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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환경에서 헬스 어 응용 서비스 지원 액티  모델
기반의 서비스 컴포 트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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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헬스 어 응용 서비스 지원을 한 액티  모델 기반의 서비스 컴포 트를 제안한다. 서비스 컴포 트는 
헬스 어 응용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해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 하 다. 특히, 분산 객체그룹 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 어 홈서비스에 분산객체 기술을 이용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응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컴포 트를 헬스 어 홈 모니터링, 모바일 모니터링, 웹기반 모니터링과 같은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하여 수행 결과를 보인다. 한 응답시간과 네트워크 부하와 시스템 부하에 한 성능 평가 결과를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rvice component based on active model for supporting a variety of u-healthcare application 

services. It implemented that component as a classification of function for developing healthcare application services. Especially 

we focus on the adaptive information service in integrated environment using a distributed object technologies of the various 

healthcare home service based on 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And we shows the service component applying to 

Healthcare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healthcare home monitoring, mobile monitoring and web based monitoring. Also, we 

show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uch as response time, system load and network load.

☞ KeyWords : Service Component, Adaptive Information Service, TMO Scheme, Distributed Object Group Framework, 

Healthcare Home Service,  Healthcare Information Database, 서비스 컴포 트, 응형 정보 서비스, TMO스
킴, 분산 객체 그룹 임워크, 헬스 어 홈서비스, 헬스 어 데이터베이스

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를 해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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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통합뿐만 아니라 

기존 응용의 구성요소 는 서비스를 재사용하거

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요구된다[1, 2]. 특히, 유

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맞춤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서로 다른 센서나 기기, 장치들과 같

은 물리 인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로토콜, 데이터 타입, 통신 방식이 달

라 응용 개발을 어렵게 한다. 한 응용을 구성하

는 분산객체간 통신을 해 로그래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물리 인 환경의 통합과 

응용을 구성하는 분산 객체의 그룹화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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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앞서 언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TMO 기반의 액티  모델을 제안하 다[3].

그러나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

에서 응용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 분산객체들의 

통합으로 새로운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

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 하기 한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한 각각의 주요 서비스 컴포 트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헬스 어 응용 서비스

에 필요한 기능을 세부화 하여 컴포 트로 구

하 고, 이를 기존 u-헬스 이 지원 분산 임

워크 구조에 포함하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 연 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 컴포 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인다. 한 각 헬스

어 응용 서비스의 결과화면을 통해 용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에 연구해왔던 액티  모델의 기반의 분산 

임워크와 구성요소인 응형 정보 공유를 한 

액티  모델 그리고 객체지향 컴포 트 기술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

스 컴포 트의 구조  기능 그리고 서비스 상호

작용 과정에 해서, 4장에서는 서비스 컴포 트

를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한 수행결과와 

기존 방법과 비교 평가한 결과를 보인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련 연구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액티  모델의 기반의 분산 임워크와 객체지

향 컴포 트 기술에 해 기술한다.

2.1 액티  모델기반의 분산 임워크

액티  모델기반의 분산 임워크는 기존 분

산 컴퓨  환경에서 응용 서비스 지원을 한 분

산객체그룹 임워크(DOGF)[4,5,6]에 다양한 헬

스 어 홈서비스 지원을 해 액티  모델을 추

가 확장하 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응용 서비스

인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웹기반 홈네트워크

와 연계한 제어 서비스 그리고 상황정보 서비스 

등에 용시키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액티  모델

기반의 분산 임워크는 분산응용을 구성하는 

분산객체와 물리 인 분산 환경들을 하나의 논리

인 그룹으로 리하며, 각 클라이언트는 객체그

룹에 내의 분산객체들에 투명하게 근하는데 필

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미들웨어와 분산 응용을 

구성하는 객체모델은 TMOSM(TMO Support 

Middleware)미들웨어와 실시간 응용 지원을 한 

TMO (Time-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 모

델[7]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DOGF를 확장시킨 

액티  모델기반의 분산 임워크의 구조를 나

타낸다. 본 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계층

으로 구성된다.

제 1계층(물리층) : 물리 으로 동작하는 센서

와 장치 그리고 기기들로 이루어진 계층.

제 2계층(DOGF층) : DOGF는 객체그룹 리 

지원 컴포 트와 실시간 서비스 지원 컴포 트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응용과 센서, 장치, 

기기들을 논리 인 그룹화 지원.

제 3계층(응용  액티  모델층) :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하나 이상의 TMO 객체로 구성되며, 이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그룹화하며 이들 객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실시간 응형 정보 제공을 

한 액티  모델로 구성.

제 4계층(Tool층) : 클라이언트/서버 로그램 

개발자에게 분산응용 개발에 편의성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서버 개발자를 한 도구와 리자를 

한 도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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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액티  모델기반의 분산 임워크

그림 1의 임워크는 서버 랫폼을 해 구

축되었다. 기존 분산객체그룹 임워크는 분산 

응용의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합한 응용을 개발

하기 해 분산된 자원들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을 두어 개발되었다. 그러나 새로

운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각 분산객체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다보

니 복된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문제가 되었

다. 이를 해결하기 해 련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고, 액티  모델을 포함하 다.

2.2 응형 정보 공유를 한 액티  모델

액티  모델은 다양한 응용과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기 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되며, 

정보공유  정보추론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 

그림 2와 같이 기존에 응용 서비스 개발 시 필요

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해 각각 새로운 정보 수

집 객체를 포함하는 문제 과 빈번한 정보 수집 

시 발생하는 시스템 성능 하  네트워크의 부

하량 문제를 해결하기 해 TMO 라는 실시간 수

행 객체들로 구성한 액티  모델로 해결하 다. 

    (a) 기존의 구조           (b) 액티  모델 구조

(그림 2) 정보 수집 방법의 비교

 

그러나 u-헬스 어 응용 서비스 개발 시 정보 

수집과 정보 제공 부분은 액티  모델에 의해 기

존의 응용 서비스별 헬스 어 데이터베이스에 

근하는 방법을 해결하 지만, 헬스 어 응용 서비

스 개발하는데 기능별 구분이 되는 서비스 컴포

트 기술이 요구되었다.  

2.3 객체지향 컴포 트 기술

소 트웨어 컴포 트 재사용  조립을 통한 

새로운 응용 서비스 개발에 한 연구가 많이 진

행되어 왔다. 그  표 으로 Java/EJB[8]나 

.Net[9] 등 객체지향 컴포 트 기술에 한 연구와 

서로 상이한 컴포 트들을 서로 연동시키기 한 

컴포 트 어 테이션[10] 련 연구들이 있다. 일

반 으로 이러한 컴포 트 기술들은 자신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

자로 하여  사용 할 수 있게 지원하며, 내부 처

리 과정에 해서는 철 하게 블랙박스 형태로 

숨긴다. 한 각각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진 

컴포 트들을 매칭 시키기 해 인터페이스 명세 

확장을 통한 컴포 트 어 테이션 연구 등이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체지향 컴포 트에 한 

연구들은 각각 제공하는 라이 러리와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개발 방법을 제공할 뿐 실제 인 비

즈니스 로직을 이용한 서비스의 재사용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재사용을 해 

기존에 연구했던 액티  모델을 기반으로 u-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컴포 트 단

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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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해 기존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기능을 세분화하여 서비

스 컴포 트로 구성하고자 한다.

3.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액티  모

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의 구조  응용 서비스

와 서비스 컴포 트와 상호작용을 한 메시지 

로토타입 그리고 메시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해서 기술한다.  

3.1 서비스 컴포 트의 구조

헬스 어 응용 서비스 지원을 한 액티  모

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는 개인별 건강정보 

리, 생체정보 리, 치정보 리, 가 제어 

리, 쾌 환경 리, 컨텐츠 리로 총 7개의 컴포

트로 구성하 다. 기존에 헬스 어 응용 서비스

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능별 복된 객체들을 

제거하고, 공통된 기능만을 갖는 컴포 트로 정의

하 다[11].

- 개인별 건강정보 리는 최고 압, 최  

압, 맥박, 당, 체지방률, 체질량, 권장체 과 

같은 기  정보와 건강 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 생체정보 리는 생체정보 측정이 가능한 센

서로부터 수집된 가공되지 않은 측정 정보들

을 리한다.

- 치정보 리는 실내 거주자에 한 치 정

보를 제공한다.

- 응 상황 리는 응  상황 발생에 한 상황

정보를 제공하며, 응 상황 발생시 SMS나 

E-Mail등과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알림 서

비스를 제공한다.

- 가 제어 리는 u-환경 내에 있는 가 기기

들의 제어 상태 정보 확인  가 제어 기능

을 제공한다.

- 쾌 환경 리는 실내의 쾌 한 환경을 유지

하기 한 기 정보 리를 담당한다.

- 컨텐츠 리 모듈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

터 제공  장 등의 리를 담당한다.

다음 그림 3은 액티  모델 기반의 서비스 컴

포 트와 응용 서비스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

여 나타낸다.

(그림 3)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

제안한 서비스 컴포 트는 헬스 어 응용 서비

스(S1 … S5)에 따라 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해 액티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액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온

다. 이를 해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게 서비스 

컴포 트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 한 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DOGF의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은 그룹 리자 객체를 경유하여 상황 

정보 추출과 보안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3.2 서비스 컴포 트와 응용 서비스간의 상호

작용 과정

본 에서는 서비스 컴포 트와 응용 서비스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해 기술한다. 각각의 독립

된 서비스 컴포 트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

다. 기존의 응용 서비스 개발 방법은 각각의 응용

서비스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개별 으로 수집  

가공하여 사용한다.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능들을 개별 으로 구 하 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액티  모델기반 서비스 컴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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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일

으로 수집  가공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공통

된 기능을 컴포 트 화하여 그림 4와 같이 컴포

트들이 제공하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4)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와

응용서비스 구조도

3.2.1 메시지 로토타입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는 조건에 

한 서비스 매칭에 한 규칙을 미리 정의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 컴포 트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메시지 로토타입

그림 5는 헬스 어 응용 서비스와 서비스 컴포

트간의 상호작용을 한 메시지 타입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서비스 컴포 트에서 제

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한 요청 메시지의 구

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메시지 패킷의 형태

헬스 어 응용서비스에서 서비스 컴포 트에 

요청할 때, 메시지 패킷의 헤더부분에 REQUEST

라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응답은 메시지 패킷의 

헤더부분에 REPLY라는 메시지를 포함한다. 각 

메시지는 헤더부분 다음으로 ‘|’라는 구분자를 사

용한다. 요청 메시지는 사용하려는 서비스 컴포

트의 이름,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 기타 옵션 값으

로 체 메시지 패킷을 구성한다. 응답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REPLY 헤더부분 다음으로 요청된 서

비스 컴포 트의 이름, 수행된 기능, 수행 결과 값

의 순서로 메시지를 구성한다. 를 들어, 

REQUEST| HEALTH|INQUIRY|2|END라는 메시지

를 살펴보면, REQUEST는 요청메시지이고, 

HEALTH는 서비스 컴포 트 명으로 개인별 건강

정보 리이다. INQUIRY는 “정보 조회 기능을 요

청”을, 2는 사용자 아이디이다. 마지막으로 END

는 메시지 패킷의 끝부분을 나타낸다.

3.2.2 메시지 처리과정

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 된 서비스 

컴포 트들은 수신된 요청메시지에 따라 각각 담

당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앞서 언 한 

TMO 스킴을 이용하여 구 된 액티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서비스 컴포 트로 재구성되

어 제공한다.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서비스 컴포

트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메시지 패킷을 송한

다. 이때 이 메시지를 받은 각각의 서비스 컴포

트는 메시지를 분석하여 각각의 서비스 컴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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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능 수행 요청을 한다. 기능 수행 요청을 받

은 서비스 컴포 트는 그림 7과 같이 액티  모델

의 Info_ Provider_TMO에게 기능 수행을 한 필

요한 정보들을 요청한다. Info_Provider_TMO는 서

비스 컴포 트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 

각각의 독립된 실시간 수행 객체인 

Location_TMO, Service_TMO, Control_TMO에 요

청하게 된다. 각각의 요청메시지를 받은 TMO 객

체들은 헬스 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얻

기 해 정보 수집  리 객체인 Database_TMO

에 정보 수집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요청 메시지

를 받은 Database_TMO는 메시지 큐에 요청메시

지를 요청된 순서에 따라 순차 으로 헬스 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 게 

얻어진 정보들은 각 TMO에 보내어 각각의 역할

에 따른 정보로 가공하고, DOGF의 그룹 리자 

객체를 통해 컨텍스트 제공자에게 정보를 보내, 

실 상황을 추론하는 상황정보로 재가공하여 정

보를 요청한 헬스 어 홈서비스에 제공하게 된다.

 

  

(그림 7) 각 구성요소의 정보 제공과정

4.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

본 장에서는 제안한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

포 트를 이용하여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

한 수행결과를 보인다. 한 각 응용에 정보 수집 

처리 시간과 네트워크와 시스템 부하량을 기존 방

법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 수행 평가 결과를 보인다.

4.1 헬스 어 응용 서비스 환경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한 물리 인 환경은 

다양한 센서들과 장치 그리고 하드웨어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본 환경은 하드웨어 인 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를 통해 응용 서비스에 지원이 가능함을 검증

하기 함을 목 으로 구축하 다. 그림 8은 헬스

어 응용 서비스를 용하기 한 테스트베드를 

보이고 있다. 

(a) 무선 센서 정보 수집을 한 홈 환경

(b)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

(그림 8) 헬스 어 응용 서비스 테스트베드 환경

그림 8에서 (a)는 홈 환경에서 무선 센서 정보 

수집을 한 환경으로 온도, 조도, 습도 그리고 움

직임 감지 센서 그리고 건강 정보 수집을 한 기

기가 치하고 있다. (b)는 조명 가스밸 , 방범센

서, 화재센서  콘센트 모듈 그리고 I/O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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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으며 치 정보 수집을 해 개발한 

On/Off 스 치  센서 보드와 이로부터 정보 수

집을 한 I/O 신호감지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9) 헬스 어 응용 서비스 환경

헬스 어 응용 서비스 환경은 그림 9와 같이 

서버 랫폼 상에 액티  모델을 구성하는 TMO 

객체들과 서비스 컴포 트 그리고 물리 인 환경

의 그룹화를 한 DOGF가 치하여 각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헬스 어 응용 서

비스를 지원한다. 한 물리 인 인 라에 해당하

는 센서  기기 그리고 장치로부터 정보 수집을 

한 센서매니 가 있다. 그리고 헬스 어 데이터

베이스는 센서매니 를 통해 실시간 수집된 가공

되지 않은 기본 정보와 가공된 상황정보로 구축

되어 있다.  

4.2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된 수행 결과

본 에서는 제안한 서비스 컴포 트가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용된 수행 결과를 보인다. 그

림 10은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의 서

비스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한 Service Query 

Manager의 화면이다. 사용자는 GUI를 통해 서비

스 컴포 트에서 제공하는 모듈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을 선택하여 요청 메시지에 한 쿼리

를 작성할 수 있다. 먼 , ①은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 트를 선택 하는 부분이다. ②는 앞서 ①에

서 선택한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③은 서비스 컴포 트의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옵션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④는 앞

서 ①②③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기능을 요청메

시지로 작성한 부분이다. 즉, ④에서 작성된 메시

지와 응답 메시지를 통해 응용서비스 개발자가 

액티  모델에 송하여 서비스 컴포 트에서 제

공하는 기능에 한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⑤는 ④에서 작성된 요청메시지를 받아 액티  

모델에서 처리하여 반환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10) 서비스 질의 화면  결과 화면

따라서 앞서 ④에서 작성된 요청 메시지와 같

은 형태의 메시지를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액티

 모델에 송 하여 응용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기능을 헬스 어 응용 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

다. 그림 11은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앞서 언 한 

요청메시지를 액티 모델에 송하여 얻어진 정

보  기능을 이용하여 구 된 헬스 어 홈 모니

터링 서비스이다. 헬스 어 홈 모니터링 서비스는 

서비스 컴포 트  개인별 건강정보 리, 치

정보 리, 응 상황 리, 가 제어 리, 쾌 환

경 리를 해 총 5개의 컴포 트의 조합으로 개

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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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헬스 어 홈 모니터링 서비스

①은 치정보 리 컴포 트에서 제공하는 거

주자의 치정보를 시각 으로 보인다. ②는 쾌

환경 리 컴포 트에서 제공하는 실내의 환경 

정보를 나타내며, ③④⑦⑨는 앞서 치정보 리 

컴포 트를 통해 얻어진 거주자의 치정보를 바

탕으로 운동량  이동패턴, 공간별 방문횟수, 이

동 치 추 을 통해 분석된 결과이다. ⑥은 응

상황 발생 시 시각 으로 표 한 결과를 나타내

며, 응 상황 리 컴포 트의 응  상황 알림서

비스를 이용해 E-Mail 는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은 가 제어 리 컴포 트를 이용해 

가 제어 상태 확인  가 제어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2의 왼쪽은 PDA상의 모니터링한 결과화

면으로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 에

서 치정보 리, 가 제어 리, 쾌 환경 리 

컴포 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모니터링 서비스에 

용 시킨 결과 화면이다.

  

(그림 12) 모바일 모니터링  웹기반 모니터링

그림 12의 오른쪽에 있는 결과화면은 액티  

모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 에서 치정보 

리, 쾌 환경 리 컴포 트를 이용하여 웹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에 용 시킨 결과이다.

다음 그림 13과 그림 14는 앞서 보인 응용 서비

스 3가지에 한 처리 시간을 기존 액티  모델 

기반의 서비스 컴포 트를 사용한 방법과 기존 

개별 인 객체들을 사용한 방법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A, B, C는 앞서 보인 각 응용 서비스로 

A는 헬스 어 홈 모니터링 서비스이며, B는 모바

일 모니터링, C는 웹기반 모니터링 응용이다. 이 

결과, 각 응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 

GUI에 디스 이 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1122ms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처리량이 

많은 헬스 어 홈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기존 

방법과 1246ms의 차이를 보 다.

(그림 13) 기존 모델과 액티  모델과의 처리 시간 평가

한, 각각의 응용을 처리하기 해 서버 측에

서 발생되는 네트워크와 시스템 부하량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동일한 시간

에 각 응용에 소요되는 네트워크 부하량을 측정

한 결과, 모바일 모니터링 응용을 제외한 나머지 

응용에서 많게는 2배 이상 감소하 음을 보이고 

있다. 한 시스템 부하량을 측정한 결과, 근소하

게 차이가 나지만 기존 연구방법에 비해 액티  

모델기반의 서비스 컴포 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별 으로 객체들에 의해 정보 수집과 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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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기존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다. 

(a) 네트워크 부하량(KB/s)

(b) 시스템 부하량(%)

(그림 14) 성능 평가 결과

5. 결론  향후 과제

유비쿼터스 환경은 다양한 물리 인 인 라를 

기반으로 하며, 보다 많은 정보의 수집과 이를 실

시간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에 제공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

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정

보를 통합하고, 서비스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액티  모델기반

의 분산 임워크 상 에 헬스 어 응용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공통된 서비스 컴포 트를 

제안하 다. 이에 한 수행성을 검증하기 해 

Service Query Manager를 통해 요청 메시지의 작

성  응답 메시지를 통해 각 서비스 컴포 트의 

수행성을 확인하 다. 한, 이를 헬스 어 홈 모

니터링  모바일과 웹 모니터링 서비스에 용

하 다. 끝으로 각 응용에 따르는 체 처리시간

과 네트워크  시스템 부하량을 측정하여 제안

한 액티  모델기반의 서비스 컴포 트의 우수성

을 보 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액티  모

델 기반 서비스 컴포 트의 확장과 상황기반 우

선순  메시지 처리를 한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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