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2013. Aug: 14(4): 01-12  1

사용자주도형 상황인식서비스☆

User-driven Context-aware Service

박 정 규1 이  해2*

Jeongkyu Park Keung Hae Lee

요    약

상황인식은 컴퓨터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 기술이다. 상황인식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는 일방 으로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황인식서비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개발자주도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

는 서비스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제안되기도 했으나 체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매우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 구 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개인의 필요에 맞춘 상황인식 서비스 구 을 목표로,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  실세계의 장치나 인

터넷의 정보를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비(Dobby)  모델에 하여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도비 모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반사용자를 한 서비스정의 방법으로 Program by selection을 제안한다. 가상 스마트홈 기반의 테스트베드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도비의 서비스 개발방법이 기존의 사용자주도형 방법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보다 표 력과 사용의 편의성 면에서 우

수함을 주장한다.

주제어 : 상황인식, 사용자주도형 개발, 지능형공간, 시 지서비스

ABSTRACT

Context-awareness is a computing technology that automatically delivers useful services to users based on their situation. Most 

previous studies on context-awareness adopted the view that the user simply is a consumer of what the developer creates. Few studies 

addressed catering to the need of personalized services for the user. They are either too complex for the user to grasp or unable to 

express many useful services due to their weak expressive power. To address these issues, we propose Dobby as a new model and 

architecture for user-driven context-aware service development. Dobby enables the user to create services that are more suited to his 

personal preferences. We argue that Dobby offers an enhanced method for defining personalized context-aware services over existing 

methods.  

☞ keyword : Context-awareness, User-driven Development, Smart space, Synergy Service

1. 서   론

상황인식컴퓨 은 사용자의 상태나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자동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

다. 상황인식컴퓨 을 이용하면 기존에 없었던 편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인식

하고 제어하는데 드는 사용자의 노력을 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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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 있다. 상황인식컴퓨 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

는 컴퓨  서비스를 상황인식서비스라고 부른다. 상황인

식에 한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발자가 서비스를 

만들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발자주도형 모델을 

따르고 있다. 개발자주도형의 상황인식서비스는 모든 사

용자에게 공통 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개발자주도형 서비스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취약 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의 다양

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이다. 한 사람에게 유

용한 서비스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거나 오히

려 성가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발자주도형 

모델은 사용자의 개인  필요나 선호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 따라 큰 차이가 있

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컴퓨  환경을 서비스 구 에 

하게 반 하기 힘들다는 이다. 사용자마다 자신이 

소유한 장치의 종류, 제조자, 기능 등이 다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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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발자가 처음부터 일 으로 사용자의 컴퓨  환

경에 맞는 상황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들을 이용하여 직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

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인식 서비스 개발 방법을 사용

자주도형 방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지 까지 사용자주도

형 상황인식서비스 모델이 일부 연구된 이 있으나 기

존 연구에서 제안된 사용자주도형 모델은 체로 로그

래 능력을 가진 컴퓨터 문가를 사용자로 고려하고 있

다. 따라서, 로그래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사용하기가 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할 수 있는 서

비스의 종류도 매우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살펴볼 것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사용자주도형 상황인식서비스 모델인 도비를 소개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도비의 구 과 평가를 보여

주고,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  향후과제를 살펴본다.

2. 련연구

상황인식서비스의 개발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개발자주도형 모델과 사용자

주도형 모델 외에도,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의 행동 데

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반복되는 행동패턴을 자동으로 서

비스화 하는 데이터기반형 모델로 나  수 있다. 이 세가

지 개발 모델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데이터기반형 상황인식서비스 모델의 표 인 

연구에는 CASPER[1], Episode[2], MavHome[3] 등이 있다. 

CASPER는 인간 행동 기록을 이벤트열(event sequence)로 

추상화하고 인과 계가 있는 패턴을 인식하여 이를 상황

인식서비스로 정의한다. Episode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생활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상

황인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MavHome은 Episode에 

기반하여 상황인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하 다. 이런 데이터기반형 방법은 서비스를 일일이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

지 않거나 복잡한 행동패턴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한, 사용자가 자신이 구상한 서비스를 능동

으로 구 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둘째, 개발자주도형 상황인식서비스 모델의 표 인 

연구로는 OSGi[4], RCSM[5], SOCAM[6], Aura[7] 등을 들 

수 있다. OSGi는 자바언어를 사용한 서비스정의를 지원

하며, RCSM은 C, C++, 자바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한 서비

스정의를 지원한다. SOCAM은 고유의 언어를 제공함으

로써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Aura는 

역시 SQL과 유사한 형태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여 상황

인식서비스를 정의한다. 이와 같은 개발자주도형 모델은 

모두 범용 로그래  언어를 이용하거나 독자 으로 개

발한 로그래  언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 한다. 

소 트웨어 개발 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인식 서비

스를 구 한다는 장 이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필요나 

선호를 반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주도형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에는 JIGSAW[8]와a CAPpella[9] 등이 있다. 

JIGSAW는 서비스 도메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그

림으로 표 한 퍼즐 조각들을 나열함으로써 원하는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정의한다. 를 들면, JIGSAW 사용자는 

거실 등이 꺼진 모양을 묘사한 그림 조각과 거실창문이 

닫히는 모양을 묘사한 그림 퍼즐 조각을 나란히 배치함

으로써, “거실 등이 꺼지면, 거실창문이 닫힌다.”라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JIGSAW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단 이 있다. 첫째, JIGSAW는 객체의 제한된 일부 기

능만 연동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

스를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둘

째, JIGSAW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만 정의할 수 

있다. JIGSAW는 계연산과 산술연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온도가 실외온도 보다 5도 이상 낮으면, 냉

방병 방을 해 에어컨 가동을 단한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없다. 셋째,JIGSAW의 서비스 개발 

모델은 간단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단순하고 직 이지

만,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다. 를 들면, 10개의 객체가 

각각 10개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 이 기능들은 JIGSAW

에서 100개의 퍼즐조각으로 표 된다. 장치와 기능이 더

욱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의 컴퓨  환경을 고려할 때 퍼

즐조각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인 a 

CAPpella는 “Program by demonstration”을 통한 상황인식

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9]. 이 방법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정의할 때, 먼  사용자가 센서들이 설치된 개

발시스템 앞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황을 반복

으로 시연한다. 시연이 끝나면 시연 기록을 보면서 서비

스의 시작조건이 될 상태를 선택하고 응되는 액션을 

지정함으로써 서비스를 정의한다. 그러나, a CAPpella는 

시연하기 어려운 상황을 서비스의 정의에 포함하기 어렵

다는 문제 이 있다. 를 들면, "실내온도가 30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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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사용자 A의 압이 200이 넘으면” 등과 같은 

념 인 상황은 표 하기 곤란하다.

3. 도   비

우리의 생활공간에는 다양한 센서와 장치를 탑재한 

여러 종류의 자제품, 기기들이 있고 인터넷에는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다. 스마

트홈 환경에서 상황인식 서비스의 구 에 이용될 수 있

는 우리 주변의 기기나 인터넷 상의 서비스를 callable 

interface를 가진 객체로 추상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서비스객체(Service Object) 는 간단히 객체라 부르기로 

한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서비스객체들이 있고 그 수

와 기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가 주변에 있는 객체들의 서비스를 연

동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객체들의 서

비스를 통합하여 개인화된 상황인식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는 방법인 도비 모델에 하여 설명한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용한 객체의 기능을 연동하여 

구 하는 개인화된 상황인식서비스를 우리는 시 지 서

비스라고 부르기로 한다. 시 지 서비스는 문 개발자

가 아닌 가정의 일반 사용자를 상으로 한다는 과 다

수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신축 으로 연동하여 구 할 

수 있다는 에서 앞에서 살펴본기존의 상황인식서비스 

구  모델과 구분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시 지 서비

스의 한 로는, 를 들어, 집에 TV와 화기가 있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사용자는 보통 이두 기기에서 제공하

는 기능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 화기가 울리

면, TV 소리를 소거한다.”와 같이 두 기능이 통합된 서비

스는 요소 서비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자

가 직  구 하기 어렵다. 우리는 머지 않아 여러 장치에

서 제공되는 요소 서비스들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에게 유

용한 새로운 시 지서비스를 사용자가 직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도비 모델은 이런 목 을 가지고 설계되

었다.

도비의 시 지서비스 개발 방법은기존의 상황인식서

비스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장 들이 있다. 첫째, 사용자

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둘

째, 주어진 서비스도메인에서 가용한 객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컴퓨  환경을 극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주도형 모델로 정의할 수 없었던 복잡한 형태의 

상황인식서비스도 정의할 수 있다. 이제 도비 모델에 

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1 시 지서비스

시 지서비스는 측된 상황발생에 응하여 하나 이

상의 액션을 실행하는 서비스이다. 시 지서비스는 다음

과 같이 하나의 실행규칙으로 정의된다.

firing_condition => actions

여기서 firing-condition은 이 실행규칙의 실행조건으로

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 음을 의미한다. actions는 좌변에 

정의된 상황 발생에 응하여 시스템이 실행할 조치로

서, 하나 는 다수의 액션을 의미한다.

상황을 감시하고 서비스를 실행하는 상황인식 시스템

을 우리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 객체

들의 상태를 결합한 상태기계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우리

는 객체의 상태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 는 것을 

이벤트라고 부른다. 를 들어 "TV On"이라는 이벤트는 

TV가 "Off"의 상태에서 "On"의 상태로 바 었다는 것을 

뜻한다. 액션(action)은 시스템의 상태에변화를 가져오는 

이벤트이다. 를 들어 "TV Volume Up"이라는 액션은 TV 

Volume의 재 상태를 1 증가시킨 값으로 바꾸라는 뜻이

다. 어떤 객체의 상태가 아래 그림과 같이 과거에 Sprev에

서, 재 Scurr를 거쳐, 그 다음에 Snext로 변한다고 하자.

이 때 이벤트와 액션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vent : Sprev → Scurr

Action : Scurr → Snext

시 지 서비스의 실행조건은하나 는 다수의 이벤트 

발생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이 실행조건

을 다수 이벤트의 혼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주도형의 연구에서 제안된 명세방법보다 더 

다양한 상황을 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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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AD 

(Figure 1) SEAD Example

3.2 시 지 서비스 개발

시 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서비스객체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객체들을 

조합해 상황을 명세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상황인식

시스템은 명세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응해 지정

된 액션을 실행해야 한다.

3.2.1 객체인식

시 지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먼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구 에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도메인

에서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객체인식"은 

이처럼 자신에게 근 가능한 객체를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는 장치, 제조사, 기능, 서비스의 

종류, 사용방법 등이 상이한 다양한 객체가 있다. 이들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장치나 서비스와 같은 자원의 등록, 

삭제를 지원하는 객체 리기술이 필요하다. 한 원하

는 객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

으로 제안된 표 들인 웹서비스[10], OSGi[4], Jini[11], 

UPnP[12], Bluetooth[13] 등은 동 으로 장치를 리할 수 

있는 기술들로써, 서비스 도메인에 있는 장치나 서비스

를 동 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수 에서의 객체 리와 객체 

검색 기능의 구 에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가

정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문  지식을 가진 개발

자들을 하여 개발된 표 으로서 해당 기술의 아키텍처

와 로토콜  로그래  등에 한 깊은 이해를 필요

로 하여,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일반 사용자를 한 

시 지서비스 구 에 그 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도비에

서는 이러한 서비스발견 기술 계층 에 치하면서 사

용자가 편리하게서비스 객체의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용자가 객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객

체를 그 객체가 취할 수 있는 상태의 집합으로 표 한다. 

이를 해 우리는 SEAD (State-based Event and Action 

Description) 라는 표기법을 만들었다. SEAD는 객체

(Object)를 외부에서 찰할 수 있는 속성(Attribute)의 집

합으로 모델링한다. 객체의 속성은 속성값 즉, 그 속성이 

취할 수 있는 상태(State)의 집합으로 표 한다. (그림 1)

은 SEAD와 그 사용 를 보여 다. (그림 1)에서 TV 객

체는 " 원", "볼륨", "채 ", "입력모드"라는 속성을 가지

고 있으며, 에어컨 객체는 " 원", " 재온도", "희망온도

", "풍향" 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하나의 속성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 , 즉,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한 개 이상의 

상태를 가진다. TV의 원 속성은 "On"과 "Off"라는 두 

상태가 가능하고, 볼륨 속성은 "0"부터 "50"까지의 정수

로 51가지 구분되는 상태가 가능하다. 이러한 SEAD의 

표기 방법은 장치의 기능을 외부의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바와 같이 직 으로 표 함으로써 객체의 외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다.

속성은 사용자가 그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실행속성

과 장치의 상태를 찰하기 한 인식속성으로 구분한

다. (그림 1)에서 빗  친 부분은 인식속성을 의미한다. 

를 들면, 에어컨의 재온도는 하나의 인식속성으로써, 

재의 온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속성을 통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행속성인 희망온도

를 이용하면 새로운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인식속성은 

센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제공하는 객체의 기능이다.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 가능한 서비스 객체와 그 기능

을 인식하 다면 그 다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firing 

condition과 그에 응되는 액션을 명세한다.

3.2.2 이벤트, 액션

이벤트와 액션은 SEAD로 표 된 객체정보를 이용해 

명세할 수 있다. 를 들어, Telephone.Bell="Ringing" 이

라는 표 은 " 화벨이 울리면"이라는 이벤트를 의미한

다. 한, "TV 소리를 소거한다"라는 액션은 TV.Volume 

:= 0 으로 표 할 수 있다. 화벨이 울리면 TV 소리를 

소거한다"라는 실행규칙은 Telephone.Bell="Ringing"=> 

TV.Volume:=0 과 같이 명세된다.

도비에서는 로그래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을 

하여 이러한 명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벤트와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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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구문형식으로 표 한다. 이벤트의 경우는 그 

이벤트의 결과로 발생된 객체의 새로운 상태, 즉, 재 상

태가 요하고, 액션의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의 목

표 상태, 즉, 다음 상태가 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벤

트와 액션을 모두 객체의 상태로 표 할 수 있다. 상태를 

표 하는 SEAD의 object.attribute.value 형식을 이용하면, 

앞에서 설명한 실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elephone.Bell.Ringing => TV.Volume.0

이러한 통합된 표 식은 사용자가 문자열과 정수라는 

타입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도 원하는 실행규칙을 표

할 수 있게 해주는 장 이 있다. 도비 시스템은 이러한 

규칙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의미에 맞는 연산을 수

행한다.

3.2.3. 상황 명세

어떤 시 지서비스는 이벤트와 액션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다수 객체의 상태를 결합한 보다 복잡한 상황 표  

능력을 요구한다. 사용자주도형 상황인식 서비스개발 기

술이 확산되려면 사용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스

스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 상황의 

표 에는 일반 으로 로그래 과 컴퓨터에 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용자주도형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유용한 상황인식 서비스들을 명세하기 어려웠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사용자의 편의를 하여 명세시스템

의 표 력을 과도하게 축소한 결과인 것이다.

다양한 상황을 표 할 수 있는 표 력은 명세시스템

이 지원하는 연산과 직 인 련이 있다. 본 에서는 

여러 가지 유용한 상황인식 서비스 시나리오를 분석해

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 지서비스의 구 을 해 

어떤 연산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논문의 뒷부

분에서는 이러한 연산들이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지원되

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시나리오 S1과 같은 상황인식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서는 비교 연산과 AND 연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S1: 철수는 만성 천식 때문에 공기에 매우 민감하다. 그는 실내 

미세먼지농도가 150µｇ/ｍ3 이상이면 환기를 한다. 이때 실외 미

세먼지농도가 100µｇ/ｍ3 이하이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그 지 

않으면 공기청정기를 실행해 환기한다. 그러나 실외 미세먼지농

도가 100µｇ/ｍ3 이하더라도 실내외 온도차가 10도 이상이면 보

온을 해 공기청정기를 실행한다.

실내 미세먼지농도가 150µｇ/ｍ3 이상"이라는 조건과 

“실외 미세먼지농도가 100µｇ/ｍ
3 이하"라는 두 조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논리 AND 계에 있다.

S2: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켜지면 동창문을 닫는 그린냉난방서

비스

S2에서는 “에어컨 켜짐"과 “보일러 켜짐" 이라는 두 

상태  하나라도 만족되면 이에 응되는 기능이 실행

된다.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에어컨 켜짐 => 동창문 닫음

보일러 켜짐 => 동창문 닫음

이라는 두 개의 실행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OR 연산을 이용하면 이 두 규칙을 하나의 규칙으로 간단

히 정의할 수 있다. OR 연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지만 지원된다면 상황을 보다 간단히 표 할 수 있다. 

한 AND와 OR가 결합한 다양한 조건을 표 할 수 있어

서 표 력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나리오 S1을 정의하기 

해서는 논리연산과 더불어 비교를 한 계연산이 필요

하다. 계연산을 통해 “실내 공기오염도 150µｇ/ｍ
3 이

상", “실외 공기오염도 100µｇ/ｍ
3 이하" 등의 조건을 표

할 수 있다. 다음 서비스시나리오 S3에서도 계연산

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S3: 사용자의 압이 200을 과하면 구조메시지를 긴 구조센터

로 송하는 스마트헬스 어서비스

" 압이 200을 과"라는 조건 역시 계연산을 이용

해서 표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정의를 

해서 계연산은 논리연산과 마찬가지로 요함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S1에서 “실내온도의 차가 10도 이상”이라는 

구 을 살펴보자.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계산하기 

해서는 산술연산이 필요하다. 산술연산의 다른 로 아

래의 시나리오 S4를 살펴보자.

S4: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희망온도설정을 실외온도보다 6도 낮

게 하는 에 지 약  냉방병 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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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비 아키텍처

(Figure 2) Dobby Architecture

S4에서 “희망온도를 실외온도보다 6도 낮게”라는 상

태는 산술연산과 비교연산으로 표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인식 서비스의 정의에는 산술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일부의 상황인식 시나리오를 살펴

보았지만, 지 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술연산 +, -, 

비교연산 >, =, <, 논리연산 AND, OR 등은 시 지 서비

스를 정의하기 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능력을 

높이기 해서는 범용 로그래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

산들을 모두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상황을 명세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그래  

언어 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로그래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을 한 방법으로는 부 합하다. 

도비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산술연산, 계연산, 논리

연산을 지원함으로써 표 력을 높이되 과도한 로그래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도 사용자들이 상황을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노력하 다. 참고로, 아래의 

표2에 보인 것처럼, 기존의 사용자주도형 상황인식서비

스 정의 방법에서는 이러한 연산들이 모두 지원되지 않

거나 일부만 지원되고 있다.

3.3 도비 아키텍처

(그림 2)는 도비시스템의 아키텍처이다. 시 지서비스

의 구 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객체들은 객체 리기에 

등록된다. 등록을 통해 객체들이 SEAD로 명세된 자신의 

기능을 도비시스템에 알려주게 된다. 등록된 객체는 특

정 기능이 실행되거나 제공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이

를 도비시스템에게 보고한다. 도비시스템은 이런 이벤트

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행조건이 만족되는 시 지서

비스가 있는지 검사한 후만약 있다면 해당 규칙에 명세

된 액션을 실행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는 

이런 동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 다. 아키텍처를 구

성하는 각 요소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객체 리기는 객체들의 라이 사이클을 리하고 객

체들이 보내오는 이벤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

자도구는 사용자가 객체의 기능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합

하여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로그래  환경

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정의된 서비스는 서

비스등록소에 장된다.

조건감시기는 실행조건이 만족된 서비스 규칙을 찾아

내어 액션을 실행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먼  객체 리

기로부터 실시간으로 객체들의 상태를 달받고 이를 토

로 서비스등록소에 장된 서비스  실행조건을 만족

하는 서비스 규칙을 선별한다. 만약 실행조건이 만족된 서

비스가 있다면 액션실행기에게 이에 응되는 액션을 실

행하라고 지시하고 액션실행기는 해당되는 서비스 객체에 

이를 달한다. 해당 객체는 도비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Program by selection

도비는 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 지 서비스를 손

쉽게 명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으

로 컴퓨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가장 리 쓰이는 방

법은 로그래 이다. 로그래 은 개발하고자 하는 기

능을 문법에 맞게 로그램 텍스트로 서술하는 방법이

다. 로그래 은 변수, 타입, 연산자, 자료구조, 문법 등

을 비롯하여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 를 

넘는 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

는 시 지서비스 명세에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정의하

는 방법으로 Program by selection (후보선택에 의한 명

세)을제안한다. 이 방법은 서비스 정의 과정을 여러 단계

로 나 어 사용자가 매 단계마다 다음 단계에 올 수 있는 

입력의 후보군들 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정의하는 문법지시 (Syntax-directed) 실행규칙 

명세 방법이다. 이 방식은 데이터 타입과 타입 간의 호

환, 데이터 타입별 가능 연산 타입체킹 등의 문 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구두 과 같은 문장부호를 빠뜨

리거나 오타를 치는 것과 같이 사소하지만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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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보선택을 통한 시 지서비스 정의 방법

(Figure 3) Programming by Selection Example

(표 1) 후보선택방식의 서비스정의 

(Table 1) Service Definition Example

순서 단계 선택 설명

1 a 이벤트정의 시작 서비스 정의 시작

2 c 객체 선택 가용 객체 "DVD Player" 선택

3 e 실행속성 선택 "DVD Player"를 속성  "DVD"선택

4 g 상태 선택 "DVD Player"의 "DVD" 속성의 상태 
 "Play"를 선택

5 j 액션 정의 시작 컨디션 정의 완료 후 액션 정의 
시작

6 k 객체 선택 가용 객체  "TV" 선택

7 l 실행속성 선택 "TV" 속성  "Power"선택

8 m 상태 선택 "TV"의 "Power" 속성의 상태  
"On"을 선택

9 o 구분자 선택 다른 액션 정의를 해 “,”선택

10 k 객체 선택 가용 객체 "Living Room" 선택

11 l 실행속성 선택 "Living Room" 속성  "Light"선택

12 m 상태 선택 "Living Room"의 "Light" 속성의 
상태  "Off"을 선택

13 o 구분자 선택 다른 액션 정의를 해 “,”선택

14 k 객체 선택 가용 객체 "Living Room" 선택

15 l 실행속성 선택 "Living Room" 속성  
"Curtain"선택

16 m 상태 선택 "Living Room"의 "Curtain" 속성의 
상태 "Close"를 선택

17 n 정의종료 서비스 정의 완료

는 실수를 방해주는 장 도 있다.

실행규칙 정의를 한 언어는 3.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EAD의 상태 표 식과 산술연산, 계연산, 논리 

연산을 지원하며 다음의 EBNF 문법으로 정의된다.

rule ::= fc -> actions

fc ::= cond | fc (AND | OR) fc | (fc)

cond::= object.attribute.value

| object.attribute [(+ | -) Number]

(= | > | < | >=) Number

이 문법에서 짙은 색 기호는 메타심볼이다. rule은 실

행규칙을 의미하고 fc는 firing condition 이다. cond는 

SEAD에서 설명한 객체의 상태이거나 상태에 한 명제

로 bool 값을 갖는다. object는 도비에 등록된 객체의 이

름이다. 타입 규칙은 도비의 사용자도구에 구 된 인터

리터를 통하여 자동으로 검사되어 선택 가능한 후보들

이 사용자의 화면에 제시되도록 구 된다. 

(그림 3)은 후보선택에 의한 명세방법을 요약한 것이

다. 를 들어, 사용자가 다음 서비스시나리오 S5를 정의

한다고 하자.

S5: DVD 이어가 재생되면 TV를 켜고, 거실 등을 끄며, 

커튼을 닫는 홈시어터서비스

S5는 SEAD를 사용하여 D1과 같이 명세할 수 있다.

D1: DVD_Player.DVD.Play => TV.Power.On, 

Living_Room.Light.Off, Living_Room.Curtain.Close;

이런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사용자는 도비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그림 3)의 각 단계를 (표 1)과 같이 순회한다.

먼  이벤트 정의를 시작한다(a). 이벤트정의를 시작

하면 도비는 서비스도메인에서 재 가용한 모든 객체의 

목록을 보여 다. 사용자는 이  객체 "DVD Player"를 

선택한다(c). 사용자가 객체 "DVD Player"를 선택하면 도

비는 다음 선택 가능한 후보들로 "DVD Player"의 모든 

속성들을 보여주고 사용자는 이들  실행속성 "DVD"를 

선택한다(e). 그 다음으로 도비는 객체 "DVD Player"의 

"DVD" 속성에 속한 모든 상태들을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  "Play"를 선택한다(g). 그러면 도비는 추가 조건을 

정의할 수 있는 연산자들(‘&&'와 ‘||')과 함께 연산자

(Action Definition Operator ‘=>')를 출력한다. 조건 정의를 

마친 경우, 사용자는 ‘=>'를 선택함으로써 액션 정의를 

시작한다(j). 논리연산으로 결합된 조건을 추가로 정의하

려면 ‘&&' 는 ‘||' 연산자를 선택하면 된다.  우리는 조

건정의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 수행할 내용에 

해 설명하기로 한다.

액션정의를 시작하면 도비는 다시 가용객체의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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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스마트홈

도비 미들웨어

도비 사용자도구

이벤트전달 서비스제어

서비스현황제공 서비스관리

(그림 4) 도비 실험환경 구성

(Figure 4) Dobby Experimental Environment

보여 다. 사용자는 이 후보객체  "TV"를 선택하고(k), 

TV의 속성 "Power"와 그 상태 "On"을 차례로 선택함으로

써 하나의 액션을 정의한다(l, m). 

이 후 도비는 더 정의할 액션이 있는지 서비스정의를 

종료할지 결정하기 해 구분자(',')와 함께 서비스종료

심볼("End"')을 출력한다. 추가 액션을 더 정의하기 해 사용

자는 구분자를 선택한다(o). 이 후 사용자는 단계 k, l, m, o를 반

복하면서 "Living_Room.Light.Off"와 "Living_Room.Curtain.Close" 

정의한 후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서비스정의종료심볼을 

선택함으로써 서비스 정의를 마친다(n).

이러한 후보선택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보다 쉽게 서

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도비는 매 단계마다 문법, 등록

된 객체  사용자의 선택 내용에 따라 그에 합한 후보

들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를 들어 “실내온도가 20 보

다 작다”라는 것을 표 하기 해 사용자가 인식속성 

“ 재온도”를 선택하는 경우 도비는 그 속성의 타입이 

정수이기 때문에 그 후 계연산이나 산술연산이 가능하

다는 것을 단하고 해당 연산자를 선택 가능한 후보로 

출력한다. 같은 인식속성이지만 “사용자의 치”와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문자열이므로 산술연산과 같이 문자열에 

수행할 수 없는 연산자는 출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

로 도비는 언어에 한 문지식 없이 사용자를 안내함으

로써 원하는 시 지서비스를 명세할 수 있도록 해 다.

4. 구    

도비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객

체들을 등록하고 이벤트를 수집하며 서비스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시

지서비스를 명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도구이다. 

도비를 실제로 구 하고 실험하기 해서는 다양한 객체

들이 존재하는 서비스도메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그러한 환경의 구축에는 큰 비용이 요구되어 아직 

이러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설명한 논문의 아이디어를 구

하고 실험하기 한 환경으로 먼  가상 스마트홈 환

경을 테스트베드로 구 한 다음, 이 환경에서 도비를 실

험하 다. 가상 스마트홈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춘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과 비교하여 객체와의 인터페이스, 

액션의 실행에 의한 시스템의 상태 변화 등에서 사실

인 찰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행 시뮬

이터에서의 훈련이 실제 비행기 조종하는 것과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실험의 목 에 따라서는 가상 

스마트홈도 실험을 한 충분히 유용한 실험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사용자에 의한 시 지서비스 

정의와 그 실행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실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의 실험이 라고 해도 

그 실험을 통해 목 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실험환경구성을 보여 다.

가상 스마트홈은 가정의 IT 환경을 구 한 로그램

이다. UI를 가진 이 로그램은 실제 가 기기들을 제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벤트를 도비미들웨어

에 제공한다. 도비미들웨어는 이벤트를 확인하고 계된 

상황인식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지한다.  사용자는 도비

미들웨어와 연결된 사용자도구를 통해 정의된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정의한다. 각각의 도비 실험환경에 

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1 가상 스마트홈 테스트베드

(그림 4)는 도비의 테스트베드인 가상 스마트홈의 모

습이다. 가상 스마트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제

품들을 가진 스마트홈 환경으로서, 장치(appliance)들을 

표하는 서비스 객체들과 이 객체들의 상태 변화를 시

각 으로 찰할 수 있게 해주는 Flash 인터페이스로 구

되었다. 이 가상의 스마트홈에는 TV, DVD 이어, 

동커튼, 오디오,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객체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객체들은 모두 기본 인 기능을 조

작할 수 있도록 설계 구 되었고 도비 미들웨어에 등록

되어 있다. 한 한 장치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를 즉

시 도비 미들웨어에게 달하고, 도비미들웨어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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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 지능형홈

(Figure 5) Virtual Smart Home

(그림 6) 사용자 툴을 통한 서비스정의 

(Figure 6) Service Definition Tool Example

따라 객체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 되었다.

4.2 도비미들웨어

도비미들웨어는 지능형홈의 객체와 그 기능을 등록받

고 객체의 상태변화를 보고 받아 사용자가 정의한 시

지서비스를 언제 실행할지 결정한다. 도비미들웨어는 명

세된 시 지서비스를 실행하기 한 토큰분석기, 구문분

석기, 의미분석기를 포함하고 있고, Eclipse IDE for Java

를 사용하여 구 하 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 스마

트홈과 통신한다.

4.3 도비 사용자도구

도비의 사용자도구는 사용자가 도비미들웨어에 등록

된 객체와 그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조합하여 시 지서

비스를 명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도구는 SEAD

를 구 한 것이다. (그림 6)은 도비 사용자도구를 사용해 

3.4 에서 설명한 시 지서비스 D1을 정의하는 과정을 

보여 다. 도비 사용자도구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용자가 후보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 으로 서비스 D1을 정의할  수 있게 해 다.

이 게 정의된 이 게 정의된 서비스는 (그림 5)의 왼

쪽과 같이 사용자가 DVD 이어를 재생하면 (그림 5)

의 오른쪽처럼 자동으로 TV를 켜고, 거실 등을 끄며, 

거실커튼을 닫는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실에 있

는 객체인DVD 이어는 “Power”와 “DVD”라는 속성을 

가지고, 속성 “Power”는 “On”과 “Off”를 상태로 갖고 속

성 “DVD”는 “Play”, “Pause”, “Stop”을 상태로 갖는다. 사

용자는 이런 것들을 히 조합하고 연동함으로써 원하

는 상황인식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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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황인식서비스 개발 방법의 비교 (서비스  미지원 

표기)

(Table 2) Context-aware Service Definition Method 

Comparison

분류 연구

표 력
사용의 

복잡도
산술

연산

계

연산

논리

연산

시간

명세

개발자주

도형

RCSM ○ ○ ○ ○ 상

AURA ○ ○ ○ ○ 상

SOCAM × × ○ ○ 상

OSGi ○ ○ ○ ○ 상

ECA-DL × ○ ○ ○ 상

데이터

기반형

MavHome × × ○ × 하

Casper × × ○ ○ 하

사용자주

도형

Jigsaw × × ○ ×

a CAPpella × × ○ ×

Dobby ○ ○ ○ ○

5. 평   가

(표 2)는 상황인식에 한 기존연구와 도비를 비교 분

석한 표이다. 개발자주도형 방식인 RCSM, AURA, OSGi

는 다양한 연산을 지원해 표 력은 매우 높지만 문지

식을 갖춘 사람만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차도 매

우 복잡하다. SOCAM은 이들에 비해 서비스정의의 복잡

도는 낮추었으나 S1, S3, S4와 같이 산술연산이나 계연

산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표 력이 낮다. 

ECA-DL은 산술연산을 제외한 부분의 연산을 지원해 

표 력이 높은 편이나 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방법이다. 데이터기반형 방식인 MavHome과 Casper는 시스

템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상황인식서비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만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주도형 방식인 JIGSAW[3], a CAPpella[5]는 

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게 사용

의 복잡도가 높지 않으나 반 으로 표 력이 무 낮

아 서비스 S1, S2, S3, S4, S5를 정의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도비는 문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산술, 계, 논리연산은 물론이고 본 논문에서

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간제약을 명세할 수 있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황인식서비스 를 모두 지원

한다. 한 Program by selection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의 

복잡도가 JIGSAW나 a CAPella에 비해 상 으로 낮다

는 장 이 있다. 이  도비가 기존 사용자주도형 방식인 

JIGSAW에 비해 왜 복잡도가 낮은지 상세히 분석해본다. 

련 연구에서 언 했듯이 JIGSAW는 기기의 상태나 동

작을 하나의 조각으로 표 한다. 어떤 서비스도메인에 

10개의 객체가 있고 각 객체는 5개의 속성을 가지며 각 

속성은 다시 10개의 상태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자.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가 <A, B>라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시

지서비스를 명세한다고 할 때 JIGSAW는 총 500(10*5* 

10)개의 조각으로 객체의 기능이 표 된다. x개의 후보 

 y개를 선택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x/y라고 정의하면, 

500개의 후보  하나를 선택하는데 소모되는 노력을 

500(500/1)이다. JIGSAW는 서비스 <A, B>를 명세하기 

해 이벤트 A를 선택하는데 500의 노력이 소요되고, 액션 

B를 선택하는데 다시 500의 노력이 소요되어 총 1000이

라는 노력이 소요된다.

이번엔 도비의 경우를 살펴보자. 도비는 객체, 속성, 

조건을 단계 으로 탐색하므로 이벤트 A를 정의하는데 

약 25(10/1 + 5/1 + 10/1)라는 노력이 소요된다. 액션 B를 

명세 하는데 역시 같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총 50의 노력

이 필요하다. 즉, 도비는 JIGSAW보다 20배 더 쉽게 서비

스 <A, B>를 명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비와 

JIGSAW의 차이는 단순히 선택의 복잡성 문제가 아니다. 

도비는 산술, 계연산을 지원하고 시간에 따른 상황인

식서비스를 정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 갖추고 있는 등 

그 표 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식서비스 개발방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사용자주도형 상황인식서비스 정의방법에 속

하는 시 지서비스의 개발 방법에 하여 설명하 다. 

시 지서비스의 개념을 소개하 고 이를 구 하기 한 

기반기술로서 도비와 Program by Selection 방법에 하여 

상세히 설명하 다.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는 사

용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용자 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상황인식에 한 연

구의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자주도형 개발모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과 기존의 사용자주도형 상

황인식 서비스 정의 방법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표 력도 

낮다는 을 설명하 다. 도비는 가용한 객체를 조합하

여 사용자가 직  필요한 시 지서비스를 만들어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첫째 사용자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고, 둘째 각자의 컴퓨  환경에 맞는 서비스

를 개발할 수 있으며, 셋째 가용한 객체의 기능을 자유롭

게 연동할 수 있어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

도록 지원한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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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로는 객체 간 멀티미디어 연동이 가능하도

록 도비를 발 시킬 계획이다. 최근 많은 멀티미디어 기

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 기기들간의 상

호연동을 이용하면 여러 유용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다. 를 들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물을 마시러 부

엌으로 잠시 이동하더라도, 부엌 냉장고나 싱크 에 설

치된 화면을 통해 시청 이던 방송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시 지서비스를 사용자가 개발할 수 있

도록 지 의 도비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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