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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

하여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XML 기

반의 유비-미들웨어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 유비-미들웨어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유비-미들웨어에서 U-SML 문서로 기술된 사용자의 서비스 시나리오 내용에 맞추어 사용자가 처한 상

황을 인식해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와,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

공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을 수정하지 않고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미들

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존의 위피, 브라우저 등과의 연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 내에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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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U-SML(Ubiquitous-Service Markup Language) 문서를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파싱하는 U-SML 파서;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가 큐잉되는 서비스 큐;

상기 서비스 큐에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파악하여 상황 인식 명령부에게 상황 인식 서비

스 스케쥴을 알리는 서비스 스케쥴러;

단말 내부에 탑재된 센서 또는/및 외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획득한 사용자 주변의 상황 정보가 저장되는 상황 정보 저장

소;

상기 상황 정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상황 정보를 관리하면서 상황 인식 명령부에게 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

정보 관리자;

상기 서비스 스케쥴러로부터 알림받은 스케쥴에 따라 실행되면서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된 상황 조건과 상황 정보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로 일치한 경

우에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에게 해당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을 명령하는 상황 인식 명령부; 및

상기 상황 인식 명령부의 명령에 의해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기술된 실행 내용을 해

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시키는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

로 이루어진 유비-미들웨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U-SML 문서는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구조화되

어 있는 XML 기반의 문서이며, 하나의 U-SML 문서가 하나의 상황 인식 서비스에 대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 인

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는 상황 인식 서비스명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스케쥴 정보가 기술되어 있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712808

- 2 -



상기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는 사용자 위치, 배터리 상태, 사용자 이동성, 서비스 사용 시각, 현재

시각, 조도, 온도, 소음, 날씨 및 메디컬 센싱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선택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는 SMS 메시지 송수신, 사운드 알람, 브라우저 실행, 특정 프로그램 실

행에 관한 처리 절차가 적어도 어느 하나의 스크립트에 의해 선택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 인식 서

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U-SML 문서는 상기 서비스 큐에 저장되되, 상기 서비스 스케쥴러에 의해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이 만료된 U-SML 문서가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청구항 7.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사용자의 서비스 시나리오에 의해 생성된 U-SML(Ubiquitous-Service Markup Language)

문서가 외부로부터 다운로드되면 상기 U-SML 문서를 유비-미들웨어에 등록하고, 상기 유비-미들웨어가 U-SML 문서

등록에 따라 상황 인식 서비스를 개시하되,

상기 U-SML 문서를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파싱하는

제 1 단계;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를 큐잉시키는 제 2 단계;

상기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파악하는 제 3 단계;

상기 파악한 스케쥴에 따라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된 상황 조건과 단말 내부에 탑재된 센서 또는/

및 외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획득한 사용자 주변의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로 상황 조건과 상황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기술된 실행 내용을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시키라고 명령하는 제 5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유비-미들웨어를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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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

기 위한 XML 기반의 유비-미들웨어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 유비-미들웨어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정보통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퍼배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서, 유비쿼터스가 의미하는 것은

사용자가 언제/어디서라도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

향후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스마트 객체들이 동적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

에 적응할 수 있는 특성, 즉 상황 인식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황 인식(context aware)이란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용자의 현재 위치, 행동 및 작업, 온도, 시간, 감정 상태

등의 변화를 획득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황 인식 서비스(CAS; context aware service)란 위와 같은 상황 정보

(context information)를 토대로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 서비스

는 상황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통해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 및 추론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주요 서비스로 부각될 것이다.

종래에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오감과 지성에 의존하여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추론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일상 생활 주변의 주요 사물 및 장치가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주변 상황

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에 지능화된 사물 및 장치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상황에 적절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지능화된 사물 및 장치로는 대중들에

게 보편화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대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동성과 휴대성이 보장되지만, 지능형 에이전트 기능, 특히 상황 정보 수집 및 교환을

통해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 및 추론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무선 인터넷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여 직접 정보 검색 등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더라도, 단말 제조업체별로 서로 다른 사양의 이동통신 단말

기에는 각 단말 스펙에 따른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각각 탑재되어야 된다. 한편,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지능형 에이전

트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바람직하게는 상황 정보가 서로 다른 형식, 포맷 등으로 각각 제공되어야 되며, 이에 콘텐츠 제공

업체 서버에서는 각 단말에 맞는 상황 정보를 생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말 운영

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표준화된 상황 인식 스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개발업체별로

서로 다른 규격으로 구현되고 있는 형편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기 위한 XML 기반의 유비-미들웨어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이 유비-미들웨어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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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U-SML(Ubiquitous-Service Markup Language) 문서를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파싱하는 U-SML 파서;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가 큐잉되는 서비스 큐; 상기 서비스 큐에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파악하여 상황 인식 명령부에게 상황 인식 서비스 스케쥴을 알리는 서비스 스케쥴러; 단말

내부에 탑재된 센서 또는/및 외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획득한 사용자 주변의 상황 정보가 저장되는 상황 정보 저장소; 상

기 상황 정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상황 정보를 관리하면서 상황 인식 명령부에게 상황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 정

보 관리자; 상기 서비스 스케쥴러로부터 알림받은 스케쥴에 따라 실행되면서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

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된 상황 조건과 상황 정보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로

일치한 경우에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에게 해당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을 명령하는 상황 인식 명령부; 및 상기 상황 인

식 명령부의 명령에 의해 상기 U-SML 파서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기술된 실행 내용을 해당되는 어플

리케이션을 통해 실행시키는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로 이루어진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비-미들웨어를 제공한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사용

자의 서비스 시나리오에 의해 생성된 U-SML(Ubiquitous-Service Markup Language) 문서가 외부로부터 다운로드되면

상기 U-SML 문서를 유비-미들웨어에 등록하고, 상기 유비-미들웨어가 U-SML 문서 등록에 따라 상황 인식 서비스를 개

시하되, 상기 U-SML 문서를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파싱하는 제 1 단계;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를 큐잉시키는 제 2 단계; 상기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파악하는 제 3 단계; 상기 파악한 스케쥴에 따라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

된 상황 조건과 단말 내부에 탑재된 센서 또는/및 외부 정보 제공 서버로부터 획득한 사용자 주변의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검사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검사 결과로 상황 조건과 상황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기술된 실행 내용을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행시키라고 명령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

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비-미들웨어 인프라에 대한 일실시예 계층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하드웨어 계층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키패드, 마이크, 스피커, 메

모리, CPU, GPS 모듈 등과 같은 하드웨어(10), 운영체제 계층에 속하는 O/S(예; REX 등)(11)과, 미들웨어 계층에 속하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예; 위피(WIPI) 등](12)과,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속하는 콘텐츠(13) 및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14)이

탑재되어 있다. 한편, 통신망에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공 서버

(20)가 구비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미들웨어 계층에 본 발명의 유비-미들웨어(Ubi-Middleware)(30)가 탑재되며, 유비-미들웨

어(30)의 상위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유비-에이전트(32)를 유비-미들웨어(30)로 포팅(연결)시키기 위한 유비-에

이전트 관리 게이트웨이(Ubi-Agent Management Gateway)(31)가 탑재되며,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사용자와의 멀티 모

달을 위한 유비-에이전트(Ubi-Agent)(32)가 탑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비-미들웨어 인프라(Ubi-Middleware Infra)는 크게 유비 에이전트 단말 인프라 영역, 즉 유비-미들

웨어(30), 유비-에이전트 관리 게이트웨이(31) 및 유비-에이전트(32)와,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 즉 무선 인터

넷 플랫폼(12),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14) 등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은 콘텐츠 제공

서버(20)에서 가공/저장/전송된 상황 인식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기존과 같이 처리하기 위함이고, 유비 에이전트 단말 인

프라 영역은 콘텐츠 제공 서버(20)로부터 제공받은 상황 인식 관련 콘텐츠를 토대로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

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에 유비 에이전트 단말 인프라 영역과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을 구분짓는 것은 기존에 존재

하던 다양한 서비스를 수정하지 않고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콘

텐츠 재생성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등록특허 10-0712808

- 5 -



따라서, 본 발명의 유비 에이전트 단말 인프라 영역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인 위피, 브라우저 등과의 연

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 내에서 상황 인식 관련 콘텐츠를 가공/응용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비-미들웨어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비-미들웨어(30)는 U-SML 파서(U-SML

Parser)(40), 서비스 큐(Service Queue)(41), 서비스 스케쥴러(Service Scheduler)(42), 상황 인식 명령부(Context-

Aware Commander)(44), 상황 정보 관리자(Context Information Manager)(44), 상황 정보 저장소(Context

Information Repository)(45),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Action Script Handler)(46)로 이루어진다.

한편, 도면에 도시된 상황 인식 서비스 수행부(Context-Aware Service Implementer)(47)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인프

라 영역에 속하는 위피, 브라우저,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구현되며,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46)에 의해 상황 인식

서비스가 수행되는 모듈로서 본 발명의 유비-미들웨어(30)에 속하지 않음을 밝혀 둔다.

본 발명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황 인식 서비스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즉 XML 기반의 "U-SML

(Ubiquitous-Service Markup Language)"을 정의한다. 이러한 U-SML의 각 모듈에 대해서는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유비-미들웨어는 U-SML 문서로 표현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시나리오의 디스크립션 파

트(Description Part,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컨디션 파트(Condition Part,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액션 파

트(Action Part,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맞추어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즉, U-SML 문서는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상황 인식 서비스에 대해 하나의 U-SML 문서가 대응된다. 이러한 U-SML 문서는 유비-미들웨어(30), 바람직하

게는 U-SML 파서(40)에 의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문서 내 구문이 파싱(해석)되어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서 읽혀진다.

상기 U-SML 문서가 이동통신 단말기 상에서 파싱(parsing)됨에 따라, 상기 서비스 큐(41)에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가 큐잉(queuing)되고, 상기 서비스 스케쥴러(42)에서 서비스 큐(41)에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

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상황 인식 명령부(43)로 전달하고, 상황 정보 관리자(44)에서 상황 정보 저장소(45)에 저장된 상황

정보를 상황 인식 명령부(43)로 전달한다. 이에, 상기 상황 인식 명령부(43)에서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

트에 기술된 조건과 위 상황 정보가 일치하면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46)에 해당 내용을 실행시키라고 명령하고, 그에 따라

상기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46)에서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에 기술된 내용을 상황 인식 서비스 수행

부(47)를 통해 실행시킨다.

한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는 실행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 큐(41)에 계속 남

아 있게 되며,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가 실행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 큐(41)에 저장되어 있는 U-SML 문서는 유효 기

간이 만료[즉,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이 만료]되면 서비스 스케쥴러(42)에 의해 정리, 즉 삭제된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U-SML 문서의 모듈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정의한 U-SML 문서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XML 기반의 문서로서,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디스크립션 파트(Description Part,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50), 컨디션 파트(Condition Part, 상황 인

식 서비스 조건 파트)(60) 및 액션 파트(Action Part,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70)로 이루어진다. 특히, U-SML 문서

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구현될 상황 인식 서비스에 따라 각 기능의 업데이트가 용이하며, 간단하게 새로운 서비스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50)는 서비스명(title)(51), 스케쥴(schedule)(52) 및 사용자 권한(user permission)(53)

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60)는 사용자 위치(location)(61), 배터리 상태(battery)(62), 사용자 이동성(move)(63),

서비스 사용 시각(use time)(64a), 현재 시각(time)(64b), 조도(light)(65), 온도(temperature)(66), 소음(noise)(67), 날

씨(weather)(68) 및 메디컬 센싱 정보(medical sensing)(69) 등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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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70)는 SMS 송수신, 사운드 알람, 브라우저 실행, 특정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처리 절차

가 기술된 다수의 스크립트(script)(71)로 이루어진다. 한편, 각 파트(50, 60, 70)의 모듈은 선택적으로 U-SML 문서에 기

술된다.

위와 같은 U-SML 문서에 대해 [표 1]에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usml>

 <descrption>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50)

  <title>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title>

  <schedule

start=“2005/05/01” expire=“2005/05/31”

week=“sat, sun” time=“10:00AM~12:00AM”

loop=“20min”>

 </description>

 <condition>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60)

  <location area=“골프장” option=“field” cond=“1”>

  <location area=“경기도, 대한민국” option=“around” cond=“1”>

  <nomove duration=“>1:00:00”>

  <time range=“>11:00AM,<12:00PM”>

 </condition>

 <action>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70)

<script>browser.url=“http://wap.nate.com/food/a.jsp?location=$location&favorite=$favorite”;

  </script>

 </action>

    </usml>

위 [표 1]의 U-SML 문서에서, "<description>"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title>"과 스케쥴 정보를 명시하는 "<schedule>"

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술된 내용은 "2005년 05월 01일부터 2005년 05월 31일 사이에 주말동안 오전 10시부터 오전 12

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상황 인식 조건을 인지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자 권한(53)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condition>"에는 하나 이상의 조건 및 여러 조건이 결합된 형태의 조건이 기술될 수 있다. "<condition>"에 기술된 내용

은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사용자가 골프를 치고 있고, 사용자가 1시간 이상 골프장 밖으로 움직이지(이

탈하지) 않고,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부터 오전 12시 사이라면 조건이 일치한다"라는 것이다.

"<action>"에는 인지 조건이 맞으면 브라우저에 접속하라는 스크립트(71)가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콘텐츠 제공 서

버(20)로 접속해 현재 위치 정보($location)와 사용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보 및 음식점 정보($favorite)를 브라우저에

표시한다"라는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유비-미들웨어에서 사용되는 상황 인식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비-미들웨어에서 사용되는 상황 인식 관련 데이터는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context-aware

condition data), 센싱 데이터(sensing data) 및 정보/동작 데이터(information & action data)로 나뉜다.

상기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는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가공되어 U-SML 문서에 포함되는데, 사용자의 서비스 시

나리오 입력 사항에 따라 조건이 결정되어 생성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14)을 통해 상황 인

식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으며, 이러한 U-SML 문서가 유비-미들웨어(30)에 의해

읽혀짐에 의해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가 유비-미들웨어(30)에서 처리된다. 도 3에 도시된 "<condition>"이 사용자의 서비

스 시나리오 입력 사항에 따라 생성된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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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센싱 데이터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부터 획득한 비가공 센싱 테이터[즉 센서에서 획득한 X/Y 좌표

로 표현되는 GPS 위치정보 등)와, 위치 정보 제공 서버(LBS 서버)에서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가 가공되

어 이동통신 단말기로 제공되는 가공 센싱 데이터[즉 X/Y 좌표로 표현되는 GPS 위치정보에 상응하는 POI 정보, 예컨대

X/Y 좌표 지점의 건물명, 도로 정보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센싱 데이터는 유비-미들웨어(30)에서 상황 인지 조건을 판

단할 때 사용자 상황 정보로 사용된다. 도 3에 도시된 "<condition>"의 서비스 사용 시각이 현재 시각과 일치하는 지를 판

단할 때에 사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된 시계가 센서이며, 이 시계를 통해 파악한 현재 시각이 비가공 센싱 데이터

이다.

상기 정보/동작 데이터는 유비-미들웨어(30)에서 상황 인식 조건 데이터와 센싱 데이터(사용자 상황)을 비교하여 조건이

일치한 경우에 콘텐츠 제공 서버(20)로부터 다운로드되는 데이터이다. 도 3에 도시된 "<action>"에 기술된 다운로드 URL

에 명시된 왑페이지가 정보/동작 데이터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유비-미들웨어를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

름도이다.

먼저, 사용자가 상황 인식 서비스, 예컨대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2005년 05월 01일에 자신의 이

동통신 단말기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접속한다(500).

위와 같이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리

스트, 예를 들어 "1.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 "2. 영화관 앞에서 영화 안내 서비스", "3. 날씨에 따른 외출복 제안 서

비스" 등을 살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인 "1.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를 선택한다(501).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의 질의에 따라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

오를 입력시킨다(502). 이때, 사용자는 상황 인식 서비스 스케쥴로 "2005년 05월 01일부터 2005년 05월 31일 사이에 주

말동안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상황 인식 조건을 인지한다"와,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으로 "대한민

국의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사용자가 골프를 치고 있고, 사용자가 1시간 이상 골프장 밖으로 움직이지(이탈하지) 않

고,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인 경우"와,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내용으로 "콘텐츠 제공 서버(20)로 접속

해 현재 위치 정보($location)와 사용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보 및 음식점 정보($favorite)를 브라우저에 표시한다"라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입력시킨다.

이에, 상기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시킨 서비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에 대한 U-SML 문서를 생성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시킨다(503). 이러한 U-SML 문서

는 [표 1]에서 앞서 보인 바 있다.

그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14)을 통해 콘텐츠, 바람직하게는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에 대한 U-SML 문서를 다운로드받아 유비-에이전트(32)에 의해 유비-미들웨어(30)에 등록된다(504). 이에, 상

기 유비-미들웨어(30)에서는 U-SML 문서를 다운로드받은 시점, 즉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를 등록한 2005년 05

월 01일부터 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하, 유비-미들웨어(30)에서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가 2005년 05월 01일부

터 개시되고 나서 사용자가 2005년 05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이스 골프장에서 골

프를 치는 도중에 이 사용자에게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비스"에 대한 U-SML 문서가 유비-미들웨어(30)에 등록됨에 따라 유비-미들

웨어(30)가 본 서비스를 개시한다. 즉, 유비-미들웨어(30)에 등록되는 U-SML 문서를 U-SML 파서(40)가 문서 내의 구문

을 분석하여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 및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로 파싱한다(505). 그

리고 나서, 서비스 큐(41)에 U-SML 문서 파일과, U-SML 파서(40)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상황 인식 서

비스 스케쥴: "2005년 05월 01일부터 2005년 05월 31일 사이에 주말동안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상황 인식 조건을 인지한다"]가 큐잉된다(506).

이후에, 서비스 스케쥴러(42)에서는 서비스 큐(41)에 큐잉된 상황 인식 서비스 설명 파트에 기술된 스케쥴을 파악하여 서

비스 스케쥴 시각마다 스케쥴 개시를 상황 인식 명령부(43)로 알리고, 상황 정보 관리자(44)에서는 상황 정보 저장소(45)

에 저장된 상황 정보(예; 현재 시각, 사용자 위치 등)을 상황 인식 명령부(43)로 전달한다(507). 상기 상황 정보 저장소(45)

에 저장되는 상황 정보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센서(예; 시계, GPS 모듈 등)을 통해 획득한 비가공 센싱

데이터이거나 LBS 서버 등으로부터 다운로드받은 가공 센싱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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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비스 스케쥴러(42) 및 상황 정보 관리자(44)로부터 스케쥴 정보와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면서, 상기

상황 인식 명령부(43)에서는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된 조건과 위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즉, 상황 인식 명령부(43)는 스케쥴 정보에 따라, 예컨대 "2005년 05월 01일부터

2005년 05월 31일 사이에 주말동안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실행되며, 실행될 때마다 U-SML 파서

(40)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사용자가

골프를 치고 있고, 사용자가 1시간 이상 골프장 밖으로 움직이지(이탈하지) 않고,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인 경우]와 상황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508). 부가적으로, 서비스 스케쥴러(42) 및 상황 정보 관리자(44)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한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검사를 계속 하다가, U-SML 문서의 상황 인식 서비스 조건 파트에 기술된 조건과 위 상황 정보가 일치하면,

즉 사용자가 2005년 05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이스 골프장에 들어와서 현재 시각

인 오전 11시 40분에 나이스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치고 있다면 상기 상황 인식 명령부(43)에서는 상황 인식 서비스 조

건 일치 사실을 인지하여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46)에게 해당 서비스 내용을 실행시키라고 명령한다(509).

이에, 상기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46)에서는 U-SML 파서(40)에서 파싱된 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파트[상황 인식 서비스

실행 내용: "콘텐츠 제공 서버(20)로 접속해 현재 위치 정보($location)와 사용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보 및 음식점 정보

($favorite)를 브라우저에 표시한다"]에 따라 해당되는 상황 인식 서비스 수행부(47)[브라우저인 것이 바람직함]를 실행

시켜 스크립트의 처리 절차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510). 그에 따라, 상황 인식 서비스 수행부(47)에 속하는 브라

우저가 콘텐츠 제공 서버(20)로 접속해 LBS 서버간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 현재 위치(예; 나이스 골프장 17번홀 등)과 음식

정보(예; "1. 산사랑 부페", "2. 왕새우소금구이", "3. 하늘소(소고기)" 등)과 음식점 정보(예: "1. 산사랑 부페" 예약/길안내

등)을 다운로드받아 화면에 표시한다.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된 상황 인식 서비스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이다.

사용자가 2005년 05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이스 골프장에 들어와서 현재 시각인

오전 11시 40분에 나이스 골프장에서 계속 골프를 치고 있다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점심 시간에 맞추어 골프장 주변

식당을 안내하는 화면을 브라우저에 표시하며, 이에 사용자는 상황 인식 서비스 알림음을 통해 골프장 주변 식당 안내 서

비스를 인지하여 브라우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음식점 길 안내를 받거나 음식점 예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내용이 실시예를 들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기술자는 본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원리 및 범위 내

에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유비-미들웨어에서 U-SML 문서로 기술된 사용자의 서비스 시나리오 내용에 맞추어 사용자가 처

한 상황을 인식해 사용자의 요구, 희망, 명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 인프라

영역을 수정하지 않고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미들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존의 위피, 브라우저 등과의 연

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 내에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비-미들웨어 인프라에 대한 일실시예 계층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상황 인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비-미들웨어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정의한 U-SML 문서의 모듈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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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유비-미들웨어에서 사용되는 상황 인식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에서의 유비-미들웨어를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

름도.

도 6은 본 발명이 적용된 상황 인식 서비스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40 : U-SML 파서 41 : 서비스 큐

42 : 서비스 스케쥴러 43 : 상황 인식 명령부

44 : 상황 정보 관리자 45 : 상황 정보 저장소

46 : 액션 스크립트 핸들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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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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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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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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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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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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