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iver: 실용적 상황 인식 서비스 전달 프레임워크
 

이상근 O 이동주 이재원 강승석 이상구  

서울대학교 

{liza183 O, therocks, lyonking, pyxis81, sglee}@europa.snu.ac.kr 

All iver: A Pragmatic Context Aware Service Delivery 

Framework 

Sangkeun LeeO , Dongjoo Lee, Jae-won Lee, Seung-seok Kang, Sang-g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네트워크 환경과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 인식 서비스

(Context-Aware Servic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

Aware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기존의 

접근 방법들은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나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함에 있어서 특정 응용(Application)이나 

영역(Domain)에 종속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온톨로지 추론 엔진에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대부분의 정보 표현과 추론을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확장성(Scalability)이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요청과 서비스 처리 계층으로 

계층을 분리하고 두 계층에서의 온톨로지 추론 엔진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함으

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실용적(Practical)인 상황 인식 서비스 전달 프레임워크(Context-

Aware Service Delivery Framework)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제시된 

프레임워크는 현재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1. 서  론 

 

PDA, 휴대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달하고 기기

들간의 통신이 쉬워짐에 따라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

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

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컨텐츠의 양이 급격하게 늘

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컨텐츠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상황 인식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란 사용자

의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나 컨텐츠를 능동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을 의미한

다[1].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를 획득, 조직,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접근 방법들은 특정 응용이나 영역에 

종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황 인식을 위해 필요한 

상황 정보를 활용하고 표현함에 있어서, 성능에 한계를 

가지는 온톨로지와 추론엔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기 어렵

다. OWL과 같은 온톨로지 표현기법에 의한 데이터 및 

상황의 표현은 객체들이 가지는 다양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데이터의 양이 늘어

나거나 복잡한 추론이 요구되는 경우 확장성

(Scalability)의 한계가 있어서 실용적인 서비스를 구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2]. 예를 들어, “사용자

가 차에 탑승할 경우 사용자의 취향이 반영된 음악을 

순위대로 추천하여 재생한다.” 라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 할 때 사용자 취향, 상황, 음악의 메타데이터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표

현하고 서비스를 위한 순위 계산 등의 복잡한 추론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는 것은 현재 구현된 추론엔진들에

서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다[3][4].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황인식과 서비스 요청을 위한 최소한의 추론을 담당

하는 서비스 요청 계층과 보다 복잡한 추론과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 처리 계층으로 

나누어 각각에서의 온톨로지 기반 추론 엔진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실용적인 상황 인

식 서비스 전달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Delivery Framework)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 및 기존 접근 방법들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Alliver(All-Deliver)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3.1장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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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나리오를 통해 각 Alliver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들

의 역할을 서술한다. 3.2장에서는 Alliver 프레임워크의 

두 가지 계층인 서비스 요청 계층과 서비스 처리 계층

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작업의 역할 분담이 가지는 

장점을 서술한다. 3.3장에서는 Alliver 프레임워크의 활

용에 대해 정리한다. 4장에서는 향후 해결과제 및 연구 

방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

을 서술한다. 

 

2. 관련 연구 및 한계점 

 

상황 인식 서비스에 관련된 초기의 연구로 Cyber 

Guides[5], Cool Town[6], Cricket Compass[7]와 같

은 것들이 있다. 이들은 특정 영역이나 응용에 종속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의 모델링 또한 단순하게 구

성되어 있다. 

The Ubicomp Special Interest Group은 다양한 분야

를 포괄하는 온톨로지를 정의 하여 SOUPA(Standard 

Ontology for Ubiquitous and Pervasive Applications)

를 제시하였다[8]. COBRA-ONT[10]는 SOUPA의 상위 

온톨로지(Upper Ontology)중 일부를 임포트하여 사용하

며 시맨틱 웹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와 관련된 상

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키텍쳐를 제시하였다. 

CONON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은 

계층관계를 이용하여 상위 온톨로지(Upper Ontology)와 

영역 특정 온톨로지(Domain-Specific Ontology)를 정

의였으며 상황 인식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인 

SOCAM[1]에 사용되었다. DAIDALOS[11]에서는 

COMANTO 온톨로지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황 

관리(Context Management) 아키텍쳐를 제시하였다. 

CoCA[12]는 디바이스간의 리소스를 공유 가능하게 하

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적 상황 인식 서비스 

아키텍처(Collaborative Context-Aware Service 

Architecture)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관련된 연구로 

GAS Ontology[13]와 ACAI[14] 등이 있다. 

Enhanced CoCA[15]는 추론엔진의 성능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황 자료(Context Data)를 

RDB에 저장하고 발견적 방법(Heuristic)을 이용하여 필

요한 것만 상황 온톨로지 저장소에 읽어 들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추론 자체는 

추론엔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엔진의 성능이 

실용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관련 정보를 온톨로지로 

표현하고,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추

론을 온톨로지 추론 엔진에 전가한다. 온톨로지를 이용

하여 데이터 및 각종 상황을 표현할 경우 객체들이 가

지는 다양한 관계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확장성과 성능

(Performance)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연성이 떨어져 다양한 알고리즘들과의 연계도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실용적이고 복잡한 수준의 상황인식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All iver: 실용적 상황 인식 서비스 전달 

프레임워크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쉬우며, 실용 가능한 상황인식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

야 한다. 디바이스들이 상호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공

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디바이스들간의 정보 통신 및 공유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황 인식 서

비스와 관련된 센서 기술, 통신 프로토콜 기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시스템간의 요구 사항 분석과 같은 것

들이 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현재 네트워

크 기반은 상당부분 갖추어지고 있으며, 하드웨어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 중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기술에 초점을 맞

추어 상황인식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고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서비스 요청을 위한 최소한의 추론과 요청의 결과로 얻

어지는 서비스 및 컨텐츠를 디바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만 수행하면 된다. 이 같은 서비스 요청과 

서비스 추론을 분리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상황 인식과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내에서의 계층을 분리하고 각

계층에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온톨로지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및 확장성 문제를 해결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시

맨틱한 정보의 표현을 지원하지 않고 추론 기능을 제공

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트랜잭션 처리, 확장성. 

질의 최적화(Query Optimization)등의 성능이 뛰어나다. 

반면 온톨로지의 경우 시맨틱한 정보의 표현이 지원되

고 추론 기능이 지원되지만, 확장성이 부족하고 질의 최

적화가 어렵다[16].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두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시맨틱 정보의 표현과 

추론을 지원하면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시스

템의 성능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 프레임워크인 Alliver 의 

아키텍처는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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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황 인식 서비스 시나리오 

 

Alliver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

며 어떤 정보가 교환되어 동작하는지를 아래의 시나리

오를 통하여 설명한다. 다음의 시나리오는 한 사용자가 

운전을 하는 도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Alliver에 

의하여 상황 인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길동이 경춘국도를 타고 운전하고 있던 도중 연

료가 떨어져서 경고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 차내의 상황 인식 서비스 시스템은 길동의 프

로파일과 함께 현재의 위치정보 및 이동 경로, 현재 

운전중인 자동차에 대한 기본정보를 네트워크를 통

해 서비스 제공자에 전달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전

달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이동 경로 상에 존재

하며 현재 연료 보유량으로 도달 가능한 주유소들 

중 길동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할인이 가능하

고 가격,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

여 추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운전중인 차로 결과를 

전송한다. 차내의 스크린에 추천 받은 주유소들이 

적합성에 따른 점수가 계산되어 순위대로 정렬되어 

보여진다. 길동이 첫 번째 주유소를 화면에서 선택

하자, 이동경로가 수정되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은 후 목적지에 편안하게 도착하게 된다” 

 

Alliver 프레임워크 내에서 Context Manager는 상

황 정보의 추상화 정도(Abstraction Level)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로부터 얻어진 하위 레벨의 상황 정보

(Low-level Context)는 정의되어 있는 상황 규칙

(Context Rule)에 의해 상위 레벨의 상황 정보(High-

level Context)로 추론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차량의 

GPS정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상위 레

벨의 정보인 ‘도시 이름’,’거리 이름’ 등으로 결집

(Aggregate)하여 저장한다. Service Trigger는 지속적

으로 Context Manager가 저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가 서비스 규칙(Service Rule)에 의해 

정의된 규칙(Rule)에 부합하는 상황을 발견(Capture)하

게 되면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하여 서비스를 수행한다. 

예시 시나리오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 규칙이 정의되

어있다고 가정하자. 

“서비스 규칙 : 사용자가 운전 중이며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진다면 필요한 정보(사용자 프로파일, 현

재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운전 중 차량의 기본정

보)를 Request Processor로 보내 주유소추천서비스

를 요청한다.” 

시나리오 상에서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지자 Service 

Trigger는 현재의 상황이 이 규칙에 만족하는 것을 발견

하고 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정보들(사용자 프로파일, 현

재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운전 중 차량의 기본정보)

을 사용하여 Request Processor에게 서비스를 요청

한다. Global Data Modeler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는 레거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된 추상화된 뷰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묶여진 레

거시 데이터들은 상호 의미 기반의 정보로 연결되어 있

는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된다. Global Data Model을 통

해 Request Processor는 주유소 추천 서비스에 사용되

는 순위 결정 알고리즘(Ranking Algorithms)을 선택하

여 Global Data Modeler를 통해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에 접근한다. 이때 Global Data Modeler는 레거시 데이

터베이스와 통합된 뷰 사이의 번역기(Translator)역할을 

 
그림 1 Alliv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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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저장된 주유소의 다양한 속성과 현재의 상황정보

를 고려하여 순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Interface 

Manager로 전달한다. 사용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

려하여 추천 받은 주유소를 순위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2는 Alliver 프레임워크에서 상황인식 서비스

가 처리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3.2 Alliver 아키텍처의 계층 

 

Alliver의 전체 아키텍처는 서비스 요청 계층

(Service Request Layer)과 서비스 처리 계층

(Service Processing Layer)으로 나뉜다. 서비스 요

청 계층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

(Interaction)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적합한 서

비스를 요청하는 일을 처리한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

으로 서비스 요청 계층의 역할은 완료된다. 서비스 처리

계층에서는 컨텐츠의 추천, 랭킹과 같은 요청된 서비스

의 복잡한 추론이 처리되어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요청 계층에서의 작업은 온톨

로지와 추론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처리하며, 서비스 처

리 계층에서는 Global Data Modeler를 통하여 기존의 

관계형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처리한

다. 이러한 작업의 역할 분담이 가지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용자의 추론엔진과 온톨로지가 가지는 시맨틱

한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성능과 확장성이 

보장된다. 기존의 접근 방법의 경우 “현재 이동 경로 상

에 존재하며 현재 기름 보유량으로 도달 가능한 주유소

들 중 길동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할인이 가능하

고 가격, 현재 위치로부터의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천한다” 와 같이 복잡한 알고리즘에 필요한 데이터들

을 온톨로지 상에 모두 표현하고 이를 추론엔진을 이용

하여 처리하기가 어렵다. 반면 Alliver 프레임워크에서는 

꼭 온톨로지와 추론 엔진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추론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로 서비스 규칙의 정의와 알고리즘 추가를 통한 

쉬운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

를 들어 시나리오 상에서 운전 도중 사용자 취향이 반

영된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추가

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상황에서 음악이 재생되도록 하

는 서비스 규칙을 정의하고 음악 추천알고리즘을 추가

하는 것으로 서비스 영역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음악 알고리즘은 기존에 레거시 데이터베이스

를 대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알고리즘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3.3 Alliver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상황인식 서비스 

 

Alliver 프레임워크는 제시된 시나리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상황 인식 서비스들을 처리할 수 있다. Alliver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의 유형은 시나리오 상에서 제시된 

서비스의 형태로, 이를 상황 인식 개인화 컨텐츠 추천 

서비스(Context-Aware Personalized Contents 

 

그림 2 Alliver의 상황 인식 서비스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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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Service)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를 시스템이 추천해 주는 형태이다. 

Alliver가 처리할 수 있는 이 형태의 다른 서비스 예시로,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음악들이 추천되어 운전 중 

차에서 재생된다”와 같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형태의 서비스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비스 규칙에 의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를 서비스 

처리 계층에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활용하여 

확보한다. 

두 번째 유형은 컨텐츠와 상관 없이 디바이스 자체의 

설정(Configuration)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이를 자동 디바이스 설정(Automatic 

Device Configur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은 컨텐츠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설정을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Alliver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형태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 

영화관 내에서 자동으로 핸드폰은 무음 혹은 진동 

모드로 전환한다”,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메시지 

전달하기 위하여 최적의 기기를 자동으로 선택한다” 와 

같은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은 디바이스 

전환/지속적 서비스(Device Switching/ Seamless 

Service)이다. Alliver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상황 정보와 서비스 

규칙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끊김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기기들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정지하고 나와 차에 타자 라디오에서 

이어져 계속 재생된다” 와 같은 서비스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 유형은 앞서 설명한 두 유형의 

서비스의 복합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Alliver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규칙에 의거하여 

기기들을 자동으로 세팅하고 적합한 컨텐츠를 찾아와서 

사용자가 지속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 유형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Alliver 프레임워크의 활용 예시이며,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서비스 규칙을 정의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쉽게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4. 향후 해결 과제 및 연구 방향 

 

위의 3장 에서는 상황인식 서비스를 위한 Alliver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상황 

규칙과 서비스 규칙의 표현(Expression)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Alliver 프레임워크 내에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두 규칙의 

표현력은 성능과 확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현 시 다양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그 표현 규칙과 표현력을 정의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로그를 

분석하여 규칙을 찾아내는 규칙 마이닝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향후 다양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 모델(Global Data Model)로 

접근가능 하도록 중재(Mediator)역할을 하는 Global 

Data Modeler의 기능을 확장하여 SPARQL과 같은 추론 

질의들을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자들과 

매핑함으로써 온톨로지 추론엔진과 관계형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의 복합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Alliver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Alliver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고있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들을 데모 시나리오에 

표현하고 구현함으로써, 기존 접근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5. 요약 및 결론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컴퓨팅환경 속에서 그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식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

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접근 방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특정 응용이나 영역에 종속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다양한 추천알고리즘들과의 연계가 불가능 하거

나,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황 인식 서비스 전

달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Delivery 

Framework)인 Alliver를 제시하였다.  

Alliver 프레임워크는 상황 인식 서비스를 처리함에 있

어서 서비스 요청 계층과 서비스 처리 계층으로 그 프

로세스를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을 온톨로지와 추론엔진,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분할 함으로써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상황 인식 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Alliver 프레임워크의 활용 예시로서 제시

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 Alliver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요소

인 서비스 규칙과 상황 규칙의 표현력을 명확히 제시하

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들을 프로토

타입과 데모 시나리오에 표현하고 구현하고, 기존 접근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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