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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ntaneous interoperation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ubiquitous applications and is closely related with 

mobility. The mobile components in ubiquitous environments are liable to appear in and disappear from one physical 

space to another. Because this characteristic certainly influences the structure and behavior of applications, they should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d environments by configuring their structure and behaviors. Consequently, developers 

are faced with the above challenging issue when they design and implement ubiquitous applications. The role concept 

is an efficient tool to model participant entities, their relationship, and collaboration, so role-based model are 

appropriate to describe a structure and behavior of software system.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ubiquitous applications. To tackle the problem, this study considers a ubiquitous application as a 

software organization which consists of software components and proposes an enhanced role-based application model 

for supporting spontaneous inter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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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응용(ubiquitous application)의 핵심

은 환경에 내재된 컴포 트-컴퓨  장치-들의 자발

인 상호연동(spontaneous interoperation)을 통한 

업이다. 자발  상호연동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주요한 특성이자 요구사항이다[8, 1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컴포 트들은 물리 으로 분산되어 있으

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컴포 트들의 이동

은 응용의 상황 변화를 래하고 이는 응용의 구

조와 행 에 향을 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변

화된 환경에 응하기 해 기존 컴포 트를 새로

운 컴포 트로 교체하고 컴포 트들 사이의 새로운 

계를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동작(interac-

tion)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 응용은 필요한 

컴포 트들을 동 으로 발견하고 이들을 응용에 참

여하게 한다. 자발  상호연동은 컴포 트의 이동

성(mobility)과 응용을 구성하는 실제 컴포 트들

이 실행시간에 참여하는 비결정  특성(non-deter-

ministic)과 한 련을 가진다[3, 4].

유비쿼터스 환경에 내재된 컴포 트들은 특정 응

용과는 무 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특정 응용의 요

구사항을 완 히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응용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뿐만 아니라 컴포 트들 

사이의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분분을 작성해

야 한다. 자발  상호연동을 비롯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주요한 특성에 한 연구는 미들웨어와 같

은 하부 구조(software infrastructure)에 을 두

고 있다[5, 8]. 응용의 개발에 필요한 개발 방안이

나 모델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이다. 유비쿼

터스 응용은 소 트웨어 하부 구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발  상호연동을 지원할 수 있지

만 여 히 유비쿼터스 응용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

고 힘든 작업이다.

먼 , 컴포 트의 비결정  특성을 지원하기 

해서 개발단계에서 응용을 기술할 수 있는 추상화 

모델이 필요하다. 역할은 구성요소에 한 요구사

항과 이들 사이의 업, 즉 상호동작을 기술하기

에 합하다. 역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컴포

트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행 자(player)가 될 수 

있다. 역할은 MAS(Multi Agent System), CSCW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s), RBAC 

(Role-based Access Control) 등과 같은 다양한 소

트웨어 분야에 범 하게 용되고 있다[14].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응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

와 이들 사이의 상호동작을 역할 을 이용해 추상화

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응용에 기존의 역할 모델들

을 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이는 기존 모델들이 

자발  상호연동과 련한 요한 특성인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컴포 트의 이동은 상황 

변화를 래하고 참여하고 있는 응용의 상황에 

향을 다. 따라서 응용은 변화된 상황에 응하

기 해 자신의 구조와 행 를 제어해야 한다. 

한, BRAIN[2]이나 E-CARGO[13]와 같은 기존의 

역할 모델들은 에이 트, 사용자, 그리고 객체와 같

이 동질 인 개체들을 컴포 트로 보고 역할로 추

상화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 내재된 컴포

트들은 센서나 임베디드 장치에서 고성능 서버

까지 다양하다. 컴포 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의 수

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컴포 트들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응용에 합

하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내재된 컴포 트

들, 즉 역할의 행 자에 한 고찰을 통해 선행 연

구에서 제안했던 능동 역할과 수동역할 개념을 도

입하 다[7]. 이를 통해 자발  상호 연동을 지원

하는 유비쿼터스 응용을 추상화하기에 합한 역

할 기반의 응용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ROAD 

(Role-Oriented Adaptive Design)[3]를 비롯한 최

근의 역할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조직  의 역

할을 용하 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자발  상호

동작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응

용의 구조와 행 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해 응

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들은 자발  상호작용에 필

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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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컴포 트들은 응용과는 무 하게 개발되기 때

문에 특정 응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응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들의 자발  상

호연동을 지원하기 한 추가 인 기능이 필요하

다. 이런 기능은 컴포 트들의 일정한 패턴을 가

지는 상호동작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기능을 능동역할과 수

동역할들 사이의 상호동작 모델로 정의하 다. 이

를 통해 자발  상호연동과 련한 기능은 공통의 

소 트웨어 임워크(Common Software Frame-

work)로 개발 단계나 실행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

다. 응용 개발자는 역할 기반 조직 모델을 사용해서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

술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 할 수 있다. 자발  

상호연동과 련된 부분은 공통 임워크를 사

용함으로써 견고한 응용 소 트웨어의 개발을 돕

고 개발자의 부담과 개발 비용을 여 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제 2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자발  상호연동에 해 논의한다. 한, ROAD를 

심으로 역할 모델에 해 소개하고 유비쿼터스 

응용과의 연 성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자발

인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해서 능동  수동 역

할 개념을 포함하는 확장된 역할 기반 조직 모델

에 해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구  방안  사

례 연구에 해서 기술한다. 제 5장에서는 기존 연

구들과 비교하고 논의 한다. 제 6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자발  상호 연동

유비쿼터스 환경의 컴포 트들은 자유롭게 이동

하면서 물리  공간에 포함되거나 벗어난다. 이런 

컴포 트의 이동성은 상황 변화를 래하고 응용

은 변화된 상황에 응하기 해 자신의 구조와 행

를 조정해야 한다. 응용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

은 참여 인 컴포 트를 새로운 컴포 트로 교체

하고 이들 사이의 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계는 컴포 트들 사이의 논리  연결을 의

미하며 컴포 트들 사이에 계가 설정되면 서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자발  상호연동은 이런 

계가 동 으로 설정되고 필요한 상호동작(inte-

ractions)이 인간의 개입이나 로그램의 단 없

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컴포 트가 새

로운 환경에 포함되어 다른 컴포 트와 자발 인 

상호연동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작업들이 가능해

야 한다[4]. 첫째, 컴포 트는 자신이 속한 환경에

서의 네트워크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 으

로 네트워크 환경에 참여해야 한다. IEEE 802.11

과 같은 로토콜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

고 네트워크 주소를 획득한다. 둘째, 서비스 발견 시

스템을 이용해서 컴포 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컴포 트를 발견해야 한다. 컴포 트를 찾는 과정

에서 물리  공간( 치)이 결정 요인이 될 수 있

다. 셋째, 상호 연동하는 컴포 트들은 공통의 상호

동작 모델( ：event system, tuple-based sys-

tem)을 따라야 한다. 

컴포 트의 이동성과 자발  상호연동은 한 

련을 가진다. 이미 이동성에 기인한 자발  상호

연동에 한 연구가 네트워크 수 (network-lev-

el)에서 수행되었다. 자발  상호연동에 향을 주

는 이동은 터미  이동(terminal mobility), 세션 이

동(session mobility), 퍼스  이동(personal mobi-

lity), 그리고 서비스 이동(service mobility)으로 구

분된다[12].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나 사용자가 소

유하거나 사용 인 장치의 이동에 을 두고 

있다. 장치의 이동은 IP 서 넷(subnet)이 변경되

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나 단말기의 이동과는 

무 하게 일 되고 지속 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10]. 

2.2 유비쿼터스 응용에서 자발  상호연동

유비쿼터스 응용에서 컴포 트의 이동은 상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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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자발  상호 연동

화를 래하고, 변화된 상황에 응하기 해 응

용의 구조와 행 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림 2]에

서 컴포 트 M이 물리  공간 S1에서 S2로 이동

함으로써 컴포 트 X가 새로운 컴포 트 X’로 교

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컴포 트 X는 물리  공

간 S2에서 필요하지 않다. 한, 컴포 트 M의 이

동에 의한 상황 변화로 새로운 컴포 트 Y가 응용

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응용을 

구성하는 컴포 트들과 이들 사이의 계가 동

으로 변화한다. 이는 컴포 트들 사이의 연결성의 

문제보다는 상황 변화에 의해 필요한 컴포 트에 

한 요구사항의 문제와 한 련을 가진다. 

다음 응용 사례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자발  

상호연동이 필요한 상황을 묘사한다.

 

사례 1) 컴포 트 이동에 의한 업 트 의 변경

“김 리는 스마트폰에 장된 음악 일(mp3 는 

wav 일)을 사무실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

커를 통해 감상한다. 김 리는 회의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는 동

안에 불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감상한다. 주차

장에 도착하고 자신의 차에 탑승한다. 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스피커를 통해 계

속 음악을 감상한다.”

김 리가 사무실에서 나오면 스마트폰과 사무실

의 스피커와의 업 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림 2]의 A 계가 A’ 계로 변경되면서 X 

컴포 트가 X’ 컴포 트로 교체되는 경우이다. 이

와 같이 컴포 트의 이동에 의해 컴포 트들 사이

의 업 계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새로운 

업 계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업에 참여하는 

컴포 트의 교체를 의미한다. 스피커의 역할을 수

행할 합한 컴포 트를 발견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사례 2) 컴포 트의 이동에 의해 새로운 업 

계의 생성

“U 학의 김교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

다가 강의를 해서 101 강의실로 이동한다. 김교

수가 교수가 101 강의실에 입장하게 되면 스마트

폰에 동작하는 교수 에이 트는 시간정보와 치 

정보를 이용해서 강의 상황을 인지한다. 교수 에

이 트는 강의실에 치한 빔 로젝터를 통해 강

의자료를 스크린에 보여 다.”

 

이는 컴포 트의 이동에 의해 새로운 업 계

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림 1]에서 M이 이동함

으로써 새로운 업 계인 B와 C가 생성되고 새

로운 컴포 트 Y와 Z가 참여하는 경우이다. 업 

계 C는 M의 이동에 의해 컴포 트 F가 향을 

받은 경우이다. 컴포 트의 이동에 따른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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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AD의 조직 구조

는 체 응용의 구조와 행 에 향을  수 있다. 

 

사례 3) 물리  공간에 컴포 트가 사라지거나 나

타나는 경우

“A 회사의 직원인 김 리는 업무 회의를 해서 

B회사를 방문하 다. 회의실에는 랩탑 컴퓨터와 빔 

로젝터가 비치되어 있다. 회의에서 김 리는 회

의 안건에 한 발표를 한다. 회의실에 B회사의 

직원들이 참석하고 서로 자 명함을 교환한다. 김

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회의실에 비치된 빔 

로젝터를 이용해서 리젠테이션을 수행한다. 회

의 도 에 B회사의 직원들이 추가 으로 참석하게 

되고 서로 자 명함을 교환한다.” 

회의 도 에 새로운 인원이 추가 으로 참여하게 

되면 발표자와 참석자사이의 새로운 계가 설정 

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응용에서 장치, 즉 컴포 트의 이동

은 IP 서 넷(subnet)의 이동이 아니라 물리  공

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런 물리  공간의 이동에 

의해 IP 서 넷이 변경 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

서는 네트워크 수 이 아니라 응용 수 에서 컴포

트의 이동성을 고려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물

리  공간의 변화는 기존 컴포 트의 교체나 새로

운 컴포 트와의 업을 요구할 수 있다. 본 논문

은 장치가 이동하는 물리  이동(physical mobi-

lity)에 을 둔다. 코드 혹은 로그램의 이동과 

같은 논리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2.3 역할 모델

역할 개념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계, 그리고 이

들 사이의 업을 표 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다. 유

비쿼터스 소 트웨어 시스템은 환경에 내재되어 있

는 컴포 트들의 참여와 업이 필요하다. 컴포

트들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롭

게 이동하면서 다른 컴포 트들과 통신이 가능하

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컴포 트들의 동 인 참여

를 요구하기 때문에 응용을 구성하는 컴포 트들

의 계는 비결정 (non-deterministic)이다[3, 4]. 역

할 모델은 유비쿼터스 응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

들, 이들 사이의 계와 상호 연동을 추상화하기

에 합한 도구이다. 

특히, ROAD는 동 으로 변하는 환경에 한 시

스템의 응성(adaptability)을 지원하기 해 역할 

기반의 조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1, 8]. 역할 기반 

조직은 에이 트 시스템을 추상화하기 한 도구

로서 연구되어 왔다[6]. [그림 2]는 ROAD의 역할 

모델에 기반해서 구 된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다. ROAD에서 조직은 역할들의 네트워크(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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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이고 역할과 역할은 계약(contract)에 의

해 묶여진다. 계약(contract)은 참여자들의 의무

(obligations)를 기술한 것이다. 역할-네트워크, 조

직은 행 자들 사이를 조율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역할-네트워크는 변화된 환경에 응하

는 조율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한다. ROAD

에서 소 트웨어 시스템은 제어 로세스와 기능 

로세스로 구분되고 각각 역할-네트워크와 행

자에 응된다. 

일반 으로 역할의 개념은 설계 단계에서 응용

에 참여하는 행 자가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해 

구 되어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해 사용되

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ROAD에서 역할은 개

발단계에서 하나의 구  단 로 간주되고, 실행시

간에 역할 인스턴스로 존재한다. ROAD는 역할 

모델의 구  방법으로 소 트웨어 임워크를 

용하고 있다. ROAD에서 역할은 조직자(organi-

zer)와 기능역할(functional role)이 있으며, 하나의 

조직에는 하나의 조직자(organizer)가 존재한다. 조

직이 생성되기 해서는 먼  조직자가 생성되고 

생성된 조직자는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과 계약을 

생성하고 이들 사이의 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

행한다. 역할을 수행하는 행 자들이 참여하고 나

면 이들 사이의 상호동작이 진행된다. 이때, 상호

연동을 해 요구되는 메시지들은 역할 인스턴스

들의 계를 통해서 달된다. ROAD에서 역할 인

스턴스의 주요 작업은 메시지 라우 ( 계)이고 계

약 인스턴스는 역할들 사이에 교환되는 메시지의 

순서나 조건을 검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역할 기반의 모델들은 자발  상

호동작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설계와 개

발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다. 주요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자발  상호연동과 한 련이 있는 컴포

트들의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  상

호연동을 지원하는 것은 여 히 개발자의 몫이다.

기존 모델은 컴포 트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

고 있다. 부분의 모델들은 컴포 트들이 인간, 에

이 트, 혹은 객체와 같은 동질 인 개체로 간주

한다. 이질성은 곧 이동성을 가지는 컴포 트, 제한

된 공간에서 동작하는 컴포 트, 그리고 컴퓨  

워가 매우 낮은 컴포 트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7].

기존의 역할 모델은 컴포 트의 기능  요구사

항에 을 두고 있다. 비기능  요구사항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컴포

트의 비기능  요구사항이 설계단계에서 실행단

계에 걸쳐 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ROAD 모델은 유비쿼터스 응용을 정의하기에 좋

은 도구지만, 자발  상호연동과 같은 유비쿼터스 

응용의 특성에 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언

한 특성들을 지원하는 것은 부 개발자의 몫이 

되어 부담을 가 시킨다. 

3. 자발  상호연동의 지원

유비쿼터스 응용의 핵심은 구성요소들의 업이

며 응용의 모든 행 는 컴포 트들과 이들 사이의 

상호동작으로 기술된다. 응용을 구성하는 컴포

트들은 역할에 의해 추상화되고 실행시간에 역할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실제 컴포 트와 바인딩 

된다. 환경에 내재된 컴포 트들은 응용에 정의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 인 행 자(player)들

이다. 역할 모델의 에서 역할에 바인딩되는 컴

포 트를 행 자라 칭한다. 본 논문은 조직의 

(organizational viewpoint)에서 유비쿼터스 응

용을 바라보고 역할을 통해 추상화한다. 여기서는 

자발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한 확장된 역할 기

반 조직 모델에 해서 기술한다. 

3.1 요구 사항과 가정 

먼 , 자발  상호 연동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응용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모델에 반 해야 

한다. 다음은 자발  상호연동에 한 요구사항이다.

•유비쿼터스 응용과 여기에 참여하는 실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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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서로 무 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응용의 구

성요소를 정의하기 한 추상 컴포 트 모델이 

필요하다.

•응용을 구성하는 추상 컴포 트, 즉 역할에 합

한 실제 행 자들을 동 으로 발견할 수 있다.

•행 자들은 동 으로 응용에 참여  탈퇴가 

가능하므로 응용은 실행 시간에 자신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응용의 모든 행 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동작으

로 기술되고 응용은 자신의 행 를 상황에 맞

게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발  상호 연동에 을 두기 해

서 다음 사항을 가정한다.

•행 자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합한 통신 

로토콜을 사용해서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고 주소(network address)를 획득할 수 있

다고 가정한다.

•물리  공간에는 공간 리자(space manager)

가 존재하고 행 자들은 공간 리자에게 자신

의 출입을 알린다. 행 자들은 공간 리자를 

통해 다른 행 자들의 정보나 출입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다. 공간 리자는 well-known 서비

스로 제공된다.

3.2 역할 모델의 확장

역할은 기본 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되는 잠재

인 행 자에 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이런 요

구사항은 기능과 비기능 요구 조건으로 구분된다. 

기능 요구 조건은 메시지 인터페이스(message in-

terface)로 표 된다. 비기능  요구 조건은 행

자의 상태나 주변 환경 상태를 표 한다. 요구사

항은 주로 상호동작에 필요한 추가 모듈의 구 과 

실행시간 역할-행 자의 바인딩에 사용된다. 역할

의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것은 조직에 참여하게 되

는 잠재  행 자들의 특성을 반 해야 한다.

3.2.1 능동  수동 역할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내재된 잠재 인 

행 자들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모델에 반 하

다.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은 행 자의 

이동성이다. 스마트 폰, 랩톱 컴퓨터, 그리고 자동

차와 같은 행 자들은 자유롭게 이동가능하며 사

용자와 한 련을 가진다. 이런 이동 행 자

들은 자신이 속한 물리  공간에 존재하는 응용의 

다른 행 자들과 자유롭게 상호 연동할 수 있다. 

이동 행 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 존재하는 고

정 행 자(TV, 음향 장치, 린터, 조명 장치 등)

들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동 행

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 내재된 서비스를 제

어하는 능동 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 자들이 서로 다른 수 의 컴퓨  

워와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행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웹 서비스나 응용 서버와 같은 컴퓨  워가 높

은 행 자들과 조명이나 음향 기기와 같이 낮은 

컴퓨  워를 가지고 제한 인 기능을 수행하는 

행 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폰-단말기-은 

사용자의 리자로 간주되며 소유자에 한 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말기를 소유한 사용자

는 하나의 컴포 트로 응용에 참여해서 역할을 수

행하는 행 자가 될 수 있다. 하드웨어 기술의 발

달과 함께 이동 단말기나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을 

통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다양해졌다. 

한, 사용자 단말기에 장착된 치 인식 시스템

(GPS)이나 각종 센서를 통해 다양한 상황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단할 수 있다. 

와 같은 사항을 반 하기 해 능동  수동 

역할 개념을 도입하 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자발

인 상호연동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응용의 

구조와 행 를 조정해야 한다. [그림 3]에서 보듯

이 이런 기능은 역할 인스턴스에 추가되어 행 자

들 사이의 자발  상호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자

발  상호연동을 해서는 상황 인지, 조직 구조

의 조정, 그리고 상호동작 제어가 필요하다. 상황 

인지는 자발  상호연동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

기 해 필요한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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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행위자 행위자

역할

행위자

상황 판단

능동 역할

상황 정보상황 정보

역할 능동 역할 역할

상호 동작

세션 관리

세션시작

세션종료

[그림 3] 능동 역할에 의한 상황 인지와 상호동작의 세션 리

조직자

능동 역할

수동 역할

지역적 조직

조직

상호연동 관계

[그림 4] 역할 기반의 조직 구조

작업이다. 자발  상호연동과 련한 상황을 인지

하면 조직 구조를 조정하기 해 역할 계를 생

성하거나 괴하고 행 자의 교체나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조직 구조가 조정되면 상황에 맞는 상

호동작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행 자들 사이에서 자발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응용에 참여하는 행 자들은 특정 응용

과 무 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만

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에 행 자들을 도와주는 

추가 인 기능을 역할의 인스턴스가 제공한다. 개

발 단계에서 정의된 역할에 응하는 실행시간의 

단 를 역할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따라서 수동/

능동 역할은 각각 수동/능동 역할 인스턴스로 구

체화된다.

이와 같이 능동 역할은 상황 정보를 수집해서 

단하고 역할들 사이의 상호 동작을 리하는 주

도 인 작업을 포함하고 수동역할은 능동 역할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 인 작업을 포함하게 된다. 

이동 행 자들은 물리  공간을 이동하면서 공간

에 내재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다. 이동 

행 자는 자신이 속한 공간에 내재된 서비스, 즉 

고정 행 자들을 발견하고 응용에 참여시키는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행 자는 능동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 내재된 고정 행 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동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하

지는 않지만 컴퓨  워가 높은 행 자들은 능동

역할이 부여된다. 웹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와 같

은 컴퓨  워가 높은 장치에서 동작하는 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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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자

수동 역할

X

역할 관계

능동 역할

         (a) 조직 체 구조            (b) 상황 A    (c) 상황 B

[그림 5] 상황에 따른 조직 구조의 변화

트들은 능동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능동 는 수동 역할을 수행하는 행 자는 능

동 는 수동 행 자라고 칭한다. 

3.2.2 역할 계와 조직 구조

유비쿼터스 응용은 소 트웨어 조직(software 

organization)으로 간주되고 조직의 구조는 역할-

네트워크로 추상화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하나

의 응용은 조직자, 능동 역할, 그리고 수동 역할들

에 의한 계층 인 구조를 가진다. 조직 구조는 역

할들 사이의 계로 구성되며 이런 역할 계는 

조직자-능동역할, 능동역할-수동역할 사이의 수직

 계와 능동역할-능동역할, 수동역할-수동역할 

사이의 수평  계로 구분된다. 하나의 조직에는 

하나의 조직자가 존재하며 조직자는 능동역할의 

특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직자는 조직의 조직

의 생성  소멸을 리하고 상황 정보를 수집하

고 사 에 정의된 상황 조건을 검사한다. 조직자 

상황에 따른 조직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

해야 하고 계층 구조에서 자신의 하  역할과의 

계를 리한다. 실행 시간에 조직자는 최상 에 

치하고 조직의 모든 능동 역할 인스턴스들과 

계를 맺고 이들을 제어한다. [그림 4]의 체 조직 

구조는 [그림 5](a)와 같이 역할들 사이에 가능한 

모든 계를 표 한 계층 구조로 표 된다. 

응용 개발자는 개별 상황 조건에 해 역할들과 

이들 사이의 계를 정의할 수 있다. 를 들어 응

용이 직면하는 두 개의 상황(A, B)가 있다고 가정

한다. [그림 5](b)와 [그림 5](c)는 이런 상황 A와 

B에 한 조직 구조를 보여 다. 따라서, 조직자는 

재의 상황에 합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X 역할은 상황

에 따라 인 한 다른 역할과의 계가 변화된다. 

실행 시간에 능동 역할 인스턴스들은 자신과 인

한 다른 능동 는 수동 역할 인스턴스들과의 

계를 조정하게 된다. 수동 역할 인스턴스들은 상

의 능동 역할 인스턴스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자신의 능동 행 자와 상

호동작하는 수동 행 자를 자신이 속한 물리  공

간에서 찾아서 조직에 참여시킬 수 있다. 즉,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특정 물리  공간에서의 역할들 

사이의 계를 조정하는 조직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능동 행 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특정 

물리  공간에 포함되어 해당 공간에 내재된 다른 

행 자들과 상호 동작하는 경우에 이를 지역  

업이라 한다.

 

3.2.3 역할과 역할 인스턴스

실행 시간에 역할 인스턴스는 두 가지 유형의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조직 구조와 행 를 제

어하기 해 필요한 리 기능과 응용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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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 2

X

2

3X

1 2

3

0 0 0

     (a) X의 체 역할 계들             (b) 상황 A에서 X의 역할 계        (c) 상황 B에서 X의 역할 계

[그림 6] 상황에 따른 개별 역할과 주변 역할들의 계

달성하기 한 행 자들 사이의 상호동작을 지원

하는 업 기능이다. 개발자는 설계단계에서 응용

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컴포 트들을 식별하고 역

할들과 이들 사이의 계를 결정함으로써 조직 구

조를 정의한다. 응용 개발자가 자발  상호 연동

을 해 필요한 작업은 상황에 따른 조직 구조를 

정의하는 것뿐이다. 조직 구조가 결정되고 나면 

응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업을 역할들 사이의 상호동작으로 기술

한다. 역할과 조직 구조 정보는 역할 인스턴스의 

리 기능으로 구 되고 업을 한 상호동작은 

역할 인스턴스의 업 기능으로 구 된다. ROAD

는 역할 인스턴스 사이의 상호동작을 제어하기 

해 역할들 사이에 계약 인스턴스를 두고 있다[4]. 

본 논문은 상호동작에 필요한 부분을 각각의 역할

에 분산하고 계약 인스턴스를 제거하 다. 이는 

개별 역할 인스턴스들을 물리 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3.3 자발 인 상호연동을 한 공통 로세스

자발  상호연동을 해 역할 인스턴스들과 행

자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상호동작은 정형화될 수 

있다. 정형화된 부분은 개발을 한 소 트웨어 

임워크나 응용의 실행 환경을 해 사용될 수 

있다.

3.3.1 자발  상호 연동의 공통 로세스

우선 으로 필요한 작업은 자발  상호연동이 필

요한 상황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림 7]에서 보듯

이 역할 인스턴스는 행 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필

요한 경우 상태 정보를 조직자에게 달한다. 특

히, 능동역할 인스턴스는 행 자의 이동을 감지하

고 자발  상호동작이 필요한지 단해야 한다. 

역할 인스턴스는 역할 속성에 정의된 행 자의 상

태를 감시한다.

역할
인스턴스

행위자

역할
인스턴스

행위자

역할
인스턴스

행위자

조직자

상황정보
메시지

상황정보
메시지

상호동작
메시지

제어
메시지

[그림 7] 구성요소간 메시지 교환

다음은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단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1) 모든 역할 인스턴스들은 바인딩 된 행 자의 

상태가 변경되면 상 의 역할 인스턴스에(수동 

→ 능동, 능동 → 조직자) 이를 한다. 

2) 조직자는 하 에서 수집된 상황 정보를 이용해

서 상황을 단한다. 

3) 조직자는 새로운 업 상황을 해 조직 구조

를 조정한다. 

   a) 필요한 경우 조직자는 새로운 역할 인스턴

스를 생성한다.

   b) 새로운 역할 인스턴스에 응하는 행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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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바인딩한다. 

4) 조직의 구조 조정이 끝나면 새로운 업 상황

을 하 의 능동 역할 인스턴스에 한다. 

5)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상호동작을 시작한다.

에서 언 한 행 자를 발견하는 작업은 조직

자나 능동 행 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 조직자는 발견 서비스를 이용해서 행 자를 찾

는다. 

2)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수동 행 자를 찾는다.

3) 새롭게 생성된 역할 인스턴스는 발견된 행 자

의 네트워크 주소를 조직자나 능동 역할 인스

턴스로 부터 획득한다.

4) 역할 인스턴스는 자신의 행 자와 연결하고 이

를 자신의 상  역할 인스턴스에게 알린다.

의 내용은 모든 유형의 자발  상호연동에 공

통 으로 수행된다. 

3.3.2 자발  상호연동의 유형

자발  상호연동은 [그림 8]과 같이 기존의 계

는 변경하지 않고 행 자만 교체하는 경우와 새로

운 계를 생성하고 행 자를 연결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능동 역할
인스턴스

역할
인스턴스

이동
행위자

발견된
행위자

새로운
바인딩

[그림 8] 행 자 교체

행 자의 교체는 능동 행 자의 이동에 의해 새로

운 공간에 존재하는 수동 행 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1) 먼 ,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행 자의 공간 이

동을 인지한다. 

2) 기존 행 자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진 단한다.

   a) 기존의 상호 동작의 세션을 종료하고 필요

한 작업을 수행한다.

3) 교체 가능한 행 자를 해당 공간에서 찾는다.

   a) 교체 가능한 행 자가 없는 경우는 조직자

에게 알린다.

4) 역할 인스턴스에게 발견된 행 자에 한 정보

를 송한다.

5) 생성된 역할 인스턴스와 발견된 행 자가 바인

딩된다. 

6) 능동 역할 인스턴스는 상호동작을 시작한다.

 

새로운 계의 설정은 응용의 심과 련된 상

황에 직면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림 9]에서와 같

이 조직자는 역할 인스턴스로부터 개별 행 자들

의 상황 정보를 수집해서 응용이 직면한 상황을 

단한다. 새로운 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주체가 능

동 역할 인스턴스인 경우와 조직자인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필요한 역할과 행 자가 이미 참여하

고 있는 기존의 행 자의 물리  공간과 련 있

는 경우에는 해당 능동 역할 인스턴스에게 이를 

임한다. 행 자가 물리  공간과 련 없는 경

우에는 조직자가 새로운 계를 설정한다. 

다음은 이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1) 새로운 역할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2) 기존의 역할 인스턴스와 생성된 역할 인스턴스

와의 계를 설정한다.

3) 역할을 수행할 행 자를 찾는다.

   a) 조직자가 찾거나 기존의 역할 인스턴스에게 

임할 수 있다.

4) 발견된 행 자의 정보를 역할 인스턴스에게 

송한다.

5) 생성된 역할 인스턴스와 발견된 행 자가 바인

딩된다.

   a) 능동 인스턴스는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조직

자에게 알린다.



280 정종윤․류기열․이정태

역할
인스턴스

발견된
행위자

역할
인스턴스

능동 역할
인스턴스

이동
행위자

행위자

조직자

Notify 

Notify 

[그림 9]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계 설정

메시지 라우팅

역할 관계 관리

상호동작 관리

역할
인스턴스

역할
인스턴스

행위자 관리

상호동작
메시지

조직자

조직 정보
요구사항

조직 구조/행위 관리

상황 정보 수집 및 처리

[그림 10] 조직자  역할 인스턴스의 구조

6) 조직자는 새로운 상황과 헙업에 필요한 상호동

작을 시작할 것을 능동 역할 인스턴스들에게 

알린다.

7) 역할 인스턴스들은 상황에 필요한 상호동작을 

시작한다.

4. 구  방안  사례 연구

응용 개발자는 설계단계에서 목표 응용에 참여

하게 되는 컴포 트들을 식별하고 이에 응하는 

역할을 결정한다. 그리고 업이 요구되는 상황에 

한 조건들과 역할들의 계에 한 정보를 정의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발  상호연동에 필

요한 기능을 역할 모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직 

구조 정보나 역할들 사이의 상호동작을 명세화 할 

수 있으면 개발 과정을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소

트웨어 임워크에서 제공되는 템 릿 클래스들

을 결합해서 역할을 구 할 수 있다. 역할과 조직

이 명세화 되면 이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다. 따

라서, 응용 개발자는 역할과 역할 계에 한 최

소한의 정보를 기술함으로써 자발  상호연동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응용을 효과 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 할 수 있다. 

[그림 10]은 조직자와 역할 인스턴스의 구조를 

보여 다. 조직자는 응용의 시작과 함께 생성되어 

응용이 종료할 때 소멸된다. 조직자의 상황 정보 

수집  처리는 사 에 정의된 상황 조건에 필요

한 정보를 하 의 역할 인스턴스로부터 수집해서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조직 구조/행  리

는 상황에 따른 조직 구조의 변경  유지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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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강의 용용의 조직 구조

하고 역할 인스턴스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역할 인스턴스는 행 자 리, 역할 

계 리, 그리고 메시지 라우  기능을 포함한다. 

행 자들 사이의 메시지 달은 행 자와 연결되

어 있는 역할 인스턴스들이 계한다. 개발 단계

에서 실제 행 자의 네트워크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역할들 사이의 상호동작 메시지는 역할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술한다. 메시지 라우  모듈은 

다른 역할 인스턴스로부터 달된 메시지를 행

자에게 달하고 행 자가 생성한 메시지를 수신

해서 계를 맺고 있는 역할 인스턴스에 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역할 계 리는 상황에 따라 

인 한 역할들과의 계 정보, 업에 필요한 상

호동작하는 메시지 정보, 상호동작에 필요한 세션

을 리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행 자 상태 리

는 행 자의 상태 변경을 감시하고 변경된 상태 

정보를 조직자에게 한다. 

조직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조직자와 역할 인스턴스들을 동일한 머신에서 생

성되어 동작하는 앙 집 형이다. 그러나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행 자들은 범 한 지역에 분산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머신

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비효율 이므로 역할 인스턴

스들이 분산되어 실행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 

실행시간에 역할 인스턴스들이 배포되고 생성  실

행되는 구체 인 방안은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4.1 강의 응용 사례 

이 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강의 응용에 용한 

사례를 기술한다. 다음은 강의 상황에서의 시나리

오를 기술 한 것이다.

“교수는 컴퓨터 로그래  과목을 강의하기 해 강

의실 101호에 오  10시 57분에 입장한다. 교수의 

일정에는 강의실 101호에서 오  11시부터 컴퓨터 

로그래  강의에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교

수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의 응용을 

한 강사 역할의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다. 강사 

인스턴스는 강의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강의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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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테이션 리자를 발견하고 계를 설정한다. 

강사 역할은 리젠테이션 리자에게 리젠테이

션 서비스를 요청한다. 리젠테이션 리자는 e- 

class 서버에 속해서 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리젠테이션 리자는 빔 로젝트를 이용해서 일

의 내용을 출력하고 강의실 조명의 밝기를 조 한

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는 수강생 역할이 동작하

면서 수업 시간 시작하기 /후에 강의실에 입장

하게 되면 출결시스템에 출석을 등록하게 된다. 수

업이 종료되면 출석 시스템은 e-class 서버에 출

결 정보를 송한다.”

[그림 11]은 강의 시나리오에서 행 자로써 응

용에 참여하는 구성요소들과 추상화된 역할 조직

을 보여 다. 개발자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강의 

응용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역할로 추상화하고 

이들 사이의 계를 정의한다. 강의 응용은 기본 

상황과 강의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자는 

기본 상황과 강의 상황에 한 조건을 추가 으로 

기술한다. 강의 상황이 되면 [그림 11]와 같이 조

명 리자, 발표 리자, 출결 리자 역할들과 이

에 응하는 행 자들이 바인딩 되고 이들 사이의 

계가 설정된다. 이동성을 가지는 강사와 수강생

은 능동 역할이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수동 역할

이 된다. 여기서, 강의 리자는 이동성을 가지지

는 않지만 치에 의존 이지 않기 때문에 능동 

역할로 추상화 될 수도 있다.

5. 논의

유비쿼터스 응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들은 특정 

응용과는 무 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특정 응용의 

요구사항을 완 히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응

용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 뿐만 아니라 컴포 트

들 사이의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부분을 개발

해야 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용용의 개발에 필

요한 추상화 모델이나 개발 방안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이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응용의 

추상화에 합한 역할 기반 조직 모델을 제안한다. 

역할은 구성요소에 한 요구사항과 이들 사이의 

업, 즉 상호동작을 기술하기에 합하다. 유비쿼

터스 응용은 통 인 응용 소 트웨어의 개발  

실행 환경과는 다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행 자-컴퓨  장치-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응용에 참여하는 

컴포 트들의 이동은 상황 변화를 래하고 이는 

응용의 구조와 행 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

서, 응용 개발자는 개발단계에서 이런 특징들을 고

려해야 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응용과 컴포 트들

은 서로 무 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응용의 추상화 

모델이 필요하다. 구성요소들과 이들 사이의 업

을 추상화하기 해 역할 개념이 리 사용되고 

있다. BRAIN[2] 이나 E-CARGO[13]와 같은 기존

의 역할 모델들은 행 자 심의 에서 역할을 

보고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응용과 같은 오  시

스템에는 합하지 않다. 유비쿼터스 응용은 변화

하는 환경에 응하기 해 자신의 구조와 행 를 

조정해야 한다[4]. 

ROAD를 비롯한 최근의 역할 모델들은 조직  

에서 역할을 바라본다. 조직의 구조와 행 는 

역할 인스턴스들에 의해 조율된다. 행 자가 존재

하지 않더라도 역할 인스턴스는 존재할 수 있다

[3]. 조직에 포함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

자가 없거나 불능이더라도 조직 체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설계단계에

서만 사용되던 기존의 역할 개념을 구 의 단 로 

간주하고 있다. 한 역할 인스턴스는 컴포 트들 

사이의 상호동작을 돕기 한 추가 인 부분을 제

공할 수 있다. 역할은 행 자의 기능  요구사항

을 주로 정의한다. 자발  상호연동을 지원하기 

해서 행 자들의 비기능  요구사항이 설계 단

계에서 실행 단계에 걸쳐 용되어야 한다. 자발

 상호연동은 응용에 참여하는 행 자들의 이동

성(mobility)과 한 련을 가진다. ROAD를 

비롯한 기존의 역할 모델은 행 자의 이동성을 고

려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응용의 잠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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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한 고찰을 통해서 능동  수동 역할 

개념을 도입하 다. 응용의 구조와 행 를 조정하

기 해서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동작을 정형

화 시킬 수 있다. 상호동작에 필요한 공통 로세

스를 분석하고 정의함으로써 응용의 개발을 용이

하게 하고 자발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실행 환경

을 구성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자발  상호연동과 한 련을 가

지는 컴포 트의 이동성과 비결정  특성을 반

한 확장된 역할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해 

기존의 역할 개념을 확장하여 능동 역할과 수동역

할 개념을 도입하 다. 응용 개발자는 역할 모델을 

사용해서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만을 기술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 할 수 있다. 

자발  상호연동에 필요한 상호동작을 분석하고 

공통의 상호동작 로세스를 정의해서 공통의 소

트웨어 임워크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개발

자의 부담을 이고 견고한 소 트웨어의 개발을 

돕는다. 

향후 연구로는 조직과 역할에 한 명세 모델을 

정의하는 것이다. 명세 모델은 MDA(Model-driv-

en Architecture)[9]와 같이 개발 단계에서 응용의 

개발을 자동화하거나 실행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응용의 실행에서 요한 요

소 에 하나는 유비쿼터스 응용, 즉 조직의 생성

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생명주기룰 리하는 것이

다. 즉, 조직에 기반한 응용의 리를 의미한다. 이

를 해서 역할 조직 모델을 확장하고 이를 구

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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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Software Systems, 유비쿼터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등이다.

이 정 태 (jungtae@ajou.ac.kr)

현재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계산학 이학석사 및 계산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
는 컴포넌트 베이스 시스템, 미들웨어, 객체지향 응용 프레임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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