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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Context-based Multi-agent Education Supporting 

System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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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recent developing computing environments, service is provided without time or place's limitation, and it is constituted dynamically. 

Above all, in terms of education supporting system, there is need to conceive user's information and provide optimal service as to right with 

applying context awareness under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It should have groundwork based on user location and time. It is 

requires service providing based on user location under the condition of class to offer appropriate service with the context. In addition, context 

information providing technology is needed to offer right education support service in the class, where are different context information.

Hence, i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education supporting system to provide context-based for instructor. The framework of this 

system has a foundation within previous work about Multi-agent based Distributed Framework. To examine implementation of 

context-based education supporting system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s suggested by this report, arranging system can fit 

information relates to instructor’s location for service applying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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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은 시간, 장소에 계없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동 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교육지원 서비스 분야는 교사인 사용자 정보를 인지하고, 사용자의 이동 치와 시간을 기반으로 상황인식을 용하여 권한에 맞는 

최 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의 시간 이동에 따라 상황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학교 교실환경에서 교사 치기반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한 다양한 상황정보로 구성되는 교실환경에서 권한에 합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상황인식을 통

한 상황정보 제공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사를 한 상황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구조는 기존 연구되었던 멀티에이 트 기반 분산 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상

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한 서비스 응용으로 사용자의 치기반에 따른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을 구 했다. 그리고 상황기반 교육지원 시나리오에 따라 교사가 치한 역과 시간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서비스 

수행결과를 보 다.

키워드 : 유비쿼터스 교육 시스템, 상황기반 교육, 멀티에이 트 기반 분산 임워크

1. 서  론1)

최근의 컴퓨  환경은 다양한 센서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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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유무선 통신 인 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필요

한 정보 서비스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1, 2].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유비쿼터

스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미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은 더욱 분

산되고 지능화된 교육 장과 맞춤형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에 을 두고 있다[2, 3].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해 다

양한 센서  스마트 장치들을 포함하며, 사용자 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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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주변 상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며, 수집된 상황정보는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활용

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략 수단으

로 u-러닝이 두되고 있으며, u-러닝 학습 환경에 합한 

모바일 디바이스, 인 라 구축, 교수-학습자에 한 서비스 

확  등이 요구되고 있다[4]. 이를 해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의 상황기반 교육지원 응용서비스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정보와 센서  기기/장치들의 통신 그리고 응용객체들의 

상호운 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아키텍처 기술이 요구된

다. 그러나 기존 u-러닝 연구의 부분이 스마트 디바이스

의 활용성을 극 화하는 데 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교육  활용뿐만 아니라 

u-러닝 학습 환경에 합하고 상황에 맞는 학습지원시스템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u-러닝 련 기술의 발   

교육  요구에 따른 교육지원시스템의 망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멀티에이 트 기반 분산 

임워크[5]를 기반으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상황정보, 응용, 

그리고 장치들을 논리 인 하나 는 그 이상의 단 로 그

룹화하고 리하도록 구성했다. 한 모바일 에이 트를 통

해 학교를 구성하는 각 주체가 되는 교사, 학생, 기타 학교 

련자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구성요소에게 학  경   

업무지원, 그리고 학생에게는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해 치, 시간, 역할을 상황정보로 용시켰다. 본 시스템

의 지원 서비스는 학 단 의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교과목 

담당교사의 강의교안  담임교사의 공지사항에 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수행성을 확인하기 해, 교실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학교 주체가 되는 구성원인 교사, 학생의 GUI를 

통해 제공됨을 보 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  경   업무 

지원을 한 부분에, 교과목 담당 교사는 수업 진행 지원을 

한 부분에 을 두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2 에서는 본 

시스템의 련 연구인 유비쿼터스 교육서비스,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 해서 기술한다. 3 에서는 제안하는 상황기반 

교육지원시스템에 해서 기능과 방법에 해서 설명한다. 

4 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으로부터 학교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기술한 연구에 한 결론과 

향후 연구내용  방향을 5 에서 기술한다.

2. 련 연구

최근 컴퓨  환경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환경인 

u-교육을 도입하고 있다[6]. u-교육은 교육환경에 유비쿼터

스 기술과 교육서비스를 목한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상황인식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소 트웨어 임워크 기

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에서는 유비쿼터스 교육서비스와 교육환경에 해 기

술한다.

2.1 유비쿼터스 교육서비스

유비쿼터스 교육서비스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

떤 내용에 상 없이, 어떤 단말로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

경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교육은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과 네트워크 속을 통해 획일 이거나 강제 이지 않고, 

개별화된 욕구에 맞추어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7, 8]. 산업시 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습하고 정보화

시 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학습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유비쿼터스 교육의 시 는 학생들이 요

청하여 학습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학습정보가 학생들을 

스스로 찾아다닌다.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따라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

사들 간의 상호작용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 지게 될 것

이다. 유비쿼터스 교육체계로 가기 해서는 학생들이 간편

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교육용 컴퓨터의 개발

과 교육용 시스템온칩(SoC), 칠 ·책상·학습 ·교구의 지능

화 등의 하드웨어  기술과 교육용 네트워크의 표 화, 네

트워크화를 한 실시간 운 체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 트웨어 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

를 해 사용자의 정보 활용패턴을 분석하여 정보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방법이 실하게 요구된다. 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기 하여 이기종 컴퓨터들 사이의 정보통합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한 소 트웨어 구조나 미들웨

어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9-11].

2.2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은 물리 인 교실과 기존 교육환경이 

갖는 제한을 없애고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를 

해 사용자 모델에 련된 기술 개발과 학생들에게 보다 효

과 인 교육 경험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성 처치 상호작

용 모형과 학업 성취 상호작용 모형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

경을 구축하고 있다[12-14]. 부분의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은 휴 용 장치인 PDA, 스마트폰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 

학생들의 사용자 로 일을 사용하여 개별 인 학습을 돕

는다. 한 치 기반으로 그룹화된 학생들에게 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실내 치 측 를 한 센서 는 AP를 이용한다. 한 

교육을 한 지원 환경 외에 교실환경, 즉 온도, 조도, 습도, 

먼지 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쾌 한 교실환경을 구축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표 인 연구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에서 상황인식 교육서비스,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구축과 

기존 e-러닝 시스템의 확장을 이용하여 개별 인 사용자에게 

유일한 학습 경험 정보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모바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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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를 이용한 교수자의 교육지원서비스 등이 있다[15].

한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을 한 상황인식 교육서비스 

소 트웨어 구조와 인 라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분 

정보 근에 한 보안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기반의 정보 서비스는 물리 인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

보에 한해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연구의 스마트 디바

이스의 활용성만 강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상황인식을 

한 정보로 치뿐만 아니라 시간, 그리고 역할에 따라 교육

지원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3. 상황기반의 교육지원시스템

3.1 시스템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인 라는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센서, 그리고 사용자, 자원들을 모두 포함한다. 

사용자에게 분산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자원에 

한 논리 인 그룹화를 통해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개별 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해, 제안하는 시스템

의 소 트웨어 구조는 Fig. 1과 같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의 상호작용은 에이 트 랫폼인 JADE에서 생성된 모바일 

에이 트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서버 측은 

분산되어있는 모바일 장치와 같은 객체들을 리하기 한 

u-응용 지원 분산 객체그룹 임워크를 구성하는 컴포

트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종 정보  에이 트 보 을 

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서버의 소 트

웨어 환경을 통해 에이 트가 다양한 클라이언트 모바일 디

바이스로 이동하며, 클라이언트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CDOGF(Compact DOGF)와 JADE가 있어 서버로부터 받은 

에이 트들의 동작을 리한다. 이때 이동한 에이 트는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리  장치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동작을 한다. u-응용 지원 분산 

임워크의 구성요소인 모바일 에이 트 객체는 u-응용 지원 

분산 임워크와 JADE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하여, 객체그룹 리 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상

황정보 서비스 제공을 해 DOGF는 상황정보를 생성하고, 

JADE는 상황에 합한 에이 트를 생성한다. 이때, 에이

트가 이동하게 될 장치가 모바일 장치면 모바일 장치의 

CDOGF와 상호작용한다. CDOGF는 DOGF에서 필요한 요

소만을 선택하여 메모리가 작은 PDA와 같은 모바일 장치에

서 분산객체를 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임워크이다. 

각각의 특정 동작을 하는 에이 트들은 평상시 Agent 

Repository에 장되어있다가 상황에 따른 호출이 있을 경

우 Agent Communication Channel을 통하여 사용자가 치

하고 있는 곳의 모바일 장치로 이동하여 멀티 에이 트로서

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서비스 

한다. 모든 태스크를 마친 에이 트들은 다시 서버로 돌아

와 수집한 정보를 리 역할의 에이 트에게 달하거나 가

지고 있는 잔여 태스크를 처리한 후 소멸된다. 다음 Fig.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황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한 멀티 에이 트 소 트웨어 임워크이다.

Fig. 1. Multi Agent Software Framework Architecture

3.2 시스템 구성요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비쿼터스 상황기반 교육지원시스

템은 교실환경에서 교사의 치와 시간을 고려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해 멀티에이 트 소 트웨어 임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학 단 의 객체  자원들에 한 그룹 리 지원

과 이동성  상황정보를 지원하고, 분산 컴퓨  환경에서 

학습 지원 응용 수행을 하도록 구성하 다. 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크게 분산 객체 모듈, 에이 트 모듈, 지원 서비스 모듈의 

세 가지 분류로 나 어 기술한다.

1) 분산 객체 모듈

본 시스템에서 교육지원 응용을 해 그룹 리자  보안 

모듈은 객체그룹 내의 분산객체  자원들의 반 인 리

를 책임지고, 응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응용객체들

과 교사  학생 간의 바인딩을 지원하기 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내 교실 역에서 제공되는 상황정

보  교육지원 응용을 수행하기 한 그룹 리 서비스 지

원은 단 별 상황정보 그룹, 서비스별 이동성 지원수행을 

한 모바일 에이 트 객체에 한 그룹 리 서비스를 지

원한다. 지원방법으로 교사  학생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DOGF에 요청되면 그룹 리자, 보안모듈  정보 장소를 

통해서 요청한 교육지원 서비스 그룹에 한 근권한을 검

사하고 사용이 허가된 서비스 자원의 퍼런스를 정보 장

소에 장되어있는 객체들의 속성정보들이 장된 객체리스

트를 교사  학생에게 반환한다. 이후 교사  학생은 교

육지원 응용 그룹에 속되어 해당 서비스를 받는다.

동 바인더 모듈은 응용서비스의 가용성  신뢰성을 향

상시키기 해 서비스 요청이 최 의 수행성을 보이는 자원

에 바인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이동

한 역 안에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복 서비스 모듈, 

즉 복 객체들에 해 치에 근 한 자원에 바인딩 서비

스를 지원한다. 한 동 바인더 모듈은 정보장소에 존재하

는 복 객체에 한 각각의 바인딩 우선순  리스트를 가

진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서비스에 해서 응용을 수

행하거나 논리 으로 구분한 역의 복자원의 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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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딩 할 경우, 그 복객체  자원에 해 한 하나

를 선정해야 한다. 동 바인더 모듈은 분산응용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버객체 바인딩 알고리즘들  하

나를 용시킬 수 있다.

모바일 에이 트 객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는 서버와 

서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한 객체이다. 

이때, 사용되는 객체는 모든 정보가 이동하기 한 연결성을 

지원한다. 멀티 에이 트 시스템에서는 에이 트 임워크

와 CDOGF의 통신을 지원하며 CDOGF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에이 트 임워크에 제공하기 한 객체이다.

컨텍스트 제공자 모듈은 교사를 심으로 학생을 포함한 

치와 시간을 고려하여 상황정보를 분류하고 리한다. 

한 응용객체의 질의에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특히 

모바일 에이 트와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요청한 자원에 바

인딩 하여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

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정보를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서, 응용 목 에 따라 상황정보들의 계를 악

하고 구조화하여 분류하 다. 

유비쿼터스 상황기반 교육지원서비스는 교사의 치를 기

반으로 연속 이고 응 이며 자동 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사의 치와 시간을 기반으로 규칙을 용한 상황인식 서

비스를 제공한다. 컨텍스트 제공자는 인식과정을 용하여 

발생된 이벤트를 응용객체인 모바일 에이 트에 달하여 

응용서비스를 지원한다.

2) 에이 트 모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에이 트는 리, 인터페이스, 정보 

수집, 권한, 조정, 서비스, 메신  에이 트로 구분할 수 있

다. 에이 트는 Behavior를 통해 동작하며, 다른 에이 트와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동작을 하는 Behavior가 

발생하기도 한다. 에이 트는 그 서비스의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리 에이 트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각종 에이 트와 서

비스 에이 트를 리한다. 리 에이 트는 이동하지 않고 

서버에 상주하며, 서버나 클라이언트에 치한 에이 트 상

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에이 트를 제거하거나 다시 동작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터페이스 에이 트는 구성원 는 리자의 역할에 맞

게 정보를 제공한다. 구성원과 시스템의 경계에서 구성원의 

요청에 의한 이벤트를 발생시켜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서버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표 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 수집 에이 트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

보를 수집하는 에이 트와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 트로 구분하 다. 정보 수집 에이 트는 구성원의 요

청에 의해서만 동작한다.

권한 에이 트는 구성원의 정보와 재 치, 그리고 시

간에 따라 결정된다. 권한 에이 트를 통해서 구성원이 

근할 수 있는 정보를 결정하며, 권한은 리자에 의하여 미

리 지정된다. 권한 에이 트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게 달할 수 있으며, 권한을 달받은 구성원

은 이  구성원과 동일한 정보에 한 근이 가능하다.

조정 에이 트는 ACC를 통하여 달되는 메시지나 정보

에 한 흐름을 제어한다. 모든 노드의 치정보가 장되

어있어 메시지가 잘못된 노드를 찾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며, 메시지에 한 응답을 올바른 노드로 송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에이 트는 구성원에게 직 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주로 모바일 에이 트 형태로 구성되어있으며 시스템

이 시작됨과 동시에 Agent Repository에 생성되어 있다가 

요청이 발생할 경우 리 에이 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

지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잦은 상호작용과 이동 때문에 병목 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 으로 상태 메시지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메신  에이 트는 서버, 클라이언트에 상 없이 각각의 

노드에 하나씩 존재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해 통신을 한 연결을 

유지하며 노드 간의 메시지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 

수신한 메시지의 목 에 따라 도착하게 될 에이 트에 명령

을 달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 상에서 사용

되는 모든 명령메시지에 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에이 트

에 메시지를 달하기 해서는 같은 노드에 있는 에이 트

의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3.3 상황정보 모델

상황 인식 컴퓨  환경에서 응용들은 상황정보 모델을 기

반으로 개발되고 실행된다. 상황 인식 임워크에서는 상

황정보를 가공하고, 장하며, 공유하기 한 효율 인 상황

정보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하여 상황 인

식 임워크는 한 상황정보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에이 트 지원 

임워크의 응용으로 교실(학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서

비스 수행을 한 모델을 제시한다. 각 교실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상황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고 사용자 권

한에 합한 제공을 한다.

1) 상황정보  근 정보 분류

교실은 Class A, B, C로 구분하 다. 각 교실의 입구  

교실 내부에는 입장한 교사의 치 정보(담임교사, 교과목담

당교사)를 수집하는 센서가 있다. 한 각각의 교실에는 스

피커가 설치되어있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심 식사 시간, 

청소시간 등의 리마인더(Reminder)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

든 교사들은 교과목 련 정보  학생들의 치정보를 확

인하기 하여 스마트폰 는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장

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사용자의 권한 획득에 필요

한 상황정보를 생성하기 하여 치, 시간, 역할의 분류를 

나 었으며 근해야 할 정보에 한 분류를 교과목, 학생, 

강의, 공지사항, 리마인더 정보로 분류하 다. 이를 다음의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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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정보 권한 내용

치

C1 Class A

C2 Class B

C3 Class C

시간

T1 08:00～08:50

T2 09:00～09:50

T3 10:00～10:50

T4 11:00～11:50

T5 12:00～13:00

T6 16:00～16:30

T7 16:30～18:00

역할

A1 담임교사

A2 교과목담당 교사

A3 학  생

Table 1. Classification for Creating of Context Information

상황정보 권한 세부 항목

학생 개인 

정보
I1

이름, 주소, 반, 번호, 생년월일, 출석정보(

치정보), 화번호, 보호자, 구분(교내/외), 

수상명, 상장명(코드), 등 , 수상연월일, 수

여기 , 자격명칭, 종류, 취 연월일, 발 기

, 사일, 사기 , 사내용

성  정보 I2
성 , 과목 평균, 석차, 학업성취 분석 정보, 

특기사항

상담/통지 

정보
I3

상담교사, 담당과목, 직 , 등록일, 상담

상, 상담분야, 통지자, 통지내용, 통지일, 확

인유무

교과목 정보 I4
과목명, 교과목 진도, 학 별 성 , 반, 강의

노트, 과제

공지사항 I5 학사일정, 학교행사

환경정보 I6 온도, 조도, 습도, CO2, 먼지량

리마인더 

정보
I7

수업 시간, 심시간, 청소 시간, 공지사항, 

회의

Table 2. Classification of Access Information

2) 상황정보 사용 

사용자 aa, bb, cc는 담임교사로서 각각 Class A, Class 

B, Class C의 담임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AA, BB, CC는 

교과목 담당교사로 각각 국어, 어, 수학을 담당하고 있다. 

s1, s2, s3는 학생이다. 

사용자 역할 치 시간 근가능정보

aa A1 C1
T1, T5, 

T6, T7

I1, I2, I3, I5, I6, I7

bb A1 C2 I1, I2, I3, I5, I6, I7

cc A1 C3 I1, I2, I3, I5, I6, I7

AA

A2
C1, C2, 

C3

T2, T3, 

T4
I1, I4, I7BB

CC

s1

A3

C1 T1, T2, 

T3, T4, 

T5, T6,

T7

I3, I5, I7s2 C2

s3 C3

Table 3. Information Access Control Mapping

Table 3에서와 같이 상황정보  근정보를 분류하 을 

때 교사 aa가 Class A에 있을 경우 모든 시간에서 담당학

의 학생과 학교의 공지사항에 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에이 트가 이동한다. 하지만 Class B나 C로 이동

을했을 경우에는 에이 트의 역할이 바 어서 다른 학 의 

학생정보 열람은 할 수 없고 공지사항 정보 획득만 가능하

다. 교과목 담당교사인 AA가 해당 학 에 입실하면 지난 

수업 시간까지의 진도에 한 정보와 시험을 실시했을 경우 

학생 수 평가 정보인 과목 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 공지사항에 한 리마인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시간

인 12시에서 13시까지 1시간 동안 교실의 스피커를 통해 음

악이 흘러나온다.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는 16시가 되면 각 

교실의 스피커를 통해 학생들에게 청소 시간임을 알리는 리

마인더 정보를 제공한다.

4.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응용서비스

본 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상황기반 교육

지원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학교 1학년의 학

교생활을 모델링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제안한 시스템 구

성은 물리  분산 환경에 배치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센

서로부터 수집되는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정의된 시나리오에 

따라 수행과정과 결과를 보인다.

4.1 응용서비스 구  환경

응용서비스를 한 물리  환경은 센서  모바일 장치, 

그리고 기기들로 구성된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본으로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을 한 환경

으로 구축하 다. 교육지원 시스템의 서비스를 해 교실환

경 내에 있는 센서  기기로부터 환경정보, 상태정보  

치정보를 수집한다. 시간  시간표 정보는 서버에서 받

아오며, 치정보는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모바일 장치

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Laptop 노트북 등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에이 트의 이동성 지원이 가능함을 보인다. 다

음 Fig. 2는 교육지원 시스템의 물리 인 환경을 도식화한 

체 시스템 환경구조이다. 

Fig. 2. Phys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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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구조는 다음 Fig. 3과 같이 각 구성원에 할당

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서버의 구성요소로, 서버에는 상황

정보를 생성하는 분산 임워크(DOGF)와 JADE가 치하

며, 응용에 필요한 에이 트와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한 

Information TMO가 있다. 

Fig. 3. Software Architecture

수집된 정보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클라

이언트 측의 모바일 장치에는 CDOGF가 치하고 각종 에

이 트의 통신과 동작 지원을 한 JADE가 치해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상의 에이 트는 서버와의 통신을 한 에

이 트, 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한 에이 트가 

치한다. 클라이언트의 CDOGF는 하부의 센서를 리하며 

Information TMO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해 에이 트가 사

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버로 송한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서 요청하는 사용자 권한은 오라클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에 정의되어있으며, 권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Information TMO가 수집하여 모바일 디바이스

로 제공한다. 각 교실별 치 식별은 센서그룹의 정보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4.2 응용 시나리오

교육지원 상황정보 서비스 수행성을 확인하기 한 응용 

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일반 학교 1학년에 세 개

의 학 (A, B, C)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학 별

 시간
A 학 B 학 C 학

조 회(08:30～08:50) 담임교사 조회 시간

1교시(09:00～09:50) 수학 어 국어

2교시(10:00～10:50) 어 국어 수학

3교시(11:00～11:50) 국어 수학 어

 심(12:00～13:00) 심식사 시간(음악서비스)

청 소(16:00～16:30) 청소 시간

Table 4. Class Schedule Over the Application Scenario

학 에는 세 명의 학생이 존재하며 각 학 에는 담임교사

가 존재한다. 교과목은 국어, 어, 수학 세 과목으로 한정하

여 각 교과목 담당교사가 1명씩 존재한다. 이때 담임교사와 

교과목 담당교사는 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교

실에는 스피커가 한 씩 존재하며 학생별로 1 의 PC를 

보유한다.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는 스마트폰 는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리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하

며, 원격 치에 체정보 리용 서버가 존재한다. 평일 월

요일에 학생들은 오  8시 이 에 등교를 하여 본인의 자리

에 착석한다. 오  8시에는 각 교실의 스피커를 통해 교

생을 한 학사일정( : 체육 회)과 련된 학교공지사항이 

방송된다. 오  8시 30분에는 각 학 의 담임교사가 본인의 

담당학 에 입실하여 치확인이 되면 학 에 필요한 출석과 

환경정보를 확인한다. 정규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오  9시

에 A학 에 국어담당교사가 입실하면, 교과목 교사의 태블릿 

PC에서 치  시간을 체크하여 A학  월요일 1교시 수업

임을 확인하고, 학 의 환경정보와 학생의 출석정보를 확인

한다. 그리고 지난 수업에 실시한 “2장 짜임새 있는 말과 

” 단원에 한 형성평가(시험) 결과를 학생 개인에게 본인

의 성 을 알린다. 한 이번 시간 A학  진도가 “다양한 표

과 이해”이므로 Lecture note를 참고하여 수업하게 된다. 

본 수업이 마무리되면 진도상황정보를 원격지 서버로 송하

여 장한다. 2교시와 3교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B학

과 C학 도 시간표에 따른 교과목만 다를 뿐 진행방식은 

동일하다. 정오 12시에 오 수업이 마무리되고, 심시간이 

시작되며 이 시간부터 모든 학 의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흘

러나온다. 이 음악은 원격서버에 날짜별로 선곡하여 미리 

장된 음악으로 송되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계속된다.

오후 수업은 16시에 마무리되고 이후 30분 동안 청소 시

간으로 학  담임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교실 청소를 한다. 

교과목 담당교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버의 정보로 

근할 때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버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담당교과목에 한 학생들의 성 자료를 입출력 

할 수 있으며, 반별 진도상황, 단원별 Lecture note 등의 정

보를 출력하게 된다.

 

4.3 응용 서비스 수행 결과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

의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해, 소 트웨어 환경 상에서 구

한 응용을 통해 수행결과를 확인한다. 상황정보모델에서 

생성한 규칙을 사용하여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u-환

경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 응용을 구 하여 수행결과

를 얻었다.

Fig. 4는 태블릿 PC에서 담임교사의 u-환경 상황기반 교

육지원 시스템 GUI를 보인 것으로, 재 지정된 사용자가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방식을 통해 근하며, 

해당 교실의 센서로부터 매핑된 치 정보인 3반의 출석정

보와 환경정보(①, ②)를 확인한다. 한 학생 기본정보  

성 정보와 상담내역(③, ④) 정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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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UI for Teacher in Tablet PC

Fig. 5는 태블릿 PC에서 국어, 어, 수학 등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의 교육지원 시스템의 GUI를 보인 것으로, 

아이디/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과정을 통해 속한다. 

한 시간과 치 상황정보를 기 으로 수업을 맡고 있는 

학 의 출결상황(①)과 담당 교과목에 한 성  정보 열람

이 가능하며, 수업진도와 강의노트  과제 정보를 원격지 

서버에서 로딩 하여 태블릿 PC에서 실행한다(②, ③, ④). 

각 학 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모든 정보를 열람 가능하나 

교과목 담당교사는 다른 교과목 성 이나 학생 개인 신상에 

한 정보에는 근이 불가능하다.

Fig. 5. GUI for Course Teacher in Tablet PC

수업 시간, 심시간, 청소 시간, 공지사항 등의 리마인더 

서비스 정보는 정해진 시간이 되거나 필요할 때 서버에서 

각 교실의 스피커 는 교실에 설치된 교사용 데스크톱으로 

정보가 송된다. Fig. 6은 공지사항 리마인더 서비스 실행 

GUI를 보인 것으로 등록된 알림시간에 맞추어 알림정보를 

음성정보 형태로 각 교실의 스피커로 송하거나, 문자의 

형태로 교실에 설치된 교사용 데스크톱에 송하여 학생들

이 확인할 수 있다.

Fig. 6. GUI for Remind Service

 

u-환경 상황기반 교육지원 시스템의 서비스를 수행한 결

과, 상황에 따라 학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의 역할에 

따라 근 가능한 정보를 근하고, 교육 련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됨을 확인하 다. 

한 교과목 담당교사가 수업 진도상황 자료 업데이트 실

행이 가능하여 원격지의 서버에 데이터 장기능 수행성을 

확인하 으며, 지정된 시간에 서버의 데이터를 특정 장치로 

송하는 리마인더 정보 서비스의 수행성을 확인하 다.

5. 결  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발달은 네트워크와 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가능함과 동시에 언제, 어

디서나 환경 변화에 따라 응 이고 자동 인 서비스 제공

을 가능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상황인식 기술과 능동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한 교육 분

야 응용에 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수자를 지원하는 시스

템  정보 리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환경에서 동작하는 상황기반 교

육지원 시스템에 해 기술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상황기반 응용서비스 

지원을 한 멀티에이 트 분산 임워크기반으로 구 되

었다. 이에 한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u-환경 상황기반 

교육지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황정보인 시간과 치, 그

리고 역할에 을 두어 응용 로그램을 구 하고 상황에 

따른 수행결과를 보 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

스템이 학교 교실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정보를 기반으로 교

사(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의 시간 별 이동에 따라 권

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 으며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

템으로써 가능함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구축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

경에서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을 교사(교수자)뿐만 아니

라 학생(학습자)을 한 학습 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하고 

기존 교육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로 시스템을 확장하여 체계

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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