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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모바일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위한 

동적 서비스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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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모바일 디바이스 증가에 의해 기업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기술  랫폼이 제시되고 있으나, 변하는 기업 업무의 신속하고 즉각 인 응을 한 변경 가능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유연한 모바일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응형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쳐를 
제안 한다. 본 응형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쳐는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응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동 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안하며, 응형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쳐의 핵심 요소로 응형 서비스 리자, 핫스팟, 설정기를 제안한다. 이
러한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는 동  서비스 로세스를 제안한다. 한, 기업의 업무에서 이용 가능한 로젝트 리 
모바일 서비스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업의 다양한 변화 업무를 유동 으로 응

하기 한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정 인 모바일 서비스 범 를 넘어서 동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형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쳐를 제공한다.

Abstract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enterprise smartwork system by a mobile device increases in these days. 
Therefore, it has been suggested in the technical platform of smartwork system. But,the research of the changeable
smartwork system for quick and immediate correspondence of rapidly changing business affairs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able mobile service architecture that can b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flexible mobile
smartwork system. This adaptable mobile service architecture is possible to dynamic service connecting the adaptable
service in an existing smartwork system, and the core elements of the adaptable mobile service architecture propose 
'Adaptable Service Manager', 'HotSpot', and 'Configurator'. We propose the dyanmic service processs that based on
These core elements. Also, we verify the feasibility through case study that develop the project management mobile 
service that is usable in business of enterprise. Thus, this research provides the adaptable mobile service architecture 
that can provide the dynamic mobile service beyond the static mobile service of the existing smartwork system for 
the various change business of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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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디바이스의 사용 증가로 모바일 서비스가 증

가하 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모바
일 서비스는 개인의 생활뿐 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에도 

많은 향을 주어 효율 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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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로의 업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워
크는 기존의 물리 인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1]. 
스마트워크 활성화에 따라 기술  랫폼이 기존에 

제시되고 있으나, 변하는 기업 업무의 신속하고 즉각

인 응을 한 스마트워크 랫폼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업무의 변화에 즉
각 으로 응 가능한 응형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쳐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아키텍쳐
는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과 결합되어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제안하는 동  서비스 응 기술은 서비스를 변경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2]는 서비스를 
러그인하여 서비스의 단순 결합에 집 된 응기술이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서비스의 다양한 변경
이 가능하며, 한 기존 연구가 리자나 개발자 에

서 변경하여 즉각 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발자, 리자, 업무
자 등 모든 측면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

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아키텍쳐를 제안한다. 

Fig. 1. Smartwork System based on Adaptable Architectur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Fig. 1에서와 같이 기존
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동 인 변경을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응형 서비스을 해 동  서비스 설정 기법을 

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응형 서비스 아키
텍쳐는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악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한 동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연구를 통
해 응형 구조와의 차이를 악한다. 3장에서는 응형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한 구조와 로세스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응형 스마트워크 아키
텍쳐가 실 가능한지 사례연구를 통해 합성을 검증하

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스마트워크 시스템 핵심기술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한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으

며,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되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다. 
커뮤니 이션 서비스 : 커뮤니 이션 서비스는 스마

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해 가장 요한 요소 서비스 

 하나로서 원격지에서 회사와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

하기 해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는 단순한 음성 통신수
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음성· 상 화를 비롯한 
상회의·실감형 텔 즌스·통합 커뮤니 이션(UC)·
로드캐스  등 사용자간 통신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원격업무지원 서비스 : 데스크톱 가상화·스토리지 클

라우드·원격제어 등 원격지에서도 회사와 동일한 업무 
환경 제공을 한요소 기술로써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이나 단일화된 방식의 표 을 사

용하지는 않고 있다.
원격 업 서비스 : 공동문서작업·자료 공유·화면 공유 

등 거리상 떨어져 있는 작업자간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업 수단을 제공하는 요소 서비스로써 

구  Docs[3]/MS 원드라이 [4]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워크 로우 : 스마트워크를 각 산업에 용함으로써 

시 지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이 

반 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한 이러한 작업환

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자동화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스

마트워크의 빠른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해 워크
로(작업순서)를 상세히 기술하는 워크 로 명세서[5]
와 이를 이해하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각 산업별 워크 로 처리 로세스의 개발을 통한 스마

트워크의  산업 용 추진이 필요하다. 업무 로세스

별 결재라인 자동생성·품질 리 등에 한 명세서를 워

크 로 엔진에 탑재하면 바로 원격업무환경에 용  함

으로써 그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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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martwork System Architecture

네트워크 : 스마트워크는 모든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네
트워크 자원 리  품질제어·이동성 제어 기술 등을 통
해 원활한 스마트워크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한 기술

이 필요하다. 이를 해 단순한 고정형 유선 인터넷은 물
론 무선 네트워크·이동 네트워크에서의 작업환경 제공과 
각 네트워크 간 이동 시에도 원활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보장해  수 

있어야 한다[6].
보안 : 각 기업에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

크작업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안 한 요한 요소 

 하나이다. 이를 해 네트워크 보안·응용/데이터의 보
안·사용자 인증 등에 있어서 견고한 보안기능제공을 통
해 안 한 업무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한 표  

입출력 인터페이스·고령자/장애인용 인터페이스·고실감
형 인터페이스의 제공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에게 최 의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2 스마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쳐

연구 [7]의 지식 업 스마트워크 서비스 랫폼은 서
비스 랫폼이 갖추어야 하는 생성, 실행, 리 환경을 

제공하며, 한 시맨틱 웹 서비스 기술과 동 으로 

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인딩하는 동  서비스 응

(Adaptation) 기술을 용하 고, 스마트워크용 업 도

메인을 한 지식 업 인에이블러를 포함한다. 업이 

아닌 타 도메인의 응용을 해서는 해당 도메인을 한 
인에이블러를 만들어 러그인할 수 있다. Fig. 2는 지식 
업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보여주며, 지식 
업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시맨틱 기반 서비스 편집기

(Service Editor), 동  융합서비스 실행 환경, 융합서비
스 리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동적 커스터마이제이션 연구

응형 모바일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한 동  커스

터마이제이션의 기존 연구  기술은 다음과 같다. 
Catalysis[8]는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컴포 트들을 가

지고 어 리 이션을 개발하는 데 을 두고 있는데, 
분석에서부터 구 까지 이르는 컴포 트 모델링 기법들

을 정의하며 컴포 트들을 명세화하는 기법 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에 정의된 차들을 보면 다
양한 도메인에 용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추출하여 컴

포 트를 설계하는 세부 지침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Componentware[9]에서는 컴포 트 개발의 여러 단

계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로세스 패턴들을 제공한다. 컴포 트는 재사용

성이 높고 동  바인딩이 용이하도록 설계 기법이나 가

변성 설계 지침이 구체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방
법론에서는 단지 인터페이스 정의 수 에 제공하고 있다.

CoPAM(Component-Oriented Platform Archi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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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10]은 제품 공학(Product Engineering)을 한 
개발 로세스로서, 랫폼 엔지니어링(Platform Engineering)
과 제품 엔지니어링 2개의 서  로세스로 구성되어 있

으며, 랫폼 공학에서는 여러 개의 재사용 컴포 트들

로 구성된 랫폼을 개발하기 한 로세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 공학 로세스에서는 이러한 랫폼을 이
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한 업무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랫폼 엔지니어링 로세스에서 여러 도메인

에 공통된 부분과 가변 인 부분들을 컴포 트로 추출하

기 한 활동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컴포 트 내

부 설계 기법이나 가변성 설계와 련된 구체 인 지침

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Fig. 3. MetaInfo in Android Platform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임워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스마트워크 서비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구 하기 한 기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를 가변 으로 변경하기 한 방법은 설정 정보를 통해

서 가능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임

워크는 Fig. 3과 같이 설정정보(AndroidManifest.xml) 
내의 인텐트 필터(Intent Filter)에 가변 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정의한다.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 임워크 내의 패키지 리자(Package 
Manager)는 인텐트 필터에 정의된 서비스를 필터링하여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11].

3. 적응형 스마트워크 시스템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조에 응형 서

비스(Adaptable Service)를 추가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
에 해 동 으로 서비스를 용하기 한 구조를 제안

한다.

3.1 적응형 스마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운  에 서비스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서비스는 스마트워크 시스
템의 기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 사용자에게

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는 기업의 다양한 변화 업무를 유동 으로 응하기 

한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정 인 서비스 범 를 

넘어서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응형 아키텍쳐

를 제공한다. 

Fig. 4. Adaptable Architecture for Smartwork System

기존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아키텍쳐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응형 아키텍쳐를 용했을 때 Fig. 4와 같이 
응형 서비스 리자(Adaptable Service Manager)와 
알림 리자(Notification Manager), 그리고 메타정보
(MetaInfo)로 구성된다. 

Fig. 5. Components of Adaptable Service Manager

응형 서비스 리자는 Fig. 5와 같이 핫스팟
(HotSpot), 설정기(Configurator), 커스터마이제이션 인
터페이스(Customization Interface)로 구성된다. 핫스팟
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해 가변 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설정기는 핫스팟에서 가변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 인 메타정보를 해석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인터페이스는 메
타정보에 해 외부에서 설정하기 한 역할을 한다. 
알림 리자는 동 으로 변경된 서비스에 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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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들에게 변경 정보를 제공하기 한 리자이다. 
알림과 동시에 변경된 설정 정보도 같이 제공되어 해당 

디바이스에 용된다. Fig. 6과 같이 알림 리자는 응
형 서비스 리자에 의해 설정된 메타정보를 푸시 서비

스를 이용하여 업무 참여 디바이스에 송하여 자동 

용된다. 

Fig. 6. Relation MetaInfo and Service

응형 서비스를 한 메타정보는 Fig. 7에서와 같이 
기존 서비스(a)와 다르게 서비스들 간에 결합도를 낮추
어 다양한 서비스로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정
보는 모바일 랫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응형 서비스를 한 메

타정보로 제한한다. 

Fig. 7. Existing Service and Dynamic Service

안드로이드 기반의 응형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한 

메타정보는 Fig. 8에서와 같이 안드로이드의 설정 일

(Manifest)을 기반으로 한다. 변경 가능한 서비스에 해 
카테고리(Category) 역에 “HOTSPOT_SERVICE_NAME”
을 가변 으로 정의하여 동 으로 변경 가능 하도록 정

의한다. 

Fig. 8. MetaInfo Structure

변경 서비스에 해 Fig. 9에서와 같이 메타정보에 정
의된 실제 서비스명을 정의하지 않고 핫스팟에 한 가

변 인 설정 정보를 정의하여 가변 으로 서비스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9에서는 “Biz Service A”와 
“Biz Service B”는 메타정보를 통해 동 으로 변경이 가

능하며 기존 서비스는 향을 받지 않는다. 

Fig. 9. Code for Adaptable Service

동  서비스를 한 방식은 Fig. 10과와 Fig. 11와 같
이 선택 인 방법과 추가 인 방법으로 구성된다. 선택
인 방법은 Fig. 10과 같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서비스에
서 연결될 서비스에 해 설정해 놓으면 서비스가 요청

될 때 서비스를 선택된다.

Fig. 10. Dynamic Service Architecture by Selection

Fig. 11. Dynamic Service Architecture by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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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daptable Smartwork Process

서비스 추가 인 방법은 Fig. 11과 같이 어 리 이

션을 러그 인하여 메타정보에 설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된 서비스로 변경될 수 있다.

3.2 적응형 스마트워크 프로세스

응형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로세스는 Fig. 12와 
같이 처리된다.

(1) 리자가 서비스 변경을 요청한다. 
(2) 스마트워크 시스템 내의 응형 서비스 리자에 
의해 메타정보를 변경한다. 

(3) 이 게 변경된 서비스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서비

스를 사용자하는 사용자들에게 통지 된다.
(4)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단 없이 변경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응형 스마트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 방식과 

다르게 서비스 설정에 해 단일 채 로 리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채 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변경 리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변경의 로세스에 해 응형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Fig. 13과 같이 “Adaptable 
Service Manager”를 심으로 설정을 한 “Configurator”
와 동  서비스를 실행을 한 “HotSpot”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변경  실행 흐름은 Fig. 14와 같이 “Configuration 

Service”의 리자 서비스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변경 
설정이 가능하며, “Adaptable Service Manager”는 “Configurator”

를 통해 설정 정보를 장하거나 호출하기 한 기능을 

제공한다. “User Service”의 사용자 서비스는 “HotSpot”
을 통해 변경된 서비스를 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 13. Static Model for Adaptable Smartwork Service

Fig. 14. Dynamic Model for Adaptable Smar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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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응형 서비스 아키텍쳐를 모

바일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용하여 실행 가능한지 합

성을 검증한다. 
본 사례는 기업에서 로젝트를 리하기 한 모바

일 서비스로서 로젝트 책임자가 로젝트 참여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알림 서비스를 eMail로 제공할 경우 
동 으로 알림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를 나타낸

다. Fig. 15에서 로젝트 리 서비스 내용을 지정 후에 
등록을 하면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eMail 서비스를 통해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재로서는 

리자에게 서비스를 변경하도록 하여 서비스 변경이 이루

어지고 있다.

Fig. 15. SmartWork Service using eMail

Fig. 16은 기존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구조에 응형 
서비스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동 으로 변경하기 한 서

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게 제공된 서비

스를 통해 업무 사용자는 동 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즉각 으로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알림 서비스를 eMail에서 SNS로 변경하여 용
하면 응형 서비스의 응형 서비스 리자(Adaptable 
Service Manager)를 통해 기존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변
경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 정보는 동 으로 리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의 설정 일(AndroidManifest.xml)
이나 추가 설정 일에 장할 것이다.  

Fig. 16. Customization using Adaptable Service

Fig. 16에서 변경된 서비스는 Fig. 17에서와 같이 
로젝트 등록 시 eMail 서비스가 아닌 SNS 서비스를 통
해 알림 서비스를 동 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7. Customized Service by Adaptable Service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응형 서비스 아키텍쳐는 다

음과 같은 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발의 재사용성을 향상시켜주기 

한 설정 기법은 아직까지 모바일 앱 개발 수 과 비교

하여 미흡하며, 기 연구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재사용

성을 향상시켜 개발  운 의 생산성을 향상 시 킬 것

이다.

-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변경 용이성 향상

스마트워크 시스템 솔루션 업체에게 서비스 통합 기

술과 기본 아키텍쳐를 제공함으로써 동 으로 기능 추가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개발뿐만 아니라 
운 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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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발의 복잡성 문제 해결

스마트워크 시스템 내의 서비스들 간에는 긴 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 이
러한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고 상호 연동성  운 성

을 극 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모바일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다양

한 업무를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응형 아키텍쳐

를 용하고자 한다. 응형 아키텍쳐를 통해 실시간으

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메타정보를 통해 즉각

으로 반 되어 스마트워크 환경에 맞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  가

능함을 검증하 다. 향후에는 본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스마트한 동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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