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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시 에는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수많은 스마트 객체들이 끊임없이 방 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생성해 낸다. 인터넷이 리 보

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의 바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 정보 검색 엔진이 등장한 것처럼, 스마트 객체가 

생성한 센서 데이터로부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활용될 정보를 추출하여 응용 서비스에 달하는 일을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유비쿼

터스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해서는 제공될 서비스와 련된 정보를 미들웨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

터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고, 이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컨텍스트 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를 제

안한다. 제안하는 컨텍스트 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키워드 :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서비스, 컨텍스트, 컨텍스트-드리  서비스, 센서 데이터, 미들웨어

A Markup Language for Describing the Linkage between Sensor Data and 

Service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Lee Hun Soon†․Jin Seung Il††

ABSTRACT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it is scattered all over our neighboring in many smart objects.  These smart objects constantly produce 

the information and the amount of the generated information is massive. As the internet search engine came out to help us to find the 

useful data from the sea of the information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sensor data stream processing middleware is appearing to make 

us to develop the ubiquitous service easily by extracting the meaningful information from the massive sensor data and delivering the 

extracted information to the application which makes our life convenient.

We have to inform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vided service to a middleware so that the ubiquitous service can be provided by 

using sensor data stream processing middleware. In this paper, we classify the information which is needed to express the ubiquitous 

service which uses sensor data for the service providing.  And we propose a distinct markup language called Context-driven Service 

Markup Language (CSML) to effectively describe this information.  We can easily express the various ubiquitous services which have to 

be provided in the various situations using proposed CSML.

Key Words : Ubiquitous, Ubiquitous Service, Context, Context-driven Service, Sensor Data, Middleware

1. 서  론 1) 

반도체, 컴퓨 , 통신, 센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마크와이 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이 되기 해 

제 조건으로 두었던 것[1]들이 실화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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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05-S405-02, 차세  인터넷 서버기술]

  †정 회 원 :한국 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종신회원:충남 학교 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논문 수: 2007년 5월 8일, 심사완료：2007년 12월 7일

환경에서 우리 주변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마트 객

체(센서 혹은 컴퓨  디바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물체)들이 

산재하며, 이들 스마트 객체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생성해 

낸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객체들이 생성해 

내는 데이터(이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 인간의 삶

을 윤택하게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출 하고 있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

보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컨텍스트인지를 

악한 후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컨텍스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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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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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
유비쿼터스 서비스

체온, 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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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상품 코드, 

단말기 식별

자, 온도, 습

도,소음, 강

우량…

센서 데이터 서비스 호출

(그림 1)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 개념도

리  서비스[2]라고도 한다.

인류는 인터넷이 등장하여 리 보 되면서 정보의 홍수

로 인해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센서 데이터들의 방 함

은 인터넷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로부터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데이터를 찾아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지

루한 일이다.  한, 정보의 양이 이 과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많아짐에 따라 불필요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사용될 가

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시 에 인

터넷 정보 검색 엔진이 등장했듯이, 유비쿼터스 시 에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객체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어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서 응용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센

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서비스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담당한다. 

즉, 센서를 리하며, 센서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응용 서비스에 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개

발자가 이러한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를 이용하

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즉, 컨텍스트-드리  서비스를 개발

하기 해서는 미들웨어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보

를, 어떻게 가공하여, 어떤 서비스에 달할 것인가를 알려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RFID응용 개발자와 RFID 미들웨어 개발자를 해 RFID 

응용에 특화된 EPC(Electronic Product Code) 데이터에 

해 심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응용 서비스에 달하는 것

을 표 할 수 있는 ALE(Application Level Events) 규격[3]

이 EPCglobal[4]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 상용 센서 데이

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5][6]에서는 API 혹은 GUI 도구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와 서비스의 연  계를 표 하고 있

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유형의 서비스나 입력 데

이터 유형에 특화되어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의 다양한 

센서들이 생성해 내는 비정형의 데이터, 다양한 컨텍스트, 

다양한 서비스, 컨텍스트와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의 

생명 주기 등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컨텍스트-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

(Context-driven Service Markup Language, 이하 CSML)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CSML을 이용하면, XML 스키마[7]를 

이용하여 그 형식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비정형의 형식

을 가지는 센서 데이터에 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컨텍스트 조건과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를 쉽게 표 할 수 

있으며,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연계 정보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4장에서는 컨텍스트-드리  서비

스 마크업 언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제안하는 

CSML과 련 연구간의 정성 인 비교 평가를 하고, 6장에

서는 제안하는 CSML을 수용하도록 구 한 사례 시스템에 

해 살펴본 후,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유비쿼터스 컴퓨 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RFID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이 먼

 등장하고 있다. 이에 EPCglobal에서 주도하는 컨소시움

에서 RFID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자와 RFID 미들웨어 개발

자를 해 RFID 데이터에 해 필터링하고 수집하여 서비

스에 달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한 

산업 표 인 ALE규격[3]을 제안했다.  ALE 규격은 이벤트 

사이클 스펙(event cycle specification)과 define, subscribe, 

unsubscribe, poll, immediate등의 11개의 API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벤트 사이클 스펙은 어떤 주기로 필터링 조건이 만

족되는지 평가하여 서비스를 호출하는 지를 나타내는 이벤

트 사이클 바운더리 스펙(event cycle boundary specification)

과, 필터링 조건과 그 필터링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어

떻게 가공하여 달하는지를 표 하는 이벤트 사이클 리포

트 스펙(event cycle report specification)으로 구성된다.  필

터링 조건은 EPC로 인코딩된 데이터에 해 결과에 포함되

어야 하는 패턴 혹은 불포함되어야 하는 패턴을 정의함으로

써 표 된다. 이벤트 사이클 스펙을 만족하는 결과는 알림

을 받아야 하는 URI로 등록된 곳으로 주기 으로 달된다.  

알림을 받아야 하는 URI의 등록은 subscribe API를 이용하

는데 이에 입력되는 인자는 HTTP, TCP, 혹은 FILE 로

토콜을 따르는 서비스에 한 URI 이다. 하지만 ALE 규격

은 상이 되는 데이터가 EPC로 표 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

으로 카운 하고 그룹핑하는 정도의 기능 밖에 없다는 단

이 있다. 한, 이벤트 사이클 스펙에 서비스가 호출되는 주

기를 시간에 기반하여 명시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생명 주

기를 직  나타낼 수 없고 API(subscribe, unsubscribe)를 

이용하여야 한다.

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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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미들웨어들[5][6]이 시장에 진입한 상태이다.  SUN 

사의 Sun Java System RFID Software[5]나 ORACLE 사의 

Oracle Sensor Edge Server[6]는 컨텍스트 조건을 표 하고, 

컨텍스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여 서비스에 연

결하기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미리 정의된 단순 필

터를 이용하여 센싱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으며, 복잡한 로직을 가지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해 사용자 정의 필터를 개발하는 도구를 제공

한다. 한, 걸러진 데이터를 JMS, 웹 서비스, HTTP, FILE, 

TCP 로토콜을 이용하여 응용 서비스에 달하는 것을 나

타낼 수 있다. Sun Java System RFID Software는 입력 데

이터로 RFID 이벤트만을 고려했지만, Oracle Sensor Edge 

Server는 임의의 센서 데이터 스트림이 입력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는 이 다르다. 두 시스템 모두 단순히 

컨텍스트와 서비스의 연결만을 표 할 수 있을 뿐 어떤 주

기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지와 서비스의 생명 주기 련 정

보를 표 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 컨텍스트 조

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자체를 달하는 것만 표 할 수 있고, 

이들  일부를 추출한다거나 다수를 하나로 병합하는 것과 

같이 결과를 가공하여 달하는 것은 표 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모델링과 련하여 CML(context 

modeling language) [8]과 CSCP (Comprehensive Structured 

Context Profile) [9]와 같은 연구가 있었다.  컨텍스트-어웨

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기 해 제안된 

CML은 기 컨텍스트 모델의 단 인 응용 로직과 하

게 연 있으며 고정 이라는 을 극복하고, 응용간 컨텍스

트 정보와 컨텍스트 센싱 인 라스트럭처를 공유하도록 하

기 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모델링을 해 주로 사용되었

던 ORM(Object-Role Modeling)[10]을 확장했다.  CML에서

는 서로 다른 소스로부터 오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

고, 정보의 불완 성과 시간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에 한 

표 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정보에 한 소유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시 컨텍스트 정보가 반 되도록 

하기 해 고안된 CSCP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11]에 근거를 둔 컨텍스트 정보를 표 하기 

한 언어이다.  CSCP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디바이스 

정보, 사용자의 선호도나 심 사항 같은 사용자 특정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정보와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을 표 할 수 있다. CML과 CSCP는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

되어야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표 하는데 있어

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컨텍스트(상황) 정보는 잘 표

할 수 있으나 서비스에 달할 내용이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생명 주기와 같은 실제 서비스와 련된 내

용을 표 하기 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유비쿼터스 서비스 표  정보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제공받는 치, 제공 받는 시간, 제

공받는 자의 행 , 주변 상황 등에 특화되어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러한 특화된 정보들

은 스마트 객체를 통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

하여 다양한 스마트 객체가 끊임없이 생성하는 센서 데이터

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표 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

다수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비정형의 센

서 데이터 스트림에 해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하는 상황

(context)을 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데이터 소스로 실시간으로 센싱되어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

뿐 아니라 정보 장소에 있는 데이터도 상황 단의 상

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될 때 호출될 다양한 서비스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호출되어야 하는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출되는 서비스 표  정보는 

재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출 했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 

센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를 추출한 후 

가공하여 서비스에 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비

스에 달할 데이터로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동  

데이터뿐 아니라 미리 그 값이 정해진 정  데이터도 포함

된다.

(4) 서비스가 수행되는 주기 정보

서비스 호출을 해당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마다 

호출하는지 혹은 일정 주기( , 5번 만족했을 때 혹은 매 1

시간마다) 로 호출하는 지와 같은 서비스가 수행되는 주기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서비스가 의미있는 시간뿐 아니라 종료 시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하루  서비스가 의미있는 

시간  정보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철회하는 

시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6) 서비스를 인증을 한 사용자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

비스 인증을 한 사용자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4. 컨텍스트-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

본 장에서는 3장에서의 살펴본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나타

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컨텍스트

-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인 CSML을 제안하고, 제안하

는 CSML을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와 서비스의 연계를 표

한 를 든다. 

4.1 CSML 구조

제안하는 CSML은 XML[12] 형식을 따르는데 (그림 2)와 

같이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기 한 컨텍

스트 정보 <ContextInfo> (3장의 (1), (3)에 해당), 컨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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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SML 구조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는 서비스 정보 

<ServiceInfo> (3장의 (2)에 해당), 컨텍스트로부터 추출한 

결과를 서비스의 인자로 매핑시키는 규칙을 나타내는 매핑 

규칙 정보 <MappingRuleInfo>(3장의 (3), (4)에 해당), 컨텍

스트-드리  서비스가 의미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생명 주기 

정보 <LifeTimeInfo> (3장의 (5)에 해당), 그리고 서비스 사

용을 한 인증 정보 <AuthInfo> (3장의 (6)에 해당)로 구

성된다.

4.1.1 컨텍스트 정보

재 인터넷 상의 데이터 교환의 표 으로 XML이 자리

를 잡고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부분의 센서 데

이터들도 XML 형태로 송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유

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XML로 표 된 센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하는 상황인지를 단하

여야 하며,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

공을 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가공한 후 서비스에 

달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SML에서는 컨텍스트 정보 

<ContextInfo>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생성되어 달되는 

XML 형태의 비정형 센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기 한 것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해 필요한 값들을 동 으로 얻어오는 것도 함께 표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모든 센서 데이터

를 컨텍스트 평가의 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평가 상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한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

스 서비스 제공을 한 컨텍스트에 한 평가는 미리 정해

진 데이터에 해 한 번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센

서 데이터에 해 반복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

비쿼터스 서비스를 한 컨텍스트는 끊임없이 생성되어 들

어오는 센서 데이터에 해 반복 으로 수행되는 연속 질의 

형태로 표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SML에서는 컨텍스트 정보를 

한 연속 질의를 표 하기 해 XQuery[13]를 확장한 질의 

언어인 XQueryStream(XQuery for Stream Data)을 고안하

여 사용한다. XQueryStream은 끊임없이 생성되어 들어오는 

<Query>            ::= <QueryTarget> <QueryBody>

<QueryTarget>      ::= "using" <SourceDefinition> ( "," <SourceDefinition> ) *

<SourceDefinition> ::= <SourceName> "as" <SourceVariable> (<WindowDefinition>) ?

<WindowDefinition> ::= "within" "(" <WindowRange> ( "," <TumblingLength> )? 

( <Unit> ) ? ")"

<WindowRange>      ::= <from> "to" <to>

<Unit>             ::= "event" | "min" | "sec" | "msec"

<QueryBody>        ::= .. .. ..

(그림 3) XQueryStream 규격

센서 데이터에 해 질의 평가 상을 논리 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시간과 사건에 기반한 도우를 지원

한다. 

(그림 3)은 EBNF(Extended Backus-Naur Form)[14]로 

표 된 XQueryStream 규격의 일부분이다. 컨텍스트를 표

하는 질의문 <Query>은 질의 상을 정의하는 부분 

<QueryTarget>과 질의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 <QueryBody>

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질의 상 정의 부분 <QueryTarget>

을 통해 질의 조건 평가의 상이 되는 데이터를 한정한다.  

즉, 질의 수행의 입력이 되는 데이터를 정의한다. 한, 질의 

조건 정의 부분 <QueryBody>을 통해 서비스가 수행될 상

황과 이때 서비스에 달할 데이터의 특성을 표 하는데 이

는 XQuery 규격을 따른다. <QueryTarget>은 서비스가 수

행되어야 하는 상황 단에 다수의 센서 데이터 스트림 입

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키워드 “using” 이후에 

소스 정의 부분 <SourceDefinition>이 하나 이상 온다. 소스 

정의 부분 <SourceDefinition>은 소스 이름 <SourceName>, 

소스 변수 이름 <SourceVariable>, 도우 정의 <Window 

Definition> 부분으로 구성된다. 소스 이름 <SourceName>

은 컨텍스트 질의 평가의 상이 되는 데이터 소스를 나타

내는데 논리  센서 이름이 해당된다. 논리  센서는 하나 

혹은 다수의 물리  센서로 구성된다. 컨텍스트 평가의 

상이 되는 데이터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생성한 센서 데이터

뿐 아니라 XML 형태의 뷰를 제공하는 곳에 장된 과거 

이력 데이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과거 이력 데이터에 한 

XML 뷰를 제공하는 정보 장소도 하나의 논리  센서로 

가정한다. 만약 도우 정의 <WindowDefinition>가 명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센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컨

텍스트 질의 조건 <QueryBody>을 평가하는 도우가 정의

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우 정의 <WindowDefinition> 부

분은 주어진 스트림에서 도우 역 <WindowRange>과 

건 띄기 길이 <TumblingLength>, 그리고 도우 유형 

<Unit> 정보를 가진다. XQueryStream의 도우 정의 부분

을 이용하여 슬라이딩 도우와 랜드마크 도우[15]를 표

할 수 있다. <WindowRange>의 <From> 값이 -1 인 경우

에는 랜드마크 도우임을 나타낸다. 도우는 주어진 기간

인 <TumblingLength> 간격으로 계속 반복 으로 설정되어 

컨텍스트 질의 조건 평가의 입력이 되는 데이터를 한정한

다. <WindowRange>와 <TumblingLength>는 <Unit>에 

설정된 값에 기반하여 해석된다. <Unit> 값이 “event”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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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기반 도우에서는 입력 센서 데이터의 수에 기반하여 

질의 상이 한정되고, <Unit> 값이 “min”(분), “sec”( ), 

“msec”(1000분의1 )인 시간 기반 도우는 시간에 기반하

여 질의 상이 한정된다.

XQueryStream을 이용하여 “회의실(ConferenceRoom)의 

최근 10분간의 평균 온도를 매 5분마다 확인하여 20도보다 

낮거나 30도보다 높으면 평균온도를 반환하라”는 질의를 표

한다면 다음과 같이 겹침이 있는 슬라이딩 도우를 포함

하는 질의로 간단히 표 될 수 있다.

using “ConferenceRoom” as $src within (0 to 10, 5 

min)

let $avgTemp := avg($src/temperature)

where $avgTemp > 30 or $avgTemp <20

return 

<Temperature> $avgTemp </Temperature>

4.1.2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정보 <ServiceInfo> 는 명시된 컨텍스트가 만족

되었을 경우에 연계되어 호출될 서비스에 한 정보를 표

하는데 (그림 4)와 같은 정보로 구성된다. 제안하는CSML의 

<SerivceInfo> 앨리먼트을 이용하여 요즘 서비스 개발에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형인 웹 서비스 <WebService>, 

자바 메시징 서비스[16] <JMS>, HTTP[17] 서비스 

<HTTPService>, 일 서비스 <FileService>, TCP 서비스 

<TCPService> 형태로 컨텍스트에 연계되어 수행될 서비스

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한, 센서가 센싱한 정보를 다른 

응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JDB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로그 서비스 

<LogService>도 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

의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AdditionalService> 구조를 통

해 쉽게 표 할 수 있게 했다.

호출되어야 하는 웹 서비스를 표 하기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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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매핑 규칙 정보 구조

<WebService>는 <WSDLInfoType>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

는 웹 서비스 호출 메시지 작성을 해 필요한 정보를 나타

낸다. 이 정보는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18] 문서의 치인 URL(Uniform Resource Locator)[19]을 나

타내는 <WSDL-URL>, 서비스 이름인 <ServiceName>, 포트 

이름인 <PortName>, 오퍼 이션 이름인 <OperationName>으

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서비스를 표 하는 자세한 정보에 

한 설명은 지면 계상 생략한다.

4.1.3 매핑 규칙 정보

매핑 규칙 정보 <MappingRuleInfo>는 컨텍스트의 결과

로부터 서비스 호출을 한 입력 정보를 만들기 한 규칙 

정보로 (그림 5)와 같이 하나 이상의 단일 매핑 규칙 

<SingleMappingRule> 혹은 하나의 병합 매핑 규칙 

<MergeMappingRule>으로 표 된다. 두 규칙 모두 컨텍스

트의 결과로부터 서비스의 인자를 만들기 한 규칙이지만 

서비스가 호출되는 주기가 다르다. 단일 매핑 규칙 

<SingleMappingRule>이 사용되면 컨텍스트 <ContextInfo>

를 만족할 때 사용자 심 사항을 추출한 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이를 서비스의 인자로 하여 서비스가 호출되지만, 병

합 매핑 규칙 <MergeMappingRule>이 명시되면 컨텍스트 

<ContextInfo>를 만족하는 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개수의 결과 혹은 일정 시간 

동안의 결과를 병합하여 하나의 서비스 입력 인자로 변환하

여 서비스를 호출한다.

단일 매핑 규칙 <SingleMappingRule>은 컨텍스트의 결

과로부터 서비스 호출을 한 하나의 인자를 만드는 규칙 

정보로 <Source>와 <Destination>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가

진다. 컨텍스트의 결과로부터 어떤 값을 취하는지에 한 

정보를 나타내는 <Source>는 속성으로 value와 kind를 가

진다. 속성 value는 <Destination>의 입력으로 사용될 값을 

나타내며, 속성 kind는 컨텍스트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이용

할 것인지 혹은 고정된 임의의 값을 이용할 것인지를 나타

낸다. 속성 value를 표 하는데 있어서 속성 kind 값이 

“dynamic”인 경우에는 <ContextInfo>를 통해 수집한 정보

로부터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한 경로식 

정보가 들어가며, “static”인 경우에는 임의의 고정된 값이 

들어간다. <Source>에서의 값이 서비스의 어떤 인자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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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되는가의 정보를 나타내는 <Destination>은 속성으로 

name과 type을 가진다. 속성 name은 서비스 인자 이름을 

나타내고, 속성 type은 그 인자의 타입 정보를 나타낸다.

병합 매핑 규칙 <MergeMappingRule>은 단일 매핑 규칙

에 더하여 여러 결과를 어떻게 병합할 것인지에 한 규칙

을 추가 으로 가진다. <Separator>는 여러 개의 컨텍스트 

처리 결과를 하나의 서비스 입력 인자로 변환하여 서비스에 

달할 때 각 처리 결과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한, 

<Duration>을 통해 병합될 결과를 시간(<Time>)과 개수

(<Count>)에 기반하여 한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4.1.4 생명 주기 정보

생명 주기 정보 <LifeTimeInfo>는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

는 시간 련 정보로 (그림 6)과 같이 <ActiveTime>과 

<TerminationTime>으로 구성된다. <ActiveTime>은 서비

스가 하루  언제부터(<From>) 언제까지(<To>)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TerminationTime>은 사용자에게 서

비스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철회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Until> 혹은 <Duration>으로 구성된다. <Until> 앨리먼트

를 이용하여 철회되는 특정 시 을 나타낼 수 있고, 

<Duration> 앨리먼트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얼마 동안의 

기간( , 10일 10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한, 이를 확장

하여 서비스 종료 조건을 횟수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림 6) 생명 주기 정보 구조

4.1.5 인증 정보

인증 정보 <AuthInfo>는 사용자에게 유비쿼터스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근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정

보로, (그림 7)과 같이 사용자 이름 <UserName>과 패스워

드 <Password>로 구성된다.

(그림 7) 인증 정보 구조

인증 정보를 포함하여 CSML을 통해 표 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나타내는 정보는XML 문서의 무결성과 기 성 보

장을 해 자서명과 XML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되어 미

들웨어에 달될 필요성이 있다.

4.2 CSML을 이용한 센서 데이터와 서비스 연계 표  

유비쿼터스 응용의 로 많이 알려진 유비쿼터스 샵에서 

이용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할인 쿠폰 제공을 한 컨텍스

트 드리  서비스(이하, 할인 쿠폰 제공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자. 

“매장 개장 10주년을 맞이하여 4월 30일까지 매일 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매장에 입장하는 고객에게 일부 물건

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서

비스를 한다.  쿠폰은 고객이 고 있는 쇼핑 카트에 장착

된 웹패드를 통해 달된다.”

<UbiquitousServiceInfo>
  <ContextInfo><![CDATA[ 
    using "DS_Entrance" as $src 

for $cart in $src/Cart
return 

<Result> 
<CartID> {$cart/CartID/text()} 

</CartID>
</Result>

]]> 
</ContextInfo>

  <ServiceInfo>
    <WebService>
      <WSDLInfo>
        <WSDL-URL> 
http://192.168.1.10:8080/UShop.wsdl </WSDL-URL>
        <ServiceName>Coupon</ServiceName>
        <PortName>UShop</PortName>
        <OperationName> issueDiscountCoupon 
</OperationName>
      </WSDLInfo>
    </WebService>
  </ServiceInfo>
  <MappingRuleInfo>

<SingleMappingRule>
      <Source value="/Result/CartID" 
kind="dynamic" />
      <Destination name="CartId" type="string"/>
    </SingleMappingRule>
    <SingleMappingRule>
      <Source value="10" kind="static" />
      <Destination name="DiscountRate" 
type="long"/>
    </SingleMappingRule>
  </MappingRuleInfo>
  <LifeTimeInfo>
    <ActiveTime> 

<From>10:00:00</From> <To>11:00:00 </To>
</ActiveTime>

    <TerminationTime>
<Until> 2007-04-30T24:00:00.000+09:00 

</Until>
</TerminationTime>

  </LifeTimeInfo>
</UbiquitousServiceInfo>

(그림 8) 유비쿼터스 샵 응용에서 할인 쿠폰 제공 서비스를

           한 C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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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쿠폰 제공 서비스에서 컨텍스트는 손님이 매장을 방

문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매장에 입장한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CSML로 표 하면 (그림 8)

과 같다. 매장 입구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센싱되어 입력되

는 센서 데이터로부터 매장에 들어온 고객과 련된 쇼핑카

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ContextInfo> 앨리먼트와 같이 

XQueryStream 질의문으로 표 될 수 있다. 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발행해주는 웹 서비스는 서비스 이름이 

Coupon, 포트 이름이 UShop이고, 오퍼 이션 이름이 

issueDiscountCoupon 인데 이는 <ServiceInfo> 앨리먼트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서비스의 인자로 쇼핑 카트 정보와 

할인율 정보가 필요하다. 쇼핑 카트 정보 CardId는 

<MappingRuleInfo> 앨리먼트에 표 된 것처럼 <ContextInfo> 

앨리먼트에 표 된 XQueryStream 질의문의 수행 결과로부

터 /Result/CartID 경로식을 가지는 값을 추출하여 달하

고, 할인율 정보 DiscountRate로는 정  값인 10을 달한

다. 할인 쿠폰 제공시간은 2007년 4월 30일까지 매일 오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이는 <LifeTimeInfo> 앨리먼트로 

표 할 수 있다.

5. 정성 인 비교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CSML과 련 연구간의 유사성과 

차이 을 분명히 하기 해 3장에서 살펴본 유비쿼터스 서

비스를 표 하는데 필요한 정보 분류를 기 으로 하여 다양

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얼마나 잘 표 할 수 있는지를 정

성 인 (qualitative perspective)에서 비교 평가를 했다. 

<표 1>은 제안하는 CSML과 련 연구들간의 정성 인 평

가 요약으로, 항목에서의 숫자((1), (2), (3), (4), (5), (6))는 3

장에서의 해당 숫자가 가리키는 분류에 비교 항목이 연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컨텍스트 정보를 

얼마나 잘 표 할 수 있는지의 에서 살펴 보았다. 서비

스가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제안하는

CSML은 모든XML 데이터에 해 표 할 수 있는데 비해, 

ALE 규격[3]은 EPC 인코딩된 데이터에 해서만, SUN사

의 미들웨어[5]의 방법에서는 계형 모델을 가지는 데이터

에 해서만 표 할 수 있다. 련 연구들에서는 실시간으

로 수집된 데이터만이 컨텍스트의 상이 될 수 있지만, 제

안하는 CSML은 실시간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XML 뷰

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장된 과거 이력 데이터도 컨텍스

트의 상이 될 수 있다. 한, 련 연구의 방법들은 EPC 

패턴 정의 혹은 미리 정의된 필터와 연산자를 통해 제한된 

형태로만 심있는 컨텍스트에 한 표 을 제공하고 있지

만, 제안하는 방법은 XQuery를 XML 데이터 스트림에 용 

가능하도록 확장한XQueryStream을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표 할  수  있다. 

둘째,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될 때 호출될 다양한 서비스

<표 1> 유비쿼터스 서비스 표  방법의 정성 인 에서 비교

방법
항목

제안하는 CSML ALE SUN 사의
미들웨어 방법

(1)

센서 
데이터 형식

XML 로 표 된 
데이터

EPC 인코딩된 
데이터

계형 모델을 
가지는 데이터

컨텍스트의
상

실시간 센서 
데이터뿐 아니라 
과거 이력 데이터

실시간 EPC 
데이터

실시간 센서 
데이터

심 컨텍스트 
표  방법

연속 질의 언어
XQueryStream 을 
이용한 질의

이벤트 사이클 
리포트 스펙을 
이용한 EPC 패턴 

정의

미리 정의된 단순 
필터 연결

컨텍스트 
표 력 풍부 빈약 보통

(2)

목표 서비스
범용 유비쿼터스 
응용 서비스 RFID 응용 서비스 RFID 응용 서비스

표  가능한
서비스 구성
유형

File, HTTP, TCP, 
JMS, Web 
Services, Log 
서비스

File, TCP, HTTP
File, HTTP, TCP, 
JMS, Web 
Services

(3)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 표

XQueryStream을 
통한 심 데이터 

가공

이벤트 사이클 
리포트 스펙

Filter 연산자 
연결로 표

컨텍스트와
서비스 연계

매핑룰 이용하여 
다양한 연계 표

Subscribe API 
이용하여 단순 
연계 표

Filter와 logger 
연산자 연결로 
단순 연계 표

(4) 서비스 
호출 주기

시간과 개수에 
기반하여 표

시간에 기반하여 
표 표  불가

(5)

서비스 
제공 시간 표  가능 표  불가 표  불가

서비스 
종료 시간

표  가능 표  불가 표  불가

(6)
서비스 

사용 한 인증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에 기반하여 
표  가능

표  불가 표  불가

를 표 하는 능력 에서 비교해 보았다. 련 연구들은 

RFID 응용을 효과 으로 표 하고 지원하기 한 것들이고, 

제안하는 CSML은 모든 유비쿼터스 응용 서비스를 효과

으로 표 하고 지원하기 한 것이다.  ALE에서는 일 서

비스, TCP 서비스, HTTP 서비스 형태로 구성되는 서비스

에 한 호출만이 표  가능하고, SUN사의 미들웨어에서는 

일 서비스, TCP 서비스, HTTP 서비스, 자바 메시징 서

비스, 웹 서비스 형태로 구성되는 서비스에 한 호출이 표

 가능하다. 하지만 제안하는 CSML에서는 일 서비스, 

TCP 서비스, HTTP 서비스, 자바 메시징 서비스, 웹 서비

스뿐만 아니라 로그 서비스 형태로 구성되는 서비스에 한 

호출도 표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에 한 표  능력 에

서 비교해 보았다. ALE에서는 이벤트 사이클 리포트 스펙

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EPC 패턴 정의를 통해 서비스에 이

용될 데이터의 특징을 표 할 수 있고, SUN 사의 미들웨어

에서는 단순 필터 연산자 연결로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에 

한 필터링을 표 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CSML에서

는 컨텍스트 표 에 이용했던 XQueryStream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의 특징과 추출을 표 할 뿐 아니라 

데이터에 한 가공도 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련 

연구에서는 API 호출이나 연산자 연결을 통해 서비스에 이

용할 데이터를 단순히 서비스에 달하는 것만을 표 할 수 

있지만, 제안하는 CSML에서는 다양한 매핑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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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biCore의 구조  센서 데이터 처리 흐름

컨텍스트로부터 추출한 동 인 정보나 정 인 정보를 서비

스 호출시 인자로 활용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연계를 표 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가 수행되는 주기 정보를 표 할 수 있는지

의 에서 살펴 보았다. SUN 사의 미들웨어에서는 서비

스 호출 주기에 한 표 이 불가능하고, ALE에서는 이벤

트 사이클 바운더리 스펙을 통해 시간에 기반한 주기를 표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CSML에서는 시간에 기반

한 서비스 호출 주기뿐만 아니라 이벤트 개수에 기반한 서

비스 수행을 한 호출 주기를 표 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에 한 생명 주기 정보의 표  능력 

에서 비교해 보면, 련 연구에서는 필요시 서비스에 한 

등록과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서비스의 생명 주기를 부여해

야 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CSML에서는 시간과 개수에 기

반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과 서비스 종료 시간을 표 함으로

써 서비스에 한 다양한 생명 주기를 부여할 수 있다.

여섯째, 서비스 사용에 한 인증을 한 정보의 표  

에서 살펴 보면, 제안하는 CSML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

드에 기반하여 서비스 사용을 한 인증을 표 할 수 있다.  

하지만, 련 연구에서는 이를 표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정성 인 비교 평가를 해볼 때 제안하는 

CSML이 서비스가 호출되어야 하는 다양한 컨텍스트에 

한 표 력,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

는 서비스에 한 표 력, 서비스 호출에 이용할 데이터에 

한 표 력, 다양한 컨텍스트와 서비스와의 연계에 한 

표 력, 서비스가 수행되는 생명 주기에 한 표 력, 서비

스 인증을 한 정보 표 력 측면에서 련 연구의 방법들

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CSML이 련 연구의 방

법들 보다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서비스에 이용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표 하는데 더 쉽고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6. 사례 시스템

제안하는 CSML의 기 버 (생명 주기 정보 련 내용

이 포함되지 않음) 규격을 수용하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

리 미들웨어인 UbiCore[2]를 개발하 다. UbiCore는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

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미들웨어이다. UbiCore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운 될 수 있는 이기종 센서들을 통합 리할 수 

있으며, 이들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량의 센서 데이터 스

트림에 하여 XML 기반의 연속 질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 연속 질의 처리 결과 생성되는 결과 스트림을 원하는 

외부 서비스 호출을 통해 달하는 기능이 있다.

UbiCore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자는 어 리 이션 로그램을 개발한 후 서비

스 구축 지원 도구나 용 자바 API를 이용하여 유비쿼터

스 서비스에 사용될 논리  센서인 데이터 소스(Data 

Source)를 등록하고, 해당 논리  센서들로부터 들어온 센서 

데이터를 이용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CSML로 표 하여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CSML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컨텍스

트 정보는 UbiCore 엔진의 연속 질의 처리기(Continuous 

Query Processor)에게 달되고, 서비스 정보, 매핑 규칙 정

보, 생명 주기 정보, 인증 정보와 같은 서비스 호출을 한 

정보는 서비스 호출자(Service Invoker)에게 달되어 처리

된다. (그림 9)에 나타난 것처럼 UbiCore에서는 센서 데이터

가 센서 어뎁터(Sensor Adapter)를 통해 입력 큐(InQ)에 들

어오면 연속 질의 처리기가 서비스 호출을 한 컨텍스트

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만족하면 서비스 호출을 한 

정보를 추출하여 출력 큐(OutQ)에 넣는다. 서비스 호출자는 

서비스 호출 주기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 후 출력 큐

의 값을 이용하여 서비스 호출을 한 인자를 구성하여 서

비스를 자동으로 호출한다.

뿐만 아니라 CSML의 효용을 검증하기 해 UbiCore를 

이용하여 고층 건설 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RFID 기반 

자재  노무 리, 콘크리트 양생 리, 그리고 센서 네트

워크 기반의 기둥 수축 리를 한 시범 시스템을 구축해 

보았다[20]. 제안하는 CSML을 이용하여 고층 건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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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을 쉽게 

표 할 수 있었다.

7.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유비쿼터스 서비

스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컨텍스트-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인 CSML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CSML은 XML 형식을 따르는데 서비스

가 호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기 한 컨텍스트 정보, 

컨텍스트 정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는 서비

스 정보, 컨텍스트로부터 추출한 결과를 서비스의 인자로 

매핑시키는 규칙을 나타내는 매핑 규칙 정보, 컨텍스트-드리

 서비스가 의미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생명주기 정보, 그리

고 서비스 사용을 한 인증 정보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SML을 이용하면 다양한 비정형의 형식을 가지는 

센서 데이터에 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컨텍스트 조

건과 서비스에 이용할 데이터의 특성을 쉽게 표 할 수 있으

며, 컨텍스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연계 정보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상용 센서 데이터 스트림 처리 미들웨어들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텍스트-드리  서비스 마크업 언어와 같은 공통

된 규격을 수용하도록 구 된다면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자

들은 어떤 미들웨어를 사용할지에 한 고민없이 서비스 개

발에 집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RFID 응용 개발자

와 미들웨어 개발자들의 편의를 해 EPCglobal을 심으로 

EPC 데이터에 한 것을 필터링  수집 인터페이스에 한 

표 화를 한 것처럼, 센서 데이터와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연

계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표 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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