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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제안된 임워크들은 컨텍스트 응용이 미들웨어에 무 의존 인 형태로 인하여 컨텍스트 응

용의 확장성을 하시켜 용범 를 제한다. 한 컨텍스트 응용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서비스를 제한

으로 제공하는 문제 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미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의 독립

을 제안한 임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독립 임워크에서는 미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간 통신

에 JMS(Java Message Service)를 사용함으로서 메시지 송의 유실  여러 컨텍스트 응용 연결로인

한 처리속도 하의 문제 이 발생 한다. 이러한 통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socket통신을 사용

한 컨텍스트 응용을 제안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환경1)이 구축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악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와 서비스를 요청하

지 않아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

달로 인해 사용자의 동 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

용자의 상황인식을 통하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러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유비쿼

터스 컴퓨  인 라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 라는 일반

으로 사용자의 주변환경의 변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서

부분과,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하여 이를 추론하여 컨

텍스트 정보를 만들어내는 미들웨어, 마지막으로 미들웨어

로부터 추론되어 넘어온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가

기기  응용분야를 제어하는 응용으로 나눠진다[1]. 

   재 유비쿼터스 인 라를 구성하기 해  

Gaia(Context Infrastructure), SOCAM(Service-Oriented 

Context-aware Middleware), CoBra(Context Broker 

Architecture)와 같은 다양한 임워크가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재 제안된 임워크는 컨텍스트 응용개발이 

미들웨어에 의존 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컨텍스

트 응용개발이 미들웨어에 의존 인 형태는 컨텍스트  응

*본 연구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결과로 수행되었습

니다. 

용개발자가 응용을 쉽게 개발할 수 없다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이는 컨텍스트 인지 응용이 미들웨어에 종속되어 

미들웨어의 정보표 , 정보 달, 컨텍스트 인지 등의 방법

을 알아야만 컨텍스트 응용을 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이러한 문제는 컨텍스트 응용의 확장성을 하시

켜 용범 를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응용의 이

동을 어렵게 하여 서비스를 제한 으로 제공하는 문제

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UTOPIA[2]에서는 미

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부분을 독립 으로 설계하여 컨텍

스트 응용이 미들웨어에 의존 인 형태에서 벗어나 컨텍

스트 응용의 확정성을 높 다. 하지만, UOPIA에서는 미들

웨어와 컨텍스트 응용의 독립을 하여 설계되었지만, 미

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의 통신에 JMS를 사용하여 메시

지 송의 유실  여러 컨텍스트 응용 연결로인한 처리

속도 하의 문제 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서 이 논문에서는 socket통신을 이용한 컨텍스트 

응용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가. UTOPIA에서 컨텍스트 응용 독립

   UTOPIA에서 컨텍스트 응용은 미들웨어로부터 받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 기기를 직  제어하는 부분으로 

미들웨어와 가 기기의 간에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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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 계

   의 그림은 컨텍스트 응용이 미들웨어와 가 기기의 

간에 치하여 미들웨어로부터 컨텍스트 정보를 받고, 

가 기기를 제어하는 구성을 나타낸다. 컨텍스트 응용은 

처음 미들웨어와 통신을 해 속할 때 고유의 등록형식

을 미들웨어에 등록 요청한다. 미들웨어는 컨텍스트 응용

이 보낸 형식을 등록하고, 컨텍스트 정보를 등록된 형식에 

맞추어 컨텍스트 응용에게 송한다. 이 게 받은 컨텍스

트 정보를 컨텍스트 응용이 분석하여 가 기기에 제어명

령문을 송한다.

나. Socket

   소켓은 소 트웨어로 작성된 통신 속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응용 로그램은 소켓을 통하여 통신망

으로 IP 패킷을 송수신하게 된다[3]. 자바에서는 유닉스, 

도우에서 각각 유닉스 소켓(socket)과 도우 소켓

(WinSocket)을 사용할 수 있는 소켓 로그래  인터페이

스를 지원한다. 자바에서 소켓 로그래 을 사용하기 

해서는 java.net 클래스 사용해야 한다. 소켓 통신에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통신인 연결형과 

UDP(User Datagram Protocol)통신인 비연결형으로 나눠

진다. TCP통신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에 주로 사용

되며 Socket과 ServerSocket 클래스가 사용된다. UDP통

신은 비신뢰 인 데이터 송에 주로 사용되며 

DatagramSocket과 DatagramPacket 클래스가 사용된다.

다. JMS(Java Message Service)[3]

   JMS(Java Message Service)는 자바로 개발된 

MOM(Message-Oriented Middleware) 벤더와 DB개발 업

체 그리고 인터넷 련 업체가 메시징 기반 제품을 사용

하는데 근하기 한 공통의 자바 API를 제공하기 해 

만들어 졌다. MOM(Message Oriented Middleware)이란 

메시지 기반 미들웨어로서 메시징시스템을 비즈니시 시스

템에 용했을때 엔터 라이즈 메시지 시스템 는 메시

지 기반 미들웨어라고 한다. 

   메시징 제품은 Point-to-Point(이하 PTP) 는 

Publish/Subscribe(이하 pub/sub)으로 구분하며 PTP는 메

시지 큐(Queue)에 한 개념이며 각각의 메시지가 큐로 

달하면 메시지를 수신하는 클라이언트가  큐로부터 메

시지를 수신하는 동작원리를 가지고 있다. Pub/Sub는 다

수의 메시지 생성자가 토픽(Topic)으로 달하여 다수의 

메시지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달하는 메시지 모델이다. 

JMS는 인터페이스를 구 하고 리와 제어 기능을 제공

하는 메시징 시스템을 JMS 제공자(Provider)라고 한다. 

메시지 클라이언트는 JMS 클라이언트와 비 JMS 클라이

언트로 나 수 있다. JMS 클라이언트는 자바 언어로 작

성하고, JMS AP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로

그램이다. 로그래  언어에 상 없이 다른 로그램은 

비-JMS 클라이언트이다. 두 종류의 클라이언트는 서로 

통신할 수 있다.

   JMS가 사용하고 있는 리객체와 인터페이스 개발순

서를 보면 리객체는 시스템 리자가 생성하는 객체로

서 JMS Configuration Information을 포함하는 객체를 말

하고 이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데 리자는 이 객

체를 네이  서비스의 네임스페이스(JND)내에 둔다. 

3. 컨텍스트 응용 구

   컨텍스트 응용은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미들

에어와  통신을 담당하는 미들웨어 통신모듈, 통신을 통하

여 들어온 메시지를 싱하여 명령문을 구성하는 싱모

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되어 구성된 명령문을 가 기

기에 달하는 가 기기 통신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컨텍스트 응용 구성 

가. 미들웨어 통신모듈

   컨텍스트 응용에서 미들웨어 통신모듈은 미들웨어와 

통신을 하기 한 부분으로 메시지 송에 한 신뢰와 빠

른 메시지 처리를 해 TCP통신을 통하여 컨텍스트 응용

을 구 하 다. 이는 UTOPIA에서 JMS통신 방법을 사용

하여 메시지를 송할 때 발생하는 메시지 유실 상과  

여러 컨텍스트 응용 연결로인한 메시지 처리속도 하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TCP통신을 사용한다. TCP통신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과 안정 인 메시지 처리를 할 

수 있어 합한 통신 방법이다.

   TCP통신을 통하여 미들웨어와 속할 때 패스워드를 

통한 간단한 인증 차를 거친다. 이는 미들웨어에 허가되

지 않은 컨텍스트 응용의 근을 차단하기 해서이다. 인

증에 통과하면 미들웨어로부터 통신형식등록을 한 

'OK'메시지를 받는다. 통신형식등록 상태가 되면, 컨텍스

트 응용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통신형식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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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ence(?x, w:_IN)

Name(?x, w:_cheon)

Is(?x, ?y)

<표 1> 통신형식 등록의  

  

   의 통신형식은 사용자의 출입여부, 이름, 치, 외출 

등 여러 상황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통신형식은 각각

의 컨텍스트 응용에서 심 있는 상황으로, 미들웨어에서 

등록된 상황이 발생하면, 각각의 컨텍스트 응용에게 컨텍

스트 정보를 송한다. 한 컨텍스트 응용은 미들웨어에 

센서로부터 수집된 재 환경 정보를 주기 으로 요청하

여 가지고 있다. 이는 가 기기제어를 해 재 환경정보

와 상황설정정보를 비교하여 가 기기의 제어를 단하기 

해서다. 이 게 수집된 환경정보는 DB 일로 장되어 

싱모듈에서 가 기기 제어 명령문을 구성할 때 사용된

다.

(그림 3) 통신모듈과 미들웨어 통신 구성

나. 싱모듈

   미들웨어 통신모듈을 통하여 들어온 컨텍스트 정보는 

싱모듈을 통하여 분석 처리되어 가 기기 통신모듈로 

보내진다. 

   미들웨어로부터 들어오는 컨텍스트 정보 형식은 아래 

표2와 같다.

Situation:entrance(x,y)

State:temperature(x,y)

<표 2> 컨텍스트 정보 형식

   싱모듈은 의 컨텍스트 정보로부터 재 상황과 상

태를 추출한다. 싱되어 추출된 상황과 상태는 사용자가 

미리 정의해둔 DB정보를 바탕으로 상황과 상태에 맞추어 

가 기기를 제어하는 명령문을 구성한다. 사용자가 미리정

의해둔 DB는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맞추어 그에 해당하

는 가 기기를 설정해둔 데이터를 말한다. 를 들어 사용

자가 에 입실하 을 경우 TV와  등을 켠다는 

내용을 DB에 정의해 둔다. 이 게 정의해둔 상황과 컨텍

스트 정보를 통하여 알아낸 상황이 일치할 경우 정의해둔 

상황의 해당가 기기 제어 값과 미들웨어 통신모듈을 통

해 장된 환경정보 DB 값을 비교한다. 비교하여 서로 값

이 틀릴 경우 정의해둔 상황DB의 가 기기 값을 바탕으

로 가 기기 제어 명령문을 구성한다. 이 게 구성된 가

기기 제어 명령문은 가 기기 통신모듈을 통하여 가 기

기로 송된다.

   미들웨어로부터 들어온 환경정보는 싱모듈로 해져 

재 실행 인 상황을 체크하는 데이터로 사용된다. 를 

들어 재 온도를 15℃에서 20℃로 올리는 상황에 따라 

온풍기를 실행시켰다. 외부 환경정보를 모를 경우 재온

도가 얼마인지  측 할 수 없어 온풍기를 지할 수 

없고, 온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해 미들웨어 통신모듈은 미들웨어로부

터 들어온 환경정보를 싱모듈에게 달한다. 이 게 

달된 환경정보는 실행 인 가 기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가 기기의 실행 지를 단한다.

 다. 가 기기 통신모듈

   가 기기 통신모듈은 싱모듈에서 만들어진 가 기기 

제어 명령문을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 기기 통신모듈의 구성은 가 기기의 통신방법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가 기기가 RS232통신을 통하여 

통신한다면, 컨텍스트 응용의 가 기기 통신모듈을 RS232

통신으로 구성하며, RS485통신을 통하여 통신하는 가 기

기면, 컨텍스트 응용의 가 기기 통신모듈은 RS485로 통

신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다양한 통신을 가지고 있는 가

기기들을 하나의 컨텍스트 응용에서 제어해야만 하는 환

경에서는 다양한 통신환경을 하나의 가 기기 통신모듈에 

넣어 개발 할 수 있고, 각각의 통신방법에 따라 여러 컨텍

스트 응용으로 개발 할 수 있다.

4. 결론

   JMS통신을 사용한 컨텍스트 응용은 메시지 유실로 인

한 컨텍스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상황 발생과 다수

의 컨텍스트 응용의 연결로인한 처리속도 하 문제를 발

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TCP통신 컨

텍스트 응용을 제안하 다. TCP통신는 1 1 통신을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과 다수 메시지의 빠른 처리속도

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정확한 컨텍스트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 신뢰성과 빠른 메시지 처리가 요구되는 미

들웨어와 컨텍스트 응용간의 통신에 합하다고 단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컨텍스트 정보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기존 가 기기  여러 응용기기

와의 효율 인 연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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