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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한 이슈는 사용자에게 재 상황에 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며, 이를 해서 상황 인식(Context Aware) 기법에 한 연구가 리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상황 인식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상황 인식 환경이 구축이 되면 센서가 환
경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특정한 애 리 이션을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자동 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애 리 이션의 모니터링이 매우 
요하다. 애 리 이션의 기능,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CPU, Memory 사용량 등의 측정에 
이용이 되었던 JMX(Java Management Extension)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 인식 애 리 이
션에 합한 모니터링 기법을 설계하고 용방안을 제시하 다.

1.  서  론

  유비쿼터스 컴퓨 은 일상생활 속에 편재해 있는 컴퓨

 자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동 인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조용한 컴퓨 , 

보이지 않는 컴퓨 , 사라지는 컴퓨  등의 용어는 유비

쿼터스 컴퓨 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을 잘 설

명해주고 있다.

 일반 인 상황 정보는 사용자 상황, 물리  환경 상황, 

컴퓨  시스템 상황, 사용자-컴퓨터, 상호 작용, 기타 상

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재 상황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상황 인

식(Context-Awareness)이라한다 [1, 2].

 유비쿼터스 환경은 기존 컴퓨  환경에서 사용자와 컴

* 본 연구는 21세기 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컴퓨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

의 지원에 의한 것임

퓨터간의 화형 상호작용이 아닌 물리 인 환경, 상황 

등을 시스템이 인식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을 지원하는 상황 인식 기술이 필수 인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다. 한 상황인식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 정

보 수집, 해석, 인식, 추론과정을 거친다. 사용자가 제어

하는 기존의 수동 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용자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 사용자에게 맞춰진 개인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황 인식 서비스는 의료, 교육, 재난, 구호, 쇼핑 등 사

회  분야에 걸쳐 응용될 수 있어 사회 반에 걸쳐 많

은 향을  것이다 [1]. 

 유비쿼터스 컴퓨 의 3가지 핵심 이슈는 자동 수집

(Autonomic Sensing), 상황 인식(Context-Aware), 자가 

성장(Self-growing)이다. RFID나 Smart Dust와 같은 센

서가 주변의 상황정보를 인식하고(Autonomic Sensing), 

이를 잘 분석해서(Context-Aware), 한 산출물을 출

력한다. 이 과정에서 센서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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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Self-growing) 다음 인식과 분석 시에 더 합

한 산출물을 출력해주게 된다.

 사용자에게 최 화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여 애 리 이션의 모니터링은 필수 이다. 애 리

이션을 모니터링 하기 해 여러 툴이 있지만 본 논문에

서는 JMX를 이용한다. 기존에는 JMX를 시스템의 CPU, 

메모리 사용량, 등의 자원을 모니터링 하는 도구로 사용

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JMX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 인식 애 리 이

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 다.

 JMX를 자바 코드에 삽입하여 에이 트를 만들고, 분산 

 리 미들웨어와 리 계층을 구 한다. 이 솔루션들

은 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하게 통합하여 최

의 리 수단을 제공한다 [3, 4]. 

2 .  련 연 구

  

2.1 JMX (Java Management Extension)

  JMX는 로그래머들에게 자바 애 리 이션의 모니터

링과 리 기능을 제공한다. JMX 기술을 사용하면 

MBean(Managed Bean)으로 알려진 하나 이상의 사용자 

JavaBean 오 젝트를 통해 한 기계 안의 애 리 이션, 

디바이스, 는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

림 1]과 같이 세 개의 계층의 조합은 완 한 리 솔루

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따라서 JMX 기술은 이식성, 리 기능의 on-demand 배

치, 동   이동성 서비스, 그리고 보안을 모두 제공해 

다. [그림 1]에서 보듯이 JMX는 기본 으로 세계의 계

층으로 되어있다 [3, 4, 5, 6].

[그림 1] JMX 구조

1) 매개 계층 (Instrumentation Level)

 애 리 이션, 디바이스, 서비스와 같은 리소스들은 

Manage Bean(MBean)이라고 불리는 자바 오 젝트를 

이용하여 설치된다. MBean은 원격으로 리하고 모니터

링 하는 JMX 에이 트를 통해 속성과 연산으로 구성된 

리 인터페이스(속성과 조작)를 보여 다.

2) 에이 트 계층 (Agent Level)

 JMX 에이 트의 주요 컴포 트는 MBean 서버이다. 

MBean 서버는 MBean이 등록 되어 있는 코어 리 에

이 트 오 젝트 서버이다. JMX 에이 트 한 MBean

을 핸들링하기 한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JMX 에

이 트는 직 으로 리소스를 제어하여 원격 리 에이

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리 계층 (Manager Level)

 로토콜 어 터(protocol adaptor)와 표  커넥터

(connector)에 의한다. 에이 트의 Java 가상 머신(VM) 

외부에 있는 원격 리 애 리 이션으로부터 근 가능

한 JMX 에이 트를 만드는 로토콜 어 터(adaptor)와 

커넥터(connector)를 정의한다.

 

2.2 상황 인식(Context Aware)

 사용자가 컴퓨터를 제어할 때는 상황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을 보완해서 컴퓨터가 상황을 이해하게 만

듦으로써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커뮤니 이션을 더욱 효

과 으로 만든다.  사용성이 더욱 뛰어난 컴퓨 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분야가 ‘Context 

Aware Computing'이다.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 Aware Service)를 구성하는 

방법론은 컨텍스트(context)의 수집, 장, 제공, 소멸로 

크게 4가지 단계로 나 어진다 [7].

[그림 2] 상황 인식 서비스의 구성 요인

1) 수집 단계

 컨텍스트(context)의 수집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

(device) 혹은 애 리 이션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사용자

의 환경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센서가 얻어 낸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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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센서와 연결되는 객체(object)와의 상 계 분석을 

통한 정보 취합의 단계이다. 

2) 장 단계

 이 단계에서 컨텍스트(context) 정보의 장은 앙집

식의 장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여러 경로로 유

입된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를 각 수집단말과는 분리해

서 장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컨텍스트 정보의 독립

성을 유지하고 장된 컨텍스트를 서로 다른 단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

3) 제공 단계

 컨텍스트(context)의 제공 단계는 실제 정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말에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

된다. 이 때, 장된 컨텍스트 정보에서 재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컨텍스트 정보를 제

공해 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

는 ‘사용자 주도형’이 될 수 있고, ‘시스템이 먼  반응하

는 ’시스템 주도형‘이 될 수 있다. 

4) 소멸 단계

 컨텍스트(context)는 한번 생성된 것이 속 으로 사용

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컨텍스트의 속성, 시

간, 혹은 다른 컨텍스트에 따라 소멸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사용자가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동함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 바 기 때문이다.

 [표 1]을 보면 소멸과 련한 컨텍스트의 종류는 속성 

컨텍스트, 소멸형 컨텍스트, 변화형 컨텍스트로 3가지의 

종류로 나  수 있다. 

설   명 표  

속형
변하지 않는 속 인 데

이터이다. 즉, 고유 속성 

등 이다

사용자의 

profile

(생년월일 등)

소멸형

시간 혹은 타 컨텍스트에 

따라 자체가 소멸하는 컨

텍스트로서 수집된 컨텍스

트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소멸하는 컨텍스트이다.

병원에 입원하

는 컨텍스트는 

퇴원을 하게 되

면 사라진다.

변화형

수집된 컨텍스트가 자체  

혹은 다른 컨텍스트로 인

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

이다.

치정보

[표 1] 소멸단계의 컨텍스트(context) 분류 

3 .  상 황  인 식  애 리 이션  모니터링 시 스템  설계

3.1 구조 설계

[그림 3] 상황 인식 환경에서의 JMX 용 구조

 

 [그림 3]은 상황 인식 환경에서의 JMX 용 구조이다. 

사용자 주  환경에 설치 되어있는 센서들이 사용자 환

경에 맞는 정보들을 수집한다. 각각의 센서들은 수집한 

정보들을 수집기(Receptor)에게 달을 하고, 수집기

(Receptor)는 센서에게서 받은 정보들을 컨텍스트 매니

(Context Manager)에게 달한다 [8]. 

 컨텍스트 매니 는 받은 정보들을 모델링하고 각 상황

에 의한 정보들을 장한다. 센서에게서 받은 정보   

복잡한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정보들은 곧바

로 애 리 이션을 실행하여 처리 실행 시간을 인다. 

보다 나은 상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어 테이

션 매니 (Adaptation Manager)에게 정보들을 달한다.

 어 테이션 매니 (Adaptation Manager)는 이 정보들

을 이용하여 보다 사용자 상황에 맞는, 보다 나은 서비

스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애

리 이션을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한다. 

 이런 상황 인식 시스템 에 JMX를 용하여 유비쿼터

스 지능형 공간에서의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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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

간에서의 모니터링 구조이다.

[그림 4]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에서의 

모니터링 구조 설계

 유비쿼터스 환경의 지능형 공간에서 모니터링 할 요소

들은 굉장히 많다. 이는 JMX를 이용하여 애 리 이션, 

서비스, 디바이스, 유  등 다양한 타입의 리소스를 리 

할 수 있다 [9, 10].

 정보 수집 단계에서 센서들이 사용자 주 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집기(Receptor)에 보낸다. 이 게 보낸 정보들

을 하나의 MBean으로 만들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를 들어 사용자 주 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 센서가 수집

하는 온도, 사용자 침 의 압력 센서가 수집하는 압력, 

조도 센서가 수집하는 조도의 수치 등이 요소로서 모니

터링 할 수 있다.  

 사용자 주 의 각종 장치(device)도 모니터링 요소가 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주 에는 컨텍

스트 매니 와 통신하는 각종 장치가 있다. JMX의 외부 

리 애 리 이션에서는 MBean이 보내는 통지

(notification)의 등록과 수신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휴

하는 PDA나 각종 장치들이 송하는 정보들을 MBean

화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서 각종 장치  센서들의 이상 

유무를 단할 수 있다. 

 이제 하  계층이 아닌 정보들을 가공하고 애 리 이

션을 실행하는 상  계층을 살펴본다. 

 어 테이션 매니 (Adaptation Manager)는 컨텍스트 

매니 (Context Manager)에서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맞는 상황을 추론한다. 여기서 어 테이션 매니 는 하

 계층에서 계속 변하는 상황 정보들을 받는다. 변하는 

정보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상황 추론 값도 계속 변하게 

된다. 어 테이션 매니 의 변하는 요소들을 악하고, 

MBean화하여 MBean 서버에 등록을 한다. MBean 서버

는 등록 된 요소를 어 터(adaptor)나 커넥터(connector)

를 통하여 뷰어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어 테이션 매니 (Adaptation manager)는 추론한 값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애 리 이션을 실행한

다. 여기서 애 리 이션은 지능형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 제 로 작동하는지와 실행하는 각각의 애 리 이션

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지에 하여 모니터링은 필수

이다. 각각의 애 리 이션의 변수, 오 젝트 그리고 메

소드 같은 모니터링 요소들을 MBean화하여 MBean 서

버에 등록을 하여 각 요소들의 변화 값을 모니터링 한

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니터링 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 애 리 이션이 제 로 작동을 하는지, 다른 

애 리 이션과 충돌이 생겨 오작동을 하는지에 해 알 

수 있게 된다. 

 이 게 각 부분들의 모니터링 요소를 각각 MBean으로 

만들어 MBean 서버에 등록을 한다. MBean 서버에 등록

을 하기 에 각각의 MBean들은 요소 핸들러(Factor 

Handler)라는 계층을 거쳐 MBean 서버에 등록이 된다. 

모니터링을 할 각각의 MBean들은 MBean 서버에 등록

을 하여 리를 하게 된다. 

 유비쿼터스 상황 인식 환경에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요

소는 굉장히 많다. 즉, MBean 서버에 등록해야 하는 

MBean들이 많아진다. MBean 서버에 등록할 MBean들

이 많아지면 그 만큼 지연시간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부

화가 걸리기 쉽다. 이러한 문제 을 방지하기 해서 요

소 핸들러(Factor Handler)라는 계층을 두었다. 이 핸들

러는 리자가 모니터링 할 항목만 MBean 서버에 등록

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소 핸들러가 상황에 맞게 모

니터링 할 MBean만 MBean 서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모든 MBean을 MBean 서버에 등록을 할 경우보다 지연

시간과 시스템의 부하를 일 수 있다.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은 각 부분들이 연계되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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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를 지닌다. 각각의 부분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Context Aware) 환경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의 원할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의 하나의 MBean인 애 리 이션

과 JMX의 계를 나타낸 구조이다.

[그림 5] JMX와 애 리 이션의 구조

 [그림 5]의 구조를 살펴보면 변수나 오 젝트가 필요한 

경우 MBean 인터페이스(interface)를 구 하여 MBean을 

생성한다. 생성된 MBean을 MBean 서버에 등록한다. 이

게 등록된 MBean을 커넥터나 어 터를 통하여 라

우 로 모니터링 한다. 

 리소스의 설치에 근을 구 하기 해서는 MBean을 

생성해야한다. MBean의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일반

으로 읽고 쓸수 있는 이름별, 타입별 속성들과 활성화될 

수 있는 이름별, 타입별 작용들로 구성되어있다. 

 다음 단계는 하나의 클래스를 생성을 한다. 클래스를 

생성 한 후에 MBean 인터페이스의 구 을 생성해야한

다. 클래스에 JMX에서 제공하는 get(), set()와 같은 메

소드를 개입시켜 클래스의 모니터링 할 오 젝트에 해 

퍼런스(reference)를 얻는다.

 MBean은 MBean 서버로 불리는 코어 리 상 오

젝트 서버에 등록된다. MBean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모

든 에이 트가 리 애 리 이션에 공개되어 리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MBean 서버는 MBean의 리 인터

페이스만을 공개하고 오 젝트의 직  참조는 공개하지 

않는다.

 리소스가 MBean에 의해 설치 된 후에는 JMX 에이

트를 통해 리할 수 있다. 에이 트는 서버에 치한 

서비스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에이 트 서비스는 

MBean 서버에 등록된 MBean에서의 리 작용을 수행

할 수 있는 오 젝트이다. 에이 트 서비스도 MBean이 

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에는 에이 트 서비스와 그 기능

을 MBean 서버로부터 제어할 수 있다. 에이 트 서비스

는 모니터로 MBean 속성의 수치 는 변화 값을 찰

해  각종의 변경을 다른 오 젝트로 통지할 수 있다. 

한 타이머에 의해 스 링 기구를 제공해 사 에 정의

한 각종의 통지를 송신할 수 있다.

 모니터링 요소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존의 리 로토콜이나 독자 인 로토콜에 의한 다

양한 방법으로 액세스 된다. 에이 트의 자바 가상 머신 

외부에 있는 원격 리 애 리 이션으로부터 JMX 에이

트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MBean 서버

는 로토콜 어 터(adaptor)나 커넥터(connector)를 사

용한다. 

 로토콜 어 터는 지정된 로토콜을 개입시킨 JMX 

에이 트의 리 뷰를 제공한다. MBean의 조작  

MBean 서버가 지정된 로토콜의 형식으로 변환한다. 

리 애 리 이션은 JMX 에이 트에 해서 MBean 

서버의 원격 형식에서 액세스 하는 것이 아니라, MBean 

서버의 매핑(mapping)된 조작으로 액세스한다.  어떤 어

터도 MBean 서버에 등록된 모든 MBean 특유의 로

토콜을 사용해 뷰를 제공한다. 이는 라우 나 J 

manager 등이 해당된다. 외부 리 애 리 이션에서는 

MBean 속성의 취득 는 설정을 할 수 있고, 새로운 

MBean의 인스턴스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게 다양한 

로토콜에 의하여 모니터링 가능하다.

 커넥터는 에이 트와 원격 리 애 리 이션을 속하

기 해서 사용된다. 이 경우, 원격 리 애 리 이션은 

JMX의 분산 서비스를 사용해 개발된 리 애 리 이션

이다. 커넥터를 이용하는 통신은 에이 트 내의 커넥터 

서버나, 매니  내의 커넥터 클라이언트가 실행한다. 모

든 커넥터는 같은 원격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

에, 리 애 리 이션에서는 어떤 커넥터도 같이 사

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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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나리오 용 계획

 

 유비쿼터스 스마트 홈에서 취침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설계한 상황 인신 애 리 이션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용해보겠다. 사용자가 침 에 워 잠을 자는 경우, 애

리 이션이 상황을 인지하여 방의 형 등이나 TV, 라

디오를 끄는 서비스의 시나리오이다. 

 사용자가 침 에 우면 침 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 센

서가 사용자의 취침여부를 감지한다. 여기서 센서는 압

력과 사용자의 뒤척임의 압력 변화와 움직이지 않는 시

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들웨어와 애 리 이션에 정

보를 달한다. 컨텍스트 매니 (Context Manager)와 어

테이션 매니 (Adaptation Manager)는 받은 정보를 

가지고 추론 과정을 거쳐 상황에 맞는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애 리 이션을 실행한다.

 컨택스트 매니 와 어 테이션 매니 는 사용자가 잠을 

잔다고 추론을 하여 단하게 된다. 한, 사용자 주 에 

있는 온도 센서, 조도 센서들 같은 센서에게서 정보를 

받아 사용자에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추가 인 애

리 이션을 실행하게 된다. 온도 센서가 감지한 정보들

을 가지고 방의 온도를 조 하고, 조도 센서가 감지한 

정보들을 가지고 방의 조도를 조 한다. 이 게 사용자

가 취침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JMX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하면, 각각의 애 리 이션의 변화하는 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선행 으로 각각의 애 리 이션에 JMX에

서 지원하는 코드를 삽입 후, 압력 센서가 받는 압력의 

변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온도 변화와 같이 모니터

링 할 변수나 객체를 악하여 코드를 삽입한다. MBean

을 생성하기 해 클래스에 JMX에서 제공하는 get(), 

set() 등의 메소드(method)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생성하

고, MBean 인터페이스를 구 하여 생성된 MBean을 

MBean 서버에 등록을 한다. 그 후 애 리 이션을 실행

하고 어 터나 커넥터를 통해 리 라우 로 모니터링 

할 변수나 객체의 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4.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 의 자동수집(Autonomic Sensing), 상

황 인식(Context-Aware), 자가 성장(Self-growing)   

가장 이슈인 상황 인지(Context Aware)를 설명하고, 서

비스되는 애 리 이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

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CPU, Memory 사용량 등을 모니

터링 하는데 사용했던 JMX를 유비쿼터스 환경에 목시

켜 애 리 이션을 모니터링 구조를 설계하 다. 

 JMX의 구조에 요소 핸들러(Factor Handler)를 추가하

다. 모든 MBean을 MBean 서버에 등록을 기존의 방법

과는 달리 요소 핸들러를 둠으로써 리자가 모니터링 

할 MBean만 MBean 서버에 등록을 한다. 이로써 지연시

간과 시스템의 부하를 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지능형 공간에서 상황을 인식하

고 추론하기 해 수집되는 정보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로 상황 인지를 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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