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을 위한 정책 기반 컨텍스트 관리 구조 
(A Policy-based Context Management Architecture for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허 준*, 홍충선*, 신재광**, 최철종**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웨어플러스 

{joon, cshong}@khu.ac.kr, {jkshin, cjchoi}@wareplus.com 
 

요   약 
 

최근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고 둘 이상의 Multi-PC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가면서 컴퓨터와 컴퓨터,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킹을 넘어 사람, 사물, 
컴퓨터가 서로 연동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 사용의 증가 및 지능화와 
더불어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가전기기들의 등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기술중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사용자 및 사용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컨텍스트-인식기술,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경로설정을 위한 
동적라우팅 기술에 대하여 정리한다. 본 논문의 제안사항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컨텍스트를 
리스트구조에 따라 특별한 컨텍스트타입으로 정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인식된 
컨텍스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기반 컨텍스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에서 각 모듈의 역할과 동작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노드간의 효율적인 
컨텍스트 라우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1. 서 론 
 
최근 정보산업과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퍼스널 컴퓨터의 개념을 넘어 컴퓨터의 개념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에 
컴퓨터를 내장하여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상호간에 협조와 타협을 해 가면서 인간의 삶에 
보이지 않게 컴퓨팅을 제공한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1][2]. 이러한 컴퓨팅 환경은 고정 및 
이동노드의 단순한 제어가 아닌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연동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환경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처한 환경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통신이나 응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 행동 및 작업등 사용자에 대한 정보값과 
그 정보들의 변화를 상황 (Context)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자의 환경으로부터 상황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컨텍스트-인식(Context-
Awareness)이라 한다[3]. 사용자나 컴퓨터가 내장된 
센서에서 얻은 상황정보는 현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서버에 
등록되거나 다른 곳에서 이용될 수도 있다. 서버에 
저장된 상황정보는 필요에 따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단말에서 이용되거나 
실행된다[4]. 또한 단말에 대한 컨텍스트를 
인식하고 실행을 위해 컨텍스트 정보가 서버나 
다른 단말로 이동할 때 통신방식은 Ad-Hoc 
네트워크 형식과 유사할 것이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특성에 따라 경로설정이나 메시지 교환 
방법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동성이 
많은 단말들간의 효율적인 컨텍스트 전달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동적 라우팅 (Dynamic 
Routing)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많은 센서들로 구성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센서들로부터 
발생되는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리스트 내용에 따라 
컨텍스트 타입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함으로써 컨텍스트가 다른 노드나 서버에 의해 
실질적으로 그 정보값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컨텍스트 타입값으로 인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컨텍스트에 의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컴퓨팅환경의 
정책에 따른 변경을 네트워크상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드의 빈번한 이동성으로 인하여 
라우팅 경로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발생되는 
노드간의 경로설정 메시지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기반의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서 컨텍스트-인식 기술, 

정책기반 망 관리, Ad-Hoc네트워크의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 및 연구 동향 
중심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컨텍스트의 타입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구조와   각 모듈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드간의 효율적인 컨텍스트 라우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관하여 
언급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실현을 
위한 여러 기술중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사용자 
및 사용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컨텍스트-인식 기술에 대하여 
개념과 현재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인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와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경로설정을 위한 동적 라우팅 기술에 
대하여 정리한다. 

 
2.1 컨텍스트-인식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및 사용자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needs를 
파악하는 컨텍스트 인식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5].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 실행은 
사용자에 의한 분명한 입력 값에 의해, 컴퓨터의 
내부 처리를 끝내고 입력 값에 상응하는 출력 값을 
만들어 내며                일반적으로 입력 값이 
같으면,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상황인식의 응용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대해 
사용자의 상태, 물리적인 환경, 컴퓨팅 자원의 상태, 
기존 정보를 통한 분석 등의 상황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결과값을 제공한다[4]. 
이렇게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 행동 및 작업등 사용자에 대한 정보값과 그 
정보들의 변화를 상황 (Context)이라고 표현하며, 
사용자의 환경으로부터 상황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컨텍스트-인식(Context-Awareness)이라 
한다[3].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의는 응용마다 
다양하며 사용자 ID, 위치, 시간, 온도, 심리적 요소 
등이 상황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응용이 사용되는 상황과 변화에 적응(adaptive)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 환경에 대한 
탐지(detection)와 센싱(sensing)을 통해 컴퓨터자원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컨텍스트-인식 모형으로는 GATECH의 Context 
Toolkit[6]등이 있으며 그림1과 같다. 이 구조는 
센서와 응용서비스 사이의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서와 응용 서비스 사이에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중간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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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ntext Toolkit (GATECH) 

또한 Couder와 Kermarrec[7]는 상황인식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상황 객체를 표현하는 
모델 (Contextual Object Model)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탐지(Detection)하고 상위 계층으로 
통지(Notification)해 주는 계층과, 상황정보를 
관리하고 선택하며 서버에 저장하는 적응적 
계층(Adaptive Layer), 그리고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에서는 정보 서버 역할을 수행하여 상황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한다. Harter[8] 등은 건물내부에서 이동 단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그림 2 와 같은 공간정보를 
이용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메인 컴퓨터 
(Base Station)는 수신기 (receiver) A, B, C를 통해 
이동 단말(또는 배지)의 메시지를 받고 위치를 
파악하여 어떤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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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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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물내에서의 이동 단말의 위치 탐지 
 



 

단말이 이동하면, 수신기 C, D, E를 통해 단말의 
메시지를 받고 단말이 이동하여 새로운 위치로 
옮긴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때 단말의 위치만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공간 인덱스 시스템(Spatial Index Proxy)만을 
이용하지만 상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와 처리 할 
때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단말이 이동하여 새로운 위치에 있는 
단말에 데이터를 문제없이 전달해 주는 과정을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 한다. 

 
2.2 정책기반 망 관리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조는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이것은 관리자가 
원하는 네트워크 운용을 하이 레벨 정책으로 
작성하면 자동적으로 디바이스 레벨의 구성정보로 
맵핑되어 네트워크에 반영되는 것이다. 정책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방법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IETF와 DMTF에서 
정의한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구조는 그림 3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Policy Management Tool은 네트워크 관리자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이다. 이것은 정책을 입력 및 
수정,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된다.     

Policy Management Tool은 만든 정책이 문법에 
맞는지, 정책간에 중복은 없는지 체크하며, 
정책들은 Policy Repository의 저장형태에 맞게 
변환되어 저장되게 된다. Policy Repository는 
일반적인 디렉토리 서버로서 Policy Management 
Tool에서 기술된 정책을 저장하고 있다. PDP(Policy 
Decision Point)는 Policy Repository 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정책들을 기본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림 3.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구조 

 
PDP는 정책 변화 및 정책의 중복을 탐지하며, 
네트워크 디바이스로부터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이벤트를 기록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PEP(Policy Enforcement Point)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다. 
예를 들어 PEP는 라우터, 방화벽, 스위치 같은 실제 
장치들이 될 수 있다. PEP는 처음으로 부팅 될 때 
PDP로부터 정책 정보를 모으며, 이런 정보를 
캐시에 저장하게 된다. PEP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상태가 변화되면 PDP에게 알리고 필요한 
구성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오게 된다. PDP는 복잡한 
정책 변환(translation)과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PEP는 PDP가 보내준 정책 
결정에 따라 그에 맞는 관리를 수행한다. PDP와 
PEP사이의 인터페이스에는 COPS 프로토콜을 
적용하는데, 이 지점들 사이에 COPS 이외에 SNMP 
와 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정책은 주로 망 관리자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정의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고객이 어떤 자원을 
사용하도록 정해 준다든지 특정 어플리케에션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고객에 따라 서비스에 
차별화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 표준에서 
정책 룰 (policy rule)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 이름, 주소,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어떤 파라미터가 일치할 때 
정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정책 적용 
조건(condition)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에 따라 
대역폭 보장, 액세스 제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망이 
직접 취해야 하는 행동 (action)이다. 

 
2.3 Ad-Hoc 네트워크와 동적 라우팅 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는 수많은 센서들을 
포함하는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을경우 센서를 통해 컨텍스트가 발생하여 
노드들간의 통신과 라우팅을 통해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을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과 비교할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많은 노드들로부터 
컨텍스트가 발생하고 각각의 노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빈번한 이동성을 가지므로 라우팅 
경로 및 통신 실패율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이동 Ad-Hoc 네트워크 기술은 홈 네트워킹, 

센서 네트워크, Personal Area Network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적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차세대 
네트워킹 방식의 하나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MANET 
(Mobile Ad-Hoc Network) 워킹그룹에서 표준화 
작업[10][17]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동 Ad-
Hoc통신망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준화 과정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Bluetooth[18]와 IEEE 
802.11의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의 
Ad-Hoc 모드 등이 대표적인 표준화 및 구현 예이며, 
현재 Bluetooth는 휴대전화에 모듈이 포함된 
단말기가 출시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무선랜의 경우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PDA, 랩탑 등에 많이 채용되어 앞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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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노드의 이동에 따라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동적으로 변화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는 빈번한 루트 정보의 갱신을 
야기시켜 루트 정보의 관리를 복잡하게 하며, 이를 
위한 라우팅 제어 메시지는 네트워크의 
오버헤드로서 작용한다. 둘째, 이동 노드들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한다. 무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전송 대역폭 및 전송거리 
상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원거리 노드들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멀티-홉 통신이 필수적이다. 멀티-
홉 통신을 위해 각 노드는 호스트 기능 외에 
라우팅 기능도 포함한다. 셋째, 이동 노드들은 
제한된 용량의 베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제약이 크다. 따라서, 배터리 상태를 고려한 
통신이 필요하다. 넷째, 이동 노드들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하고 있으며, 모든 
노드들이 라우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 매우 취약하며 브로드캐스팅되는 
라우팅 제어 메시지는 해킹의 위험이 크다.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림4와 같이 proactive(table-driven)방식과 reactive 
(on-demand)방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11].            

Proactive 라우팅 방식은 모든 이동 노드들이 항상 
최신의 루트 정보를 유지하며, 라우팅 정보를 
주기적으로 또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네트워크 전체로 전파시켜 각 노드들이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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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P AODV DSR L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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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Hoc Network의 라우팅 프로토콜 
 
Proactive 라우팅 방식은 패킷 발생시 지연 없이 

최적의 루트를 통해서 라우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가 심할 
경우 라우팅 정보를 네트워크 전체로 전파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의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Reactive 라우팅 방식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루트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서 
proactive 라우팅 방식이 가지는 제어 메시지의 
오버헤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루트 정보는 
루트상의 각 노드에 저장되나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루트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노드로부터 삭제되는데, 
이러한 Reactive 라우팅 방식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루트를 탐색하기 때문에 루트 탐색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트래픽 전송 
지연을 야기 시킨다.  

그림 5는 현재 가장 먼저 표준화가 진행중인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13] 
프로토콜의 루트탐색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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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ODV 루트 탐색 절차 
AODV는 DSDV[12]와 같이 목적지 순차 번호를 

사용하여 라우팅 루프를 방지한다. 루트탐색이 
필요한 경우 RREQ 메시지가 생성되어 이웃 노드로 
브로드캐스팅되며, 목적 노드로의 루트 정보를 가진 
중간 노드 또는 목적 노드가 RREQ메시지를 
수신하면 RREP 메시지로서 응답한다. 중간 노드가 
목적 노드로의 루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RREQ메시지를 이웃 노드로 다시 브로드캐스팅 
한다. RREP 메시지는 RREQ메시지가 전달된 루트의 
반대 방향으로 유니캐스팅된다. RREQ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역방향 루트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하며 RREP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순방향 
루트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하나의 노드가 
동일한 RREQ메시지를 중복적으로 수신한 경우 
최초로 수신된 것만 사용한다. 루트내의 특정 
링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역적인 루트 
재탐색 절차를 수행하거나, 또는 RERR메시지가 
생성 소스 노드로 전달하여 소스 노드로 하여금 
루트 재탐색 절차를 시작하게 한다. RRER을 수신한 
노드는 오류가 발생한 링크와 관련된 루트 정보를 
삭제한다[11].  

이러한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특성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노드들간의 컨텍스트 
전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드들은 근거리 
무선통신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노드들의 잦은 
이동성 때문에 고정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각각의 노드들이 컨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Ad-Hoc 네트워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노드의 수는 훨씬 
많으며 노드들은 매우 밀접하게 배열이 되고 
라우팅 경로 및 통신의 실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유선과 무선의 



 

노드들이 혼재 되어 존재하고, 이동 Ad-Hoc 
네트워크가 point-to-point 통신에 기반하는데 비하여 
센서 노드들은 브로드캐스팅 형식의 통신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센서 노드들은 전력과 
메모리, 컴퓨팅 능력의 제한을 하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컨텍스트 지원 라우팅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정책기반 컨텍스트 관리 구조 및 역할 
본 장에서는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컨텍스트의 타입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구조와 모듈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의 구조 
및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들을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된 병원환경으로 가정한다. 병원내에서 
사람(의사, 환자)과 수 많은 기기에 부착된 각기 
다른 종류의 센서(맥박계, 체온계, 가습기 
등)들로부터 컨텍스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컨텍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 노드의 빈번한 이동성으로 
경로를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의 메시지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기반의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1 PLT (Particular List Type)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컨텍스트는 사용자 및 
기기에 부착된 센서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한명의 사용자에게서 서로 
다른 센서에 의한 컨텍스트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빈번한 이동성을 갖는 사용자나 기기에 부착된 
센서에 의한 컨텍스트 또한 이동성을 가지게 되고, 
유비쿼터스 환경의 특성상 많은 양의 컨텍스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컨텍스트가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저장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노드들에 의해 사용되려면 네트워크는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전달함에 있어 복잡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네트워크의 오버헤드와 통신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이PLT(Particular List 

Type)라는 새로운 컨텍스트 타입을 정의한다.  
PLT는 컨텍스트의 카테고리, 센서의 종류, 현재의 

상황 등을 기준으로 특별한 타입으로 분류되며, 
PLT가 다르다는 것은 컨텍스트가 발생된 사용자나 
센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된 PLT는 컨텍스트를 분류하거나 인식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타입으로 정의된 
이러한 컨텍스트는 실질적으로 구조안의 현재 
상황정보가 필요하기 전에는 컨텍스트 타입으로만 
구별되고 인식된다. PLT안의 내부 리스트는 노드의 
종류 및 현재의 상황정보를 XML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좀 더 명백하게 정의될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도 쉽게 엑세스 될 수 있으며 다른 

환경에서도 쉽게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게 된다. 

<Patient Name = “Bob”>
<sensorname= “pulsimete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35”/>

</Patient>

<Patient Name = “ Bob”>
<sensorname=  “thermomete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37”/>

</Patient>

<Device Name = “HC-1”>
<sensorname= “humidifio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48”/>

</Device>

<Doctor Name = “Jack”>
<sensorname= “currentshift”/>

</Doctor>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Particular List

Type (PLT)

<Patient Name = “Bob”>
<sensorname= “pulsimete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35”/>

</Patient>

<Patient Name = “ Bob”>
<sensorname=  “thermomete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37”/>

</Patient>

<Device Name = “HC-1”>
<sensorname= “humidifier”/>
<Location = “2-301”/>
<current state = “48”/>

</Device>

<Doctor Name = “Jack”>
<sensorname= “currentshift”/>
<current location = “3-103”/> 

</Doctor>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Particular List

Type (PLT)

그림 6. Particular List Type (PLT) 
 

3.2 정책 컨텍스트 (Policy Context)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특성이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에게서 
발생된 컨텍스트가 인식되면 특별한 컴퓨팅자원을 
사용하도록 정해 준다든지 차별화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policy)은 
동적환경과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컨텍스트 역시 사용자 및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인식됨과 
동시에 바로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 
컨텍스트가 있을 것이며, 반면 어느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모니터링 되는 컨텍스트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정책 
컨텍스트(Policy Context)를 정의하고 있다. 관리자는 
환경에 따른 컨텍스트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PLT/policy DB의 내용을 변경하면 되며, 
이러한 정책은 다음절에서 제안될 구조중의 한 
모듈인 정책컨텍스트생성 (Policy Context Generator) 
모듈에서 컨텍스트에 부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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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책 컨텍스트 (Policy Context) 

따라서 컨텍스트는 PLT값과 함께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판단되게 
되며 PLT안의 컨텍스트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만 인식된다. 또한 컨텍스트에 현재의 정책에 
맞는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확한 
상황의 파악과 응용이 가능하게 된다. 

 
3.3 정책 컨텍스트 인식 시스템 구조 및 동작 

본 장에서는 앞서 3.1절에서 제시한 PLT와 
3.2절에서 제시한 정책 컨텍스트(Policy Context)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텍스트를 인식하고 
관리하며, 현재의 정책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행시키는 그림 8과 같은 시스템구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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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정책 컨텍스트인식 처리 시스템 구조 
 
시스템 구조는 클라언트-서버 구조로 되어있다. 

클라이언트는 컨텍스를 감지하고 서버측의 DB와의 
확인을 거쳐 불필요한 컨텍스트를 삭제하는 
레이어(layer)와, 정책컨텍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레이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서버는 관리자가 환경 및 컴퓨팅 정책을 생성하고 
수정하는 모듈과 인증모듈,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각 
모듈과 동작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나 기기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발생된 

컨텍스트는 Aggregator에 의해 수집되고, 
서버측의 사용자/기기 데이터베이스와의 
확인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며 인증에 
실패한 컨텍스트는 버려지게 된다.  

② 정책컨텍스트 생성기(Policy Context Generator)는 
서버측의 PLT / Policy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PLT와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컨텍스트에 
PLT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정책컨텍스트 관리자(Policy Context Manager) 
모듈은 PLT에 따라 컨텍스트를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컨텍스트를 실행모듈에 보낸다.  

④ 정책컨텍스트 실행(Policy Context Enforcement) 
모듈은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표준의 PEP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정책컨텍스트를 
PLT와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컨텍스트가 정책조건(condition)에 부합될 경우 

서버측의 정책컨텍스트 컨트롤러(Policy Context 
Controller)에게 실행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로 
수락 메시지를 받으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실행을 지시하게 된다. 그 내부구조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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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책 컨텍스트 실행 모듈 
 
⑤ 정책 컨텍스트 컨트롤러 (Policy Context 

Controller)는 실행모듈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받고, 현재 네트워크 및 환경 정책과 부합될 
경우 미리 정의된 실행(action)을 결정하고 
실행모듈에 이를 통보한다. PLT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조건과 실행, 그리고 실행환경에 
해당하는 기술부분으로 구조를 구성하게 되며, 
모듈의 내부구조는 그림 10 과 같다. 이러한 
동작과정은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표준의 
PDP의 역할과 유사하다. 컨트롤러 모듈의 정책 
조건과 실행은 관리자에 의해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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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책 컨텍스트 컨트롤러 모듈 
 
관리자에 의해 새로운 정책이 네트워크상에 

적용되었을 경우 정책컨텍스트 컨트롤러의 조건과 
실행 부분이 바뀌게 되고, 정책컨텍스트 
실행모듈로부터 실행여부에 관한 request를 받을 
경우 새로운 정책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림 
11은 관리자에 의해 기술된 조건과 실행을 기술한 
예이며 특정 센서로부터 발생한 컨텍스트가 PLT로 
정의되고 우선순위에 의해 분류되었음을 가정한다. 
그림 12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실행을 발생시간과 
정책컨텍스트로 정의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컨텍스트가 인식되었을 종전의 실행을 종료하고 



 

새로운 실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Clipped등으로 
정의하였다. 

{PLT Patient_Bob_pulsimeter | class_A}
{condition {pulsimeter > 40}}
{action {call | Doctor_Jack_alarm}

{print| Office_nurse_monitor}}

{PLT Device_HC-1_humidifier | class_B}
{condition {humidifier <55}}
{action {raise | Device_HC-1_humidifier}}

{PLT Doctor_Jack_currentshift | class_A}
{condition {current = buinding_4}
{action {print | Office_doctor_monitor}

그림 11. 정책 조건과 실행 예 

-Initiates (c_p, e, t) : execution e is initiated by context c 

(with  priority p) at time t

-Terminates (c_p, e, t) : execution e is terminated by context c

(with  priority p) at time t

-Happen (c_p, t) : context c (with priority p) is aware at time t

-Clipped (t1, e1, p1) : [Happen (c_p2, t2) ^ p1<p2^ t1<t2 ^ 

Terminates (c_p1, e1, t2) ^ Initiates (c_p2, e2, t2)]

그림 12. 우선순위에 기반한 실행 정의 
 
3.4 컨텍스트 지원 지역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3.4.1역할에 따른 노드의 구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노드들은 잦은 이동성으로 고정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유지가 어려우며 수많은 센서들이 매우 
밀접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 통신 실패율이 
높아진다. 각각의 노드들의 통신형태는 Ad-
Hoc네트워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라우팅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이 메시지를 플러딩하는 경우 메시지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이 라우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컴퓨팅 파워의 낭비 뿐 아니라 
네트워크상에 수많은 컨텍스트와 경로 설정 
메시지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빈번히 이동하여 기존 
라우팅 경로의 중간 링크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컨텍스트를 전달하기 위해 노드간 경로 재탐색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라우팅 경로 

재탐색과정에서 노드의 메시지 플러딩에 의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먼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는 노드들을 그 역할에 따라 
루트역할노드 (Root Function Node, RFN)와 
리프역할노드 (Leaf Function Node, LFN)로 
정의하였다.  

RFN과 LFN은 컴퓨팅파워나 링크 상태와 같은 

네트워크 상황의 변화에 따라 RFN에서 LFN으로 
또는 LFN에서 RFN으로 바뀔 수 있다. LFN은 스타 
토폴로지 형태로 RFN에 연결되며 컨텍스트 발생시 
이를 RFN에게 전달하고 브로드캐스팅 되는 
컨텍스트를 감지하지만 노드 자신은 라우팅 기능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속해있는 RFN을 제외한 다른 
노드와의 통신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노드가 
라우팅 기능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문제나 네트워크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함이며 LFN은 RFN과의 컨텍스트 전달과정 
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FN은 LFN에서 전달받은 컨텍스트를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LFN로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하며, 상황에 따라 또 다른 
RFN으로 컨텍스트를 전달해야 할 경우 RFN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고 
메시지 및  컨텍스트를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RFN은 라우팅 기능 뿐 아니라 RFN간의 
메시지교환 및 경로탐색을 할 수 있고 상황에 
LFN으로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3.4.2 Broadcast Zone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노드의 빈번한 

이동성으로 인해 기존 라우팅 경로 중 중간 링크의 
연결이 자주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실패시 컨텍스트 라우팅을 위한 
경로 재설정과정에서 메시지 오버헤드를 감소하기 
위하여 지역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다. 각 
노드의 위치정보(location information)는 기존의 
위치기반 Ad-Hoc 라우팅 알고리즘[14][15][16]에서와 
마찬가지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해 
얻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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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Broadcast Zone / Re-establish Zone 
 
각 노드는GPS 수신기를 통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치 정보 및 다른 노드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게된다. 브로드캐스트 지역 (Broadcast Zone)과 
재설정 지역 (Re-establish Zone)의 개념은 그림 13과 
같다. 먼저 브로드캐스트 지역 (Broadcast Zone)은 
하나의 RFN에 연결되어 있는 LFN중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드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형태를 가지며 이는 곧 영역내의 모든 노드가 
RFN이 브로드캐스트하는 컨텍스트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지역의 
또 하나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 RFN이 LFN로 역할이 바뀌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이 영역안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 따라서 컨텍스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소스노드의 역할을하는 RFN(S)는 RFN(D)뿐 아니라 
브로드캐스트 지역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RFN과 
LFN의 잦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고정된 라우팅 
경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브로드캐스트 
방식을 사용할 경우 LFN의 브로드캐스트 
지역내에서의 이동은 특별한 과정 없이 컨텍스트를 
RFN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브로드캐스트 
지역의 크기 즉 반지름 (r) 은 다음절에서 정의될 
재설정지역에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3.4.3 Re-establish Zone 

컨텍스트 전달을 위해 소스RFN과 목적지 RFN 
사이에 초기 라우팅 경로가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 노드의 이동이나 노드 역할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링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이며 소스 RFN과 목적지 RFN사이에 
또다시 라우팅 경로 탐색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flooding방식을 통해 경로 설정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심각한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메시지 오버헤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가 많아질 수록 심각해 질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Ad-Hoc네트워크에서 경로 
탐색을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는 AODV[13]나 
TORA 프로토콜의 경우 소스 RFN(S)은 자신과 1홉 
(1-hop) 거리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RREQ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이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에 
해당되므로 심각한 메시지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된다. 많은 수의 노드가 존재하고 빈번한 이동성을 
가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더 심각한 메시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경로 
재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메시지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중간RFN을 포함하는 
재설정 지역 (Re-establish Zone)을 정의하고 이 
지역안의 RFN만이 경로 설정을 위한 메시지를 
flooding하는 라우팅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3에서 
소스RFN(S)은 GPS를 통해 목적지 RFN(D)까지의 
거리와 목적지 RFN(D)의 브로드캐스트 지역의 
범위를 근거로 재설정 지역을 위한 범위각(α)를 
구하게 된다. 
재설정 지역 결정 후 라우팅 경로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스 RFN은 자신과 1-hop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목적지 RFN까지의 
각각의 거리를 보고 받게 된다. 이 경우 목적지 
RFN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드가 다음 홉으로 결정된다. 이때 다음 홉으로 
결정되는 노드가 재설정 지역 안에 존재하는 

경우와 재설정 지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소스 RFN 
(S)와 목적지 RFN(D)까지의 기존의 경로는 노드 S-
>b->m->D이다. 이때 노드 m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거나 RFN에서LFN으로 역할의 변경이 있을 
경우 S와 D 노드는 컨텍스트 전달을 위해 새로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S는 자신과 
1홉 관계에 있는 노드a, b, c에게 목적지 RFN인 노드 
D까지의 거리 정보를 보고 받게 되고 이러한 
거리정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PS를 
사용하게 된다. 소스 RFN인 노드 S는 D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c를 다음 홉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다음 홉으로 결정된 c가 재설정지역 
(Re-establish Zone)안에 존재하므로 결정된 재설정 
지역안에 있는 노드들에 한해서 flooding을 통한 
노드간 메시지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다음 홉으로 
결정된 c뿐 아니라 재설정지역안의 노드들간에도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실제 
네트워크 환경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드가 
존재할 수 있으며 c에서 목적지 노드까지 
컨텍스트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중에도 동적으로 
링크실패 (link fail)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4 Boarder-establish Zone 
다음 홉이 재설정지역밖에 존재하는 경우 재설정 

지역 안에서만의 메시지 교환으로는 목적지 
노드까지의 경로설정을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소스 
노드는 그림 14와 같이 다음 홉 c를 포함하는 
확장설정지역(Boarder-establish Zone)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확장설정지역의 반지름은 r(1+k)가 된다. 
이때 k값은 소스노드에 의해 다음홉으로 결정된 
노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앞 절에서 정의한 
재설정지역의 경우 k=0 이 된다. 이렇게 
확장설정지역의 경우 노드간flooding되는 
메시지수는 많아지지만 경로재설정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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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Boarder-establish Zone  
 
확장설정지역을 위한 노드 S의 범위각(α)은 

소스노드와 목적노드의 거리 그리고 r(1+k)값을 



 

통해 결정된다.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수많은 중간노드들이 

밀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드들이 기존의 
Ad-Hoc네트워크의 flooding 기반의 메시지 
교환방법을 사용할 경우 노드들은 불필요한 라우팅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심각한 메시지 
오버헤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노드의 빈번한 이동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로 재설정을 목적지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범위와 다음 홉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메시지 
포워딩의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게 된다. 
 
3.4.5 컨텍스트 지원 지역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지역기반이 

동적라우팅알고리즘을 시뮬레이터(NS-2)를 사용하여 
성능평가한 결과이다. 소스노드와 목적지노드에 
라우팅을 위한 경로가 설정된 후 중간노드의 
동적이동으로 인하여 링크실패 (link fail)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소스노드와 목적노드에 경로 재설정이 
이루어지며 기존의 Ad-Hoc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flooding(DV Routing)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재설정지역 (Re-establish 
Zone)과 확장설정지역 (Boader establish Zone)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 노드간 메시지를 교환도록 하였다. 
경과시간에 따른 메시지의 수에 대한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재설정 지역은 
목적지 노드의 브로드캐스트 지역의 크기와 
소스노드로부터 목적노드까지의 거리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확장설정 지역의 k도 다음홉으로 
결정되는 노드의 위치에 따라 변경 될 것이며 
k값에 따라 범위각 (α)값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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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Zone의 크기에 따른 메시지의 수 
 

노드 수의 증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16과 같다.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DV 
프로토콜기반의 flooding방법과 지역기반의 
프로토콜과 메시지수의 차이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Ad-Hoc 네트워크 상의 노드가 
증가할수록 flooding되는 메시지가 많아져 노드를 
통한 오버헤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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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FN의 개수에 따른 메시지의 수 

 
향후 성능평과 과제로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13], DSDV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12] 등의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LFN의 이동성에 따른 
브로드캐스트지역의 이동과 소스 RFN과 목적지 
RFN이 네트워크상에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성능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최근 빠른 속도로 컴퓨터와 컴퓨터,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네트워킹을 넘어 사람, 사물, 
컴퓨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동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정보라도 
편리하게 전송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 및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텍스를 
PLT라는 타입으로 정의하고 컨텍스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구성 모듈의 개념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드간 효율적인 컨텍스트 라우팅을 위하여 
지역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메시지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앞서 제시한 시스템 구조에서의 
컨텍스트 인증 모듈을 위한 보안 알고리즘과 노드의 
이동에 따른 정확한 패킷 전달 과정 및 메시지 
형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 Mark Weiser, http://www.ubiq.com/weiser/ 
[2] Mark Weiser, “The Comput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pp.94-101, September 
1991. 

[3] A.K.Dey, “Context-Aware Computing: The 



 

CyberDesk Project.”, Proc. of the AAAI 1998 Spring 
Symposium on Intelligent Environments (AAAI 
Technical Report SS-98-02), pp.51-54, Mar 1998. 

[4] 김정기,박승민,장재우,“상황인식 처리기술”, 
정보처리학회지, 제10권 제4호, pp. 182-188, 
2003년 7월. 

[5] 장세이, 우운택,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센싱기술과 컨텍스트-인식 기술의 
연구동향”, 정보과학회지, 제 21권 제5호, pp. 18-
28, 2003년 5월. 

[6] D. Salber, A.K.Dey and G.D. Abowd, "The Context 
Toolkit: Aiding the Development of Context-Aware 
Applications",In the Workshop on Software 
Engineering for Wearable and Pervasive 
Computing  (Limerick Ireland), Jun 2000.  

[7] P. Couder, A.M.Kermarrec, "Improving Level of 
Service for Mobile User Using Context-Awareness", 
18th IEEE Symposium on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pp.24-33, 1999.  

[8] Andy Harter, Andy Hopper, Pete Steggles, Andy Ward, 
Paul Webster, “The Anatomy of a Context-aware 
application”, Wireless Networks Vol.8, Issue2/3, 
pp.187-197, 2002. 

[9] IEEE802.11, http://grouper.ieee.org/groups/802/11 
[10] M.S.Corson and J.P.Macker, “Mobile Ad-hoc 

Networking (MANET): Routing Protocol Performance 
Issues and Evaluation Considerations”, IETF RFC 
2501, Jan 1999. 

[11] 김상하, “이동 Ad Hoc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기술”, 정기간행물전파지, 
http://www.kora.or.kr/kora/radar/200209/sub8.html, 
2002 

[12] C.E.Perkins and P.Bhagwat, “Highly Dynamic 
Destination-Sequenced Distance-Vector Routing 
(DSDV) for Mobile Computers”, Computer 
Communications Review, vol.24, no.4, pp.234-244, 
October 1994. 

[13] C.E.Perkins, E.M.Belding-Royer and S.D.R.Das, “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AODV) Routing”, 
IETF Internet Draft, draft-ietf-manet-aodv-13.txt, 
February 2003. 

[14] Y.B.Ko and N.H.Viadya, “Location-Aided Routing 
(LAR) in Mobile Ad Hoc Networks”, Proc. of 
MobiCom’00, pp.234-254, 2000. 

[15] S.Ni, Y.Tseng, Y.Chen and J.Shue, “The Broadcast 
Storm Problem in Ad hoc Network”, In Proceedings of 
the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Computing and Networking (MOBICOM), pp.151-162, 
1999. 

[16] Williams.B and Camp.T, “Comparison of 
Broadcasting Techniques for Mobile Ad hoc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bile Ad Hoc Networking and 
Computing (MOBIHOC), pp.194-205, 2002. 

[17] IEEE MANET Working Group,  
http://protean.itd.nrl.navy.mil/manet/manet_home.html 

[18] http://www.bluetooth.com/ 
 

허  준 
2002. 2: 경희대학교 건축공/ 컴퓨터공 
졸업(학사) 
2002. 3 ~ 현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context 라우팅, 정책기반 네트워크관리 

홍충선 
1983. 2: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1985. 8: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석사) 
1988. 3 ~ 1999. 8: 한국통신망 연구소 
선임연구원 / 네트워킹 연구실장 

1997. 3: Dept. of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 Keio 
University(박사) 
1999. 9 ~ 현재: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차세대 인터넷, Mobile IPv6,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QoS 

신재광 
2000. 2: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2002. 2: 영남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석사) 
2002. 2 ~ 현재: ㈜웨어플러스 정보통신 
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TMN/SNMP, MPLS Traffic Engineering, NGN-
OSS, OSS-J 

최철종 
2001. 8: 배재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학사) 
2000. 1 ~ 현재: ㈜웨어플러스 정보통신 
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TMN/SNMP, NGN-OSS, OSS-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