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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유비쿼터스 컨버 스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시험 로서 u-City에 한 심이 
지속 으로 커져가고 있는 시 에서, u-City의 표 인 서비스  응용 분야로서 u-방재에 
한 연구도 서서히 확 되어가고 있다. u-City의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u-방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해서는 기존에 분산되어 운 되고 있는 다양한 u-City 서비스  하부 인
라가 종합 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자원 리 분야

에서 리 활용되고 있는 CIM/WBEM 표 과 용량 모니터링 데이터의 취득  활용에 
한 모델로 인정되고 있는 GMA를 결합하여 u-방재 서비스  모니터링 아키텍처의 설계에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u-City 서비스 인 라의 표 화  확장성에 한 

요구가 더욱 커져갈 것으로 상된다는 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인 라 모델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분산자원들과 지속 으로 추가될 것으로 상되는 신규 서비스들의 
효과 인 통합 모델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y the time the interest on the u-City is continuously growing as a test bed for verifying 
the potentials of ubiquitous convergence industries, research on the u-Safety gradually 
increases as well, as a typical service and application area of u-City. Like the other service 
areas of u-City, in order to provide u-Safety services smoothly, it is crucial to integrally 
connect u-City services and infrastructures that have operated under distributed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suggest an approach for design of u-Safety service and monitoring 
architecture by combing CIM/WBEM standard with GMA. CIM/WBEM and GMA are broadly 
applied in the distributed resource monitoring environment and are widely recognized as data 
acquisition architecture under massive monitoring data volumes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growing research needs for standardization and extension of u-City service infrastructure, it 
is expected that our integrated infrastructure model will be used as a reference model for 
effective integration of distributed resources with newly add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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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City는 RFID, USN, ITS, Wibro, HSDPA, 

Web 2.0 등의 다양한 u-IT 기술  서비스 

인 라를 특정 공간에 융․복합시킴으로써 

각 요소 기술  서비스 간의 시 지를 극

화할 수 있는 시험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IT 컨버 스 산업 역의 신기술  표 을 

선도해 나갈 유망한 역으로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 2, 3].

u-방재는 u-City의 요 구성요소  하나

로서, 방재  안 리 분야에 첨단 u-IT 

기술을 목해 기존 방재 인 라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 한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방재의 성공 인 구축을 해서는 기 인

라, 통신인 라, 센서망, 서비스, 도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과 같은 u-City 구

성요소들간의 연계  통합 리가 필요하지

만, 아직까지 이를 한 실질 인 표 과 구

축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 5, 6].

재 u-City 구축을 한 각 구성 요소들

은 부분 지리 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독자

인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1, 3, 7]. 따

라서 분산 시스템 자원 리 분야의 기존 연

구 결과를 활용하여 u-City의 구성 요소들

을 연계  통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 인 

u-방재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방재 시스템의 효과 인 

구 을 해 요구되는 다양한 분산시스템  

자원들에 한 리  모니터링 통합 인

라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u-City  u-

방재와 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제 3

장에서 분산자원의 리  모니터링을 한 

표 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u-방재 참조 인 라에 하여 상

세히 설명하고, 마지막 제 5장에서 본 연구

의 결론과 추후 연구 내용을 기술하 다.

2. u-City와 u-방재 련 연구

u-City  u-방재의 개념과 정의에는 연

구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련 연

구의 범  역시 상당히 포 인 특성을 지

니고 있다[2, 5, 8]. u-IT와 련된 거의 

부분의 연구들이 실제로는 u-City나 u-방재

의 연구 범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질 정도로 련 연구의 범 가 넓다. 본 장

에서는 u-IT의 구체 인 기술에 한 연구

보다는 본 연구의 상 범 와 련이 상

으로 높은 u-City 련 사업과 인 라  

서비스 모델의 정의에 한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국내외의 u-City 추진 황

해외의 표 인 u-City 련연구  사업

으로는 핀란드의 가상 마을(Virtual Village) 

구축 사업, 홍콩의 Cyberport 사업, 싱가포르

의 One-North 사업, 스페인의 Hot City 사업, 

일본 오사카의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u-City와 련된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분이 제한된 지역이나 

공원단지 등을 심으로 IT인 라의 고도화

에 을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u-IT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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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City 통합운 센터 개념도[7]

 서비스를 도시 반에 걸쳐 용하려는 

본격 인 개념의 u-City 구축에 한 시도

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1, 7, 9, 10].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에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u-City 구축활성화 기본계획’에 따

라 기술  성숙도, 지자체 수요 등을 반 하

여 공공성, 시 성, 기술  구  가능성이 상

으로 큰 과제를 심으로 세계 최 로 

u-City 테스트베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부산, 인천 송도, 화성․동탄, 

주․운정 등 22개 기존도시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반의 새로운 

도시개발이 극 추진되고 있다[1, 5, 7].

체 으로 u-City 구축의 구성요소가 되

는 개별 u-IT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활

용은 해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도시

반에 걸친 본격 인 용은 국내의 u-City 

련 사업이 선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

서 국내에서는 개별 기술들을 종합화하여 연

계하기 한 연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u-City 사업의 실

제 인 성과를 나타내기 한 서비스 구축 

모형과 추진 방안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2.2 u-방재 시스템의 구축

u-City 사업의 성공에 핵심 인 고려사항

은 바로 구성요소  기반시스템간의 상호운

용성 확보이다.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

이 u-City의 구축에는 많은 요소기술들과 

기반시스템들이 련된다. u-방재는 이러한 

u-City의 서비스 에서도 특히 많은 요소

기술과 기반시스템들의 통합 인 기능을 요

구하는 표 인 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개별 으로 구 되어 운 되던 도

시의 제반 자원  리 시스템들이 유기

으로 연계  통합되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 인 리통제를 이루어내기 

해서는, 이들 분산된 자원정보들의 체계

인 리 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분

산된 자원 리를 한 기술  표 과 규격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DMTF(Distributed Mana-

gement Task Force)의 연구 성과와 표 을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u-방재와 련해서 국내에서는 부산시와 

KT가 추진 에 있는 u-도시방재시스템 구

축 사업이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2007년 말 

정통부 주 으로 추진된 구포 교에 한 

USN 기반의 교량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표

으로 구축된 바 있다[4, 11, 12, 13].

2.3 u-City 인 라  서비스

u-City의 인 라에 한 표 인 연구로

는 2005년 호인 등을 심으로 진행되어 

한국 산원에서 발표된 ‘u-City 핵심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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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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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표 화 연구’와 2008년 이재근 등을 

심으로 진행되어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

된 ‘u-City IT 인 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이 있다[1, 2, 7].

호인 등은 신도시 개발의 에서 볼 

때, 새로운 u-City 인 라가 기존 도시개발 

업무에 비해 추가 으로 갖추어야 할 특성을 

심으로 u-City 인 라를 제시하 는데, 여

기에는 네트워크 인 라, 데이터센터 인 라, 

도시 리 인 라의 세 가지가 해당된다. 반면

에 이재근 등은 u-City 구축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IT 측면을 심으로 u-City 인

라를 세분하여 정의하 다. 여기에서는 기

 인 라, 통신망 인 라, 단  시스템/센서

망, 정보 리 인 라의 네 가지가 제시되었

다. 두 연구에서의 인 라 구분을 다음의 

<표 1>을 통해 비교․정리할 수 있겠다.

네트워크 인 라는 통신망 인 라와 단

시스템/센서망으로 세분화되었고, 데이터센

터 인 라와 도시 리 인 라가 정보 리 인

라에 응됨을 알 수 있다. IT 의 구

분에서는 로, 선로  맨홀과 같이 통신망 

인 라를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  공간을 나타내는 기  인 라의 개념

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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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서비스 모델의 분류에 한 연구 등이 

있다[2, 3, 7, 9].

이재근 등은 u-City 서비스를 구 하기 

한 로세스를 1) u-City 기본계획, 2) u-City 

개별계획, 3) u-City 기본설계, 4) u-City 실

시설계, 5) u-City 시공․감리, 6) u-City 검

사․ 공, 7) u-City 운 ․평가라는 7단계

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상세 차를 제

시하 다[7].

호인 등은 u-City를 1) 생활형, 2) 산업

형, 3) 교통․물류형, 4) ․문화형, 5) 교

육․R&D형, 6) 로벌 비즈니스라는 모두 6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한 표

인 서비스를 제시하 다[2, 4].

이와 달리 유승  등은 u-City 응용 서비

스 모델에 한 연구에서 도시활동과 도시공

간을 분류 기 으로 제시하고, 이 두 기 의 

조합에 해서 응용 서비스를 나열하는 근

법을 취하 다[3]. 도시활동에는 공공행정, 

국방치안, 교육 등의 21가지 활동을 제시하

고, 도시공간에는 가정, 사무실, 건물, 시장 

 상가 등의 19가지 구분을 제시하여, 도시 

내의 어떤 공간에서 어떤 활동에 의해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

다. 를 들면, 가정이라는 도시공간에서 

공공행정 활동이 결합될 경우 민 서비스라

는 u-City 응용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u-City 서비스에 한 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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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 정보 모델
(모델링 언어 및 내용)

xmlCIM 인코딩
(XML 트랜스포트 인코딩)

HTTP 접근
(CIM-XML, CIM-SOAP)

WBEM

CIM 정보 모델
(모델링 언어 및 내용)

xmlCIM 인코딩
(XML 트랜스포트 인코딩)

HTTP 접근
(CIM-XML, CIM-SOAP)

WBEM

<그림 2> WBEM의 구성 요소[14]

체로 재 알려져 있는 표 인 서비스 형

태를 집합 으로 분류하기 한 기 을 발견

으로 제시하는 형태인 것에 반해, 유승  

등의 연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과 도시

의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아직까지 구체 인 

서비스 형태가 발굴되지 않은 역에서도 잠

재 인 응용 서비스의 형태를 도출할 수 있

다는 에서 향후 u-City 응용 서비스  비

즈니스 모델의 개발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3. 분산자원 리와 모니터링

기존에 개별 으로 구 되고 분리 운 되어

온 도시의 제반 자원  리 시스템들이 

u-City의 틀 속에서 유기 으로 연계  통

합 리되어 의미 있는 u-방재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해서는, 이들 분산된 시스템 자원

과 정보요소들에 한 체계 이고도 표 화

된 리 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3.1 DMTF의 분산자원 리 련 연구

분산된 자원 리를 한 기술  표 과 규

격에 해서는 DMTF를 통해 주로 서버 하

드웨어의 리기술을 심으로 상당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DMTF는 분산된 자원들의 

리 표 에 한 개발  채택을 주도하기 

한 단체로 재 100개 이상의 회사와 50여 

개의 학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다[14, 16].

DMTF는 1) 리 이니셔티 (Management 

Initiative), 2) 공통 정보 모델(CIM：Common 

Information Model), 3) 웹 기반 기업 리

(WBEM：Web-Based Enterprise Manage-

ment), 4) 시스템 리 BIOS(SMBIOS：System 

Management BIOS), 5) 경보 표  포맷(ASF：

Alert Standard Format), 6) 데스크톱 리 

인터페이스(DMI：Desktop Management In-

terface)라는 여섯 분야에 한 표 의 개발

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츰 하드웨어뿐만 아

니라 로그램 인터페이스, 웹 서비스, 보안 

로토콜 등과 같은 소 트웨어 요소로까지 

상 범 를 확 해 가고 있다[14, 16].

<그림 2>는 이들 여섯 분야 에서 본 연구

와 많은 련이 있는 공통 정보 모델(CIM)과 

웹 기반 기업 리(WBEM)의 계를 개념

으로 나타낸 것이다.

3.2 공통 정보 모델(CIM) 표

분산자원정보 리를 해서는 리 상이 

되는 자원과 서비스를 표 하기 한 기반 

데이터 모델이 표 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CIM

은 컴퓨   인터넷, 기업과 서비스 공 자 

환경에서 비즈니스 엔티티(Business Entity)

를 설명하기 해 객체지향 구성  설계를 

사용하는 개념 인 정보 모델이다. CIM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DMI(Desktop Management Interface), CMIP 

(Common Management Inform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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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BEM의 운  아키텍처[14]

와 같은 기존의 리 표 들을 통일하고 확

장하는 정보 모델로 리개체형식(MOF：Ma-

naged Object Format)이라는 표  언어를 

사용하여 상을 기술한다[14, 16].

CIM은 명세와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CIM 명세는 다른 리 모델과의 통합을 

한 상세 내용을 기술하며, CIM 스키마는 

리 환경에 한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개념 인 임워크를 제공하는 클래스들과 

속성들의 집합을 통해 실제 모델을 나타낸

다. CIM 스키마는 코어 모델과 공통 모델로 

구성되는데, 코어 모델은 모든 역의 리

에 용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제

공하는 클래스와 연 계  속성들의 집합

이며, 공통 모델은 시스템, 어 리 이션, 네

트워크  디바이스 등과 같이 개별 기술  

구 에는 독립 이면서 개별 리 역에 공

통 인 개념들을 기록하는 정보 모델이다. 

이 게 제공된 CIM 스키마를 이용한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벤더들은 CIM의 공통 정의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시스템의 리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된다.

u-방재 시스템의 경우도 련되는 상 자

원과 서비스를 표 하기 한 기반 데이터 

모델이 CIM을 토 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정의된 모델이 u-City 서비스와 인 라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분산자원정보 리 

모델과 일 될 수 있도록 보다 일반 이며 

확장성을 가진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작

성되어야 할 것이다.

3.3 웹 기반 기업 리(WBEM) 표

WBEM은 이질 인 기술과 랫폼 환경

에서 데이터를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 컴퓨  환경의 리를 통합하도록 

개발된 리 표 과 인터넷 표 의 모음이

다. DMTF는 WBEM을 구성하는 표 의 핵

심 세트를 개발하 는데, 여기에는 CIM-XML, 

CIM 질의 언어, WBEM SLP(Service Location 

Protocol)와 WBEM URI(Universal Resource 

Identifier)를 사용한 WBEM Discovery 등

이 포함되어 있다.

WBEM은 확장 가능하고 랫폼에 립

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인 라로써, 데이터에 

한 기술을 하여 CIM을 사용하며, XML 

형태의 인코딩을 해 CIM-XML을, 그리고 

송 로토콜로써 HTTP를 사용한다.

<그림 3>은 이러한 WBEM의 운  아키텍

처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MOF로 기술된 

리 상의 정보 모델이 컴 일러를 통해 

서버에 달되어 장소(Repository)에 장

되며, 실제 리 요소(Managed Element)에 

한 근과 제어는 공 자(Provider)들이 제

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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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MA의 구성요소  이벤트[15]

운 자는 WBEM 클라이언트에서 WBEM 리

스 (Listen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상 

요소에 근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산업 단체들에서 WBEM을 기반으로 

웹 서비스, 보안, 장장치, 그리드  유틸리

티 컴퓨  등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WBEM

에 한 다양한 구 이 Open Pegasus, Open-

WBEM, PyWBEM, Purgos 등을 통해 제공

되고 있기도 하다[14, 16, 17].

4. u-방재 참조 인 라

u-방재 시스템의 구축을 해 u-City 서비

스  인 라의 설계에 DMTF의 최근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 ․환경  요소들이 

상당히 이질 이면서도 분산된 특성을 보인

다는 에서 매우 효과 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DMTF의 결과에 따라 자원과 장비

에 한 정보 모델과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함

으로써 u-City의 제반 서비스와 인 라가 통

합되기에는 련 요소들의 다양성과 복잡성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 으로 정의

할 수 있는 보다 상  수 의 통합 인 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MA(Grid Monitoring Archi-

tecture)와 WBEM 아키텍처를 목하여 이

러한 통합 인 라를 보다 효과 으로 설계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통합 인 라

는 u-방재 시스템의 특징 인 요구사항을 

히 만족시키면서도, 서로 다른 두 아키텍

처 인 라를 결합하고 있다.

4.1 그리드 모니터링 아키텍처(GMA)

GMA는 국제 그리드 포럼(GGF：Global Grid 

Forum)의 성능 워킹그룹(Performance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요구되는 기

능성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최소사양의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규모

의 분산 시스템들은 고장탐지, 성능의 분석․

조율․ 측, 스 링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해 방 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하게 되

는데, GMA는 분산된 이종 시스템 간의 원활

한 모니터링을 한 아키텍처로써 인정되고 

있다[15].

GMA는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디

터리 서비스, 생산자  소비자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진다. 생산자는 성능 데

이터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는 이러한 성능 데이터

를 받아들이는 요소이다. 디 터리 서비스는 

이러한 성능 이벤트 정보의 등록과 검색을 

지원하는 요소이다.

GMA 상에서는 성능 데이터가 타임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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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특성에 따른 계층 모델

가 추가된 이벤트의 형태로 항상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  송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GMA의 가정은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단

말들로부터의 상향 인 데이터 흐름을 기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u-City의 상  

서비스 역에서 하 의 단말로 달되는 제

어의 흐름을 기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합 

인 라의 참조 모델은 데이터의 상향  흐름

뿐만 아니라 제어명령의 하향  흐름을 포함

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2 데이터 특성에 따른 계층  모델

카메라, 센서, 통신 노드와 같이 u-IT 환경

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말들과 컴퓨  노드들

에 해서 WBEM의 기존 CIM 모델이 제공

해왔던 것처럼, 주로 각 장비의 개별 인 특

성과 기능을 물리 인 제어 측면에서 정의하

고자 한다면 상당히 이질 인 장비들의 특성

에 의해 그 모델링 작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신규 개발되는 장비에 

의한 변화까지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근방

법은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u-방재 참조 인 라를 보다 효과

으로 구성하기 하여 개별 구성 요소들의 

상세 사양을 심으로 하는 신, <그림 5>

와 같이 장비의 데이터  특성에 따른 보다 

상 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최하  계층의 물리 인 장비  구성 요소

들을 물리  장비(Physical Device)라고 부

르며, 이러한 물리  장비들로부터 한 단계

의 추상화를 통해 개념화된 논리  장비를 

물리  엔티티(Physical Entity)라고 정의한

다. 이때, 물리  엔티티를 센서나 카메라처럼 

장비  특성을 심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해

당 장비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시간  특성

에 따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  엔티티는 보다 상 의 논리  엔티

티(Logical Entity) 계층에서 해당 엔티티의 

역할에 따라 공 자(Provider)와 수요자(Listener)

로 구분된다. 논리  엔티티는 데이터와 컨트

롤에 한 역할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정

의된다. 최종 으로 이러한 논리  엔티티의 

결합을 통해 u-방재 시스템의 서비스를 구성

하는 서비스 엔티티가 정의된다.

4.3 GMA 기반의 u-방재 서비스 인 라

기존의 GMA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에 교환되는 질의의 형태를 연속형(continu-

ous), 최신형(latest), 이력형(history)  정지

형(static)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

다. 연속형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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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참조 인 라의 구성 요소

W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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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스트림(stream)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달

되는 것으로, 소비자로부터 단 요청이 있기 

까지는 계속 데이터가 스트리 되어 달

된다. 최신형은 재 상태를 요구하는 질의

가 보내질 경우 가장 최근의 데이터만이 소

비자에게 달된다. 이력형은 재까지 생산

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에서 질의를 통

해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이 소비

자에게 달되며, 정지형은 타임스탬 가 없

는 데이터의 조회를 해 사용된다.

GMA의 질의 형태 구분을 본 연구에서는 

정지화상, 동화상, 음성, 단일 수치값 등과 같

은 달되는 정보의 특성과 함께 결합하여 

물리  엔티티 모델의 정의에 사용하 다. 

즉, CCTV와 같은 단말은 음향이 빠진 동화

상 정보의 연속형 제공자로 정의될 수 있으

며, 강우측정기는 재의 강우량 값에 한 

질의에 단일의 수치값을 달하는 최신형 제

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리  엔티티 계층에서는 데이터 특성에 

따른 물리  엔티티들을 데이터와 제어에 

한 역할에 따라 <표 2>와 같이 세분화하여 

정의된다. 즉, 센서와 같은 하부 단말은 상

의 서비스 엔티티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공 자가 되지만, 

상 의 서비스 계층으로부터 달되는 명령

에 의해서 단말이 조작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제어 수요자가 된다. 이러한 공 자와 수

요자의 개념은 GMA에서의 생산자와 소비

자의 개념에 응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의 경우 데이터 공 자는 제어 수요자의 역

할을 겸하게 되며, 제어 공 자는 데이터 수

요자의 역할을 겸하게 되지만, 반드시 이

게만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GMA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요소를 매개자로 정의하는

데, 다른 장비의 성능 데이터를 취합․가공

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는 요

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WBEM에서는 매개

자에 정확히 응되는 개념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 자와 수요자 역할의 동시 

구 이 허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조 인

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락시(Proxy)

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장비의 

데이터를 취합․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데

이터로 제공하는 데이터 락시와 상  서비

스 계층의 복합 인 제어 명령을 하  요소

에 한 상세 제어 명령의 형태로 분할하여 

달하는 제어 락시가 있다. 이러한 락

시의 개념은 u-City 인 라에서 개별 으로 

구축  운 되던 여러 시스템들의 상호 연

계  통합을 해 매우 요하다. 즉 데이터 

 제어 락시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 한 

데이터 수요  제어 기능의 제공이 가능하

도록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MA에서 정의한 질의의 

형태라는 개념에 개별 u-IT 단말이 생성해 

낼 수 있는 데이터  정보의 시간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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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물리  단

말에 한 개념 인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GMA에서 간과되었던 제

어 명령의 흐름을 명시 으로 추가함으로써 

데이터와 제어의 공 자  수요자라는 개념

을 정의하여 제공하 다.

5. 결론  추후 연구 내용

첨단 u-IT 기술을 통해 도시 반의 재난

을 비할 수 있도록 하며, 발생한 재난에 

해서는 련 기 들의 정보 공유와 효과 인 

처를 통해 종합 인 응과 복구를 가능하

게 하는 u-방재시스템은 u-City 사업의 

요 서비스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u-방재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

는 u-City 서비스  인 라를 구성하는 분

산된 자원  정보들이 체계 이면서도 확장

성을 지닌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u-방재 서비스  모니터링 

인 라의 설계를 해 기존 분산자원 리분

야의 연구 결과와 그리드 모니터링 아키텍처

를 결합하여 확장함으로써 u-City 인 라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 ․환경  요소들의 이

질 인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참조 인 라 

모델을 제시하 다.

u-방재와 련한 기반 아키텍처의 설계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참조 모델은 리 받아들여

지고 있는 두 설계 아키텍처 모델의 장 을 

결합하여 비교  쉽게 용할 수 있다는 

에서 추후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u-City 서비스 분야가 u-방재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서비스 역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u-방재 참

조 아키텍처는 충분히 u-City를 한 통합 

인 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 역의 확장에 한 연

구 한 기 해 볼만한 분야라고 여겨진다.

재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통합 참조 아

키텍처에 한 CIM 모델을 개발하고, Open-

Pegasus 구  상에서 일럿 운 하고자 하

는 후속 연구가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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