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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구축과 련한 연구에 많은 심을 집 되고 있지만, 여 히 
많은 연구가 도시건설과 련된 건축 측면과 기반 ICT 기술의 구  측면으로 서로 개별
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 u-City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요소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인 근은 효과 인 u-City의 구 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특히, u-City의 다
양한 구성요소들이 지속 으로 변화하고 확장된다는 에서 u-City 인 라에 한 종합
인 연구가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
방재 참조 인 라에서 개념 으로 제시한 WBEM/CIM 표 과 그리드 모니터링 아키텍처
(GMA)의 결합을 더욱 구체화하여 모델링 함으로써 WBEM/CIM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구
이 가능하도록 하 다. 기존의 u-City 인 라에 한 연구가 여 히 추상 인 상태에 머

물러 있는 실에서, u-City 통합 인 라 모델을 구체화하여 구 에 더욱 다가선 모델을 제
시했다는 에서 향후 u-City 인 라에 한 다른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ough the interest for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city (u-City) has been 
increased in many researches, many of those efforts are still done somewhat separated 
ways such as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tectural design of urban city or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lying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mplemen-
tation. Since there are various services and technical components involved in u-City 
implementation, those separated approaches can cause much troubles while implemen-
ting u-City. In addition to this, because u-City components are continually changing 
and expanding, to cope with this evolution, many researches about the infrastructure of 
u-City should be done in a systematic way while integrally considering various 
perspectives of u-City. In this research, by combining WBEM/CIM standards to GMA 
(Grid Monitoring Architecture), we could provide WBEM/CIM design that is usable for 
u-City implementation.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research that is still abstract, 
our study presents concrete and implementable u-City infrastructure model. We hope 
our result will be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other u-City infrastructure-related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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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외의 여러 정부와 도시들에서 미

래형첨단 도시의 이미지로써 유비쿼터스 도

시(이하, u-City)의 구축에 해 이야기하고 

있다. u-City는 다양한 u-IT 기술  서비스

를 특정 공간에 융․복합시킴으로써 시 지

를 극 화하여,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과 부족한 기능들을 신 으로 개선

하고, 도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 하며 건

강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u-City의 구축은 차세  IT 기술의 융․복합 

 표 화를 한 주요 시험 가 될 수 있다

는 에서 각국이 신성장 산업으로 요시하

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1, 2, 3].

<그림 1> u-City의 통합운 센터[4]

성공 인 u-City의 구축을 해서는 <그

림 1>과 같이 도시의 기 인 라, 통신망, 응

용 서비스, 도시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연계  통

합 리가 필요하다[5, 6, 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건설과 련된 기반 시설물의 

건축 측면과 통신․센서망 구축과 련된 정

보통신기반기술의 구  측면을 심으로 개

별 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에서 체 요소

들을 종합화하여 체계 으로 다루는 아키텍

처 심의 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u-City 구축을 한 아키텍처 심

의 근은 추상 이며, 개념 인 수 에 머물

러 있어서 구체 인 구 을 한 참조모델로 

활용되기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

히, u-City의 구성요소들이 부분 지리 으

로 분산된 상태에서 이미 독자 인 시스템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1, 3, 

4], u-City 참조 아키텍처가 효과 이면서도 

실제 이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u-방재 서비

스의 모니터링 인 라로 제시된 참조 아키텍

처를 u-City 서비스 반에 확 ․ 용하면

서, 기존의 추상 인 모델을 WBEM/CIM 표

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설계하

다. 이것은 분산시스템 자원 리 분야의 기

존 연구 성과를 u-City 아키텍처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u-City를 해 아

키텍처와 방법론  표 화 작업을 새로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

며, 이를 통해 보다 검증된 기술  기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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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u-City 아키텍처에 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u-City  분산자

원 리와 련된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

고, 제 3장에서는 u-방재 서비스를 한 기존

의 참조 아키텍처를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아키텍처 개념을 WBEM/CIM으로 

구체화한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 제 5장

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추후 연구 과제를 기

술하 다.

2. u-City와 분산자원 리

u-City의 개념과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양

하게 나타나듯이, u-City와 련된 연구의 범

 역시 상당히 다양한 역을 포 하고 있

다[2, 6, 8]. 그러나 u-City와 련된 부분

의 연구들은 주로 기반이 되는 u-IT 기술의 

활용과 응용 서비스의 발굴 등에 이 맞

춰져 있었으며, 인 라의 정의와 실제 구 을 

한 모델링의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1 u-City 인 라  서비스

u-City와 련된 사업은 핀란드, 홍콩, 싱

가포르,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다양

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부터 ‘u-City 구축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심으로 u-City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1, 4, 6]. 해외사업들이 

부분 제한된 지역이나 공원단지 등을 심으

로 IT인 라의 고도화에 을 맞춰 추진되

고 있는데 반해, 국내사업들은 도시 반에 

걸친 u-IT 기술  서비스의 활용 측면에 

을 맞추고 있어서 이들보다 한발 앞서 있

다고 할 수 있겠다[1, 4, 9, 10].

u-City의 인 라에 한 표 인 연구로

는 2005년의 ‘u-City 핵심 용 기술  표

화 연구’와 2008년의 ‘u-City IT 인 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을 들 수 있겠다[1, 2, 4].

두 연구는 u-City의 구축을 각각 신도시 

건축의 과 IT 심의 에서 바라보았

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u-City 인 라의 구성

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비

해 볼 수 있겠다[11].

  <표 1> 기존 연구에서 u-City 인 라의 

구분

신도시 (2005년) IT (2008년)

기  인 라

네트워크 인 라
통신망 인 라

단 시스템/센서망

데이터센터 인 라
정보 리 인 라

도시 리 인 라

u-City 서비스와 련된 연구는 u-City 인

라에 한 연구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u-City의 유형

별 표 인 서비스에 한 연구, u-City 서

비스의 구  로세스에 한 연구, u-City 

응용서비스 모델의 분류에 한 연구 등이 

있다[2-4, 9].

u-City 인 라와 서비스에 한 기존의 연

구가 몇몇 진행되었지만, 실제 인 라와 서비

스가 어떻게 구체 으로 연계될 것인가에 

한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u-City의 다양한 서비스가 분산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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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에서 통합 으로 제공될 수 있기 해

서는 이런 인 라와 서비스의 구체 인 연계 

모델이 필요하다.

2.2 분산자원 리와 WBEM/CIM 표

분산자원 리란 인터넷 기술을 데스크톱, 

서버  다양한 장비들의 리를 해 활용

함으로써 기업이 이기종 장비와 환경하에서 

겪고 있는 운 ․ 리 상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제반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

rce)는 이러한 분산자원 리의 기술  표

과 규격에 한 개발  채택을 주도하는 단

체로 재 100여 개 이상의 회사와 50여 개

의 학술단체로 구성되어 있다[12, 14]. 

이러한 DMTF의 표 인 연구 성과가 바로 

WBEM/CIM 표 이라 할 수 있는데, WBEM 

(Web-Based Enterprise Management)은 이

질 인 기술과 랫폼 환경에서 데이터를 용

이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 컴퓨  

환경의 리를 통합하도록 개발된 리 표

과 인터넷 표 의 모음이다.

WBEM은 공통정보모델(CIM：Common In-

formation Model), 송을 한 인코딩(xml 

CIM)  일련의 HTTP 작업(Operation)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HTTP 작업은 리 응용 

로그램이 어떻게 리 데이터를 획득하며, 

어떻게 리되는 장치의 에이 트가 이런 작

업에 응하는지를 정의한다. 다음 그림은 이

러한 WBEM의 운  아키텍처를 간략히 나

타낸 것이다. 

CIM은 리 상이 되는 자원과 서비스를 

표 하기 한 객체지향 기반의 데이터 모델

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DMI(Desktop Management Inter-

face), CMIP(Common Management Informa-

tion Protocol)와 같은 기존의 리 표 들을 

통일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정의되며, 리개

체형식(MOF：Managed Object Format)이라는 

표  언어를 사용하여 상을 기술한다[12, 14].

HTTP/XML
매핑

WBEM 서버

RMI
(원격메소드호출)

CIM 객체 관리자 (Object Manager)

공급자(Provider)
인터페이스

저장성(Persistence)
인터페이스

공급자 (Provider)
저장성(Persistence)

구현

SNMP
Agent

CMIP
Agent

기타 저장소

CIM
객체

CIM
클라이언트

HTTP

WBEM 클라이언트

<그림 2> WBEM의 운  아키텍처[15]

DMTF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부터 오는 

리요소(Managed Element)들을 정확히 표

하기 해 계층형의 클래스 구조를 사용하는

데, 모든 역의 리에 용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용어들의 클래스로 구성된 코어 모델

(Core Model)을 정의하고, 이를 장장치, 네

트워크 등과 같은 개별 인 리 분야에 활

용하여 각 분야에서의 CIM을 작성하게 된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CIM 스키마를 간략하

게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 장비의 벤더들은 이러한 CIM 스

키마를 기 로 자신들의 장비에 맞는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장비들을 

통해 제공되는 단  기능과 서비스들도 함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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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Apps)

사용자
(User)

시스템
(System)

지원
(Support)

물리적
(Physical)

네트워크

장치
(Device)

DB응용
(DAP)

코어
(Core)

<그림 3> CIM 스키마의 구성[15]

u-City 서비스를 WBEM/CIM을 통해 구

하고자 한다면, 먼  해당 서비스를 CIM 

스키마를 확장하여 클래스로 정의하고, 하부

의 장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게 연

계하여 주어야 한다.

3. u-방재 참조 인 라

u-City 인 라에 한 구체 인 설계 측면

의 근이 미약한 상태에서, 옥 석 등은 그

리드 모니터링 아키텍처(GMA：Grid Moni-

toring Architecture)를 WBEM/CIM과 결합

하여 u-방재 참조 인 라로 제시하는 새로운 

근법을 제안하 다[11].

옥 석 등은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다

양한 물리 환경  요소들이 상당히 이질

이면서도 분산된 특성을 보인다는 에 주목

하고, u-방재시스템의 구축을 해서는 이들

을 분산자원 리 측면에서 근하되, 보다 체

계 으로 통합할 수 있는 상 수 의 인 라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와 함께 GMA

에서 제시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

sumer)의 개념을 WBEM/CIM의 공 자(Pro-

vider)와 수요자(Listener)의 개념에 응시

켜, 다음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은 구성 요소

들을 제시하 다[11, 13].

<표 2> 참조 인 라의 구성 요소[11]

WBEM/CIM GMA 참조 인 라

공 자

(Provider)

생산자

(Producer)

데이터 공 자

제어 공 자

매개자

(Intermediary)

데이터 락시

제어 락시

수요자

(Listener)

소비자

(Consumer)

데이터 수요자

제어 수요자

그러나 실제 참조 인 라를 WBEM/CIM을 

통해 정의하기 해서는 데이터  제어의 

공 자, 락시  수요자가 정확히 WBEM/ 

CIM의 클래스 형태로 정의되어야 하지만, 이

에 한 구체 인 언 이 빠져 있어 구  모

델로의 한계 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한 GMA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되는 질의의 형

태를 연속형(Continuous), 최신형(Latest), 이

력형(History)  정지형(Static)의 네 가지로 

구분하 는데, 각각의 질의 형태에 한 답신

으로 반환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정지화상, 동

화상, 음성, 단일 수치값 등과 같이 정의하고, 

앞서의 질의 형태와 답신 형태를 결합하여 실

제의 장비를 개념 으로 모형화하는 물리  엔

티티(Physical Entity)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다음의 그림은 이들이 제시한 u-

방재 서비스의 참조 모형이다.

최상 의 서비스 엔티티가 개개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엔티티는 실제 제어

와 데이터에 한 공 과 수요를 담당하는 

논리  엔티티의 세부 인터페이스로 분할된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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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논리  엔티티는 앞서 정의된 질

의 형태와 이에 한 반응 데이터의 조합에 

따라 물리  엔티티로 응되며, 최종 으로 

물리  엔티티는 개개의 u-IT 단말  장비

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닌다.

과속카메라WEB CAM 수위센서 강우측정기

…

연속형
화상/음성

이력형
화상 …

정지형
수치

최신형
수치

물리적 장치

(Physical Device)

물리적 엔티티

(Physical Entity)

논리적 엔티티 (Logical Entity)

제어
공급자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공급자…

제어 공급자
+ 데이터 수요자

제어 공급자
+ 데이터 수요자

서비스 엔티티 (Service Entity)

재난예측서비스 재난관리서비스

<그림 4> u-방재 참조 인 라[11]

이들이 주장한 u-방재 참조 인 라는 비록 

WBEM/CIM으로까지 세부 설계가 진행되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계층 인 구성에 무

리가 없으며, 질의 형태와 응답 데이터를 조

합한 상호작용의 표 이 범용 이며 확장이 

용이하다는 에서 u-방재만이 아닌 u-City 

서비스 반을 한 참조 인 라로 확 되어

도 무리가 없는 립 인 형태를 띠고 있다.

4. u-City 참조 인 라의 설계

u-City의 구축에 활용되는 물리  장치 계

층은 u-City의 제반 서비스를 구성하는 최소

단 가 되며, 서비스 엔티티 계층의 다양한 서

비스를 구성하기 해 여러 응용 로그램을 

통해 결합된다. 따라서 u-방재 참조 인 라

로 제시된 기존의 구조는 단순히 방재 서비

스만을 한 구조라기 보다는 일반 인 상  

계층의 u-City 서비스를 구성하기 한 포

인 설계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u-방재 참조 인 라

를 u-City 반을 한 인 라로 확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WBEM/CIM 모델을 제시

하 다.

4.1 u-City 서비스 엔티티 계층

CIM의 코어 모델에서는 서비스 요소와 시

스템을 해 CIM_EnabledLogicalElement의 

하  클래스로 CIM_System과 CIM_Service

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u-City의 통합 제시

스템은 CIM_ApplicationSystem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UCITY_ApplicationSystem으로 정

의되었다. 응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개의 

서비스들은 CIM_Service를 상속하여 정의될 

수 있는데, UCITY_TrafficMonitoringService

와 같이 새로이 추가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맞

는 한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는 CIM 클래

스의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응용 시스템과 제공되는 서비스간의 연

계는 CIM_System과 CIM_Service를 연결

하는 CIM_HostedService 연 (Association) 

클래스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4.2 u-City 논리  엔티티 계층

GMA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u-City 참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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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_ManagedSystemElement

(See Core Model)

CIM_System

 (See Core Model) 
 
 

Distribution: uint16 (enum}
EnabledState: uint16 (enum, override)
StartupTime: datetime
ServingStatus: uint16 (enum)
LastServingStatusUpdate: datetime

StartApplication():uint16
StopApplication():uint16

CIM_ApplicationSystem

CIM_Service

(See Core Model)  
 
 

CIM_ServiceAccessPoint

 (See Core Model)
 

**

*

CIM_LogicalElement

(See Core Model)

CIM_EnabledLogicalElement

(See Core Model)

*
CIM_ServiceAccessBySAPCIM_HostedService

CIM_LogicalDevice

 (See Core Model)
 

UCITY_ApplicationSystem

OperationPrivilege: uint16 (enum)

ChangePrivilege(): uint16

UCITY_TrafficMonitoringService UCITY_DisasterPredictionService
* *

<그림 5> u-City 서비스가 추가된 CIM

라에 추가된 데이터  제어에 한 공

자, 수요자  락시의 개념은 CIM_Softwa 

reFeature와 CIM_SoftwareElement 클래스를 

심으로 정의된다.

CIM_SoftwareFeature란 CIM_Product의 문

맥 내에서 다양한 랫폼이나 운 체제 상에 

존재하는 설치 단  개념을 제공하는 클래스

로, 이러한 CIM_SoftwareFeature는 다시 일

련의 CIM_SoftwareElement 클래스를 통해 

상세하게 정의된다.

다음의 그림에서 CIM_SoftwareElement를 

상속하는 여섯 개의 클래스를 통해 논리  

엔티티 계층을 정의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한 세 개의 클래스와 제어를 한 세 개의 

클래스로 각각 구성된다.

여기에서 UCITY_DataProxyElement 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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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Core Model)
CIM_LogicalElement

UCITY_DataProxyElement

uint16 StartPublish()
uint16 StopPublish()
CIM_StatisticalData ProduceData()
uint16 ConsumeData(CIM_StatisticalData)

UCITY_DataProviderElement

uint16 StartPublish()
uint16 StopPublish()
CIM_StatisticalData ProduceData()

UCITY_DataProviderCollection
*

(See Applications Model)

CIM_SoftwareFeature

(See Applications Model)

CIM_SoftwareElement
CIM_SoftwareFeature

SoftwareElements

UCITY_DataConsumerElement

uint16 ConsumeData(CIM_StatisticalData)

UCITY_DataConsumerCollection

*

UCITY_CommandProxyElement

CIM_ACTION ProduceCommand()
uint16 ExecuteCommand(CIM_ACTION)

UCITY_CommandProviderElement

CIM_ACTION ProduceCommand()

UCITY_CommandProviderCollection
*

UCITY_CommandConsumerElement

uint16 ExecuteCommand(CIM_ACTION)

UCITY_CommandConsumerCollection *
<그림 6> u-City의 논리  엔티티 계층

(See Core Model)

CIM_ManagedElement

(See Core Model)

CIM_StatisticalData
CIM_ElementStatisticalData *1

UCITY_QueryData

UCITY_Continuous
Data

UCITY_ResponseData

UCITY_LatestData

UCITY_HistoryData

UCITY_StaticData

UCITY_StillImageData

UCITY_MovingImage
Data

UCITY_VoiceData

UCITY_SingleValue
Data

UCITY_QueryResponse

<그림 7> u-City의 Data 련 클래스

스와 UCITY_CommandProxyElement 클래

스는 공 자와 수요자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가지는 락시이므로 공 자와 수요자를 향

하는 연  클래스를 사용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각각의 공 자와 수요자 클래스에는 데

이터와 제어를 제공하고 처리하기 한 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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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u-City 물리  엔티티 계층

물리  엔티티 계층에서는 논리  엔티티 

계층에서 정의된 객체가 실제로 주고받게 되

는 질의와 결과 데이터의 형식으로 세분화되

는데, 이를 해서는 CIM의 코어 모델에서 

데이터 련 모델 요소를 심으로 클래스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CIM에서 데이터 련 스키마는 데이터베

이스를 심으로 한 상세 모델이 정의되어 

있지만, 이를 u-City 참조 아키텍처에서 정의

하고자 하는 네 가지 질의 형태와 반환되는 

데이터 형태의 조합을 해 사용하기에는 상

당한 표 상의 제약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응용을 한 확장이 비교  자유

로운 CIM_StatisticalData 클래스와 CIM_Sta 

tisticalInformation 클래스 에서 CIM 2.7 버

부터 새로이 도입된 CIM_StatisticalData를 

활용하기로 하 다.

<그림 7>의 UCITY_QueryData 클래스를 

통해 GMA에서 개념 으로 제시하 던 연속

형(Continuous), 최신형(Latest), 이력형(His-

tory)  정지형(Static)의 네 가지 데이터에 

한 질의 형태를 구체 으로 표 하 으며, 

UCITY_ResponseData 클래스를 통해 정지

화상, 동화상, 음성, 단일 수치값과 같은 반환 

정보의 형태를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 

이러한 반환 데이터의 구체 인 형태는 지속

으로 하  클래스의 형태로 추가되어 확장

될 수 있을 것이다.

UCITY_QueryData와 UCITY_Response 

Data 사이의 응 계는 UCITY_QueryResp 

onse 연  클래스를 통해 표 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를 통해 특정 물리  엔티티가 

어떻게 구체 인 질의처리에 련될 수 있는

지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추후 연구 과제

u-City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u-City 서비스  인 라를 구성하는 분산된 

자원  정보들이 체계 이면서도 확장성을 

지닌 형태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서비스  모니터링 

인 라의 설계를 해 기존 분산자원 리 분

야의 연구 결과와 GMA를 결합하여 확장함

으로써 공 자/수요자/ 락시의 개념과 질의 

형태  응답 데이터의 형식을 모두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구체 인 요소들로 WBEM/ 

CIM의 틀 속에서 제시하 다.

u-City 기반 아키텍처의 설계에 한 구체

인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참조 모델은 WBEM/CIM 분야의 

다양한 도구와 개발환경을 통해 비교  쉽게 

구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구체 인 설계 모형을 기 로 하

여, 후속되는 u-City 인 라 련 연구가 더

욱 구체 인 모습을 띨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후속 연구로는, 재 정의된 u-City의 참

조 인 라를 기존의 WBEM/CIM 개발 환경

과 도구에서 일럿 실행하기 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 인 테스트 서비스에 

한 일럿 구 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

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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