림 3] 카메라센서 스크린(좌), Surround multiCam (우) 

 
Surround multiCam 의 실험을 위하여 센서 장비로서 

Microsoft Windows XP 또는 2000 플랫폼이 탑재된 
Notebook PC 5 대에 각각 하나의 USB 1.1 PC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고 MoCE ECP를 구동하였다. 사용자 단
말기는 Microsoft Pocket PC 2002 플랫폼이 탑재된 스마
트폰 3대에 MoCE CM과 Surround multiCam 서비스를 
구동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두 802.11b (Wi-Fi) 무
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 인식을 위하여 컬러코드[9]를 이용한 태그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미리 정의된 위치 코드를 인식하여 위치를 변경
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 센서는 실험실의 4 곳의 위

치에 초점을 맞추어 두었으며 각각의 위치에는 해당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컬러코드를 부착하였다. 이렇
게 설치된 실험 환경에서 한 달 동안의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각각의 단말기는 매일 1000 여장의 스냅샷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로서 MoCE 아키텍
처를 설계하고 Surround multiCam 서비스 예제를 구현
하여 제안한 아키텍처의 안정성 및 성능을 실험하였
다. MoCE 아키텍처는 상황정보의 중계자(Mediator)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발자 및 센서 제작자
가 서로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상황정보의 수집, 
변환, 통합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모

바일 환경의 특성에 기인하여 새로운 환경에 존재하
는 상황정보 제공자를 검색하기 위하여 서비스 디렉
토리 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경량화된 
상황정보 데이터의 전송을 지원하는 통신방법을 설계
하여 사용하였다. 
향후 MoCE 아키텍처는 상황정보에 관련된 정보모

델을 상황정보 속성(Context Attributes)에 근거하여 더
욱 세분화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 모델
을 바탕으로 향상된 상황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개발과 이를 조회하고(query)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 
추론(inference) 기법 등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하고 복
잡한 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통신 프로토콜 
역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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