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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및 그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동성에 따른 상황

정보(Context)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보고하고 이에 기초한 개인화된(Personalized) 서비스를 제공받아 구현하는 사용

자 에이전트;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서비스 에이전트; 및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협의된 동작에 의해 수신한 상기 상황 정보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토대

로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 각각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트

에게 전달하는 조정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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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동성에 따른 상황 정보(Context)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보고하고 이에 기초한 개인화된(Personalized) 서비

스를 제공받아 구현하는 사용자 에이전트;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

에이전트; 및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협의된 동작에 의해 수신한 상기 상황 정보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토대로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

각각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조정 에이

전트

를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

상기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토대로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저장하는 프로파일 관리부;

상기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특정 서비스 공간으로의 인입을 감지하는 사용자 이동성 감지부;

상기 사용자 이동이 감지되면 상기 사용자의 상기 프로파일의 전송 허가 여부에 따라 상기 프로파일을 상기 조정 에이전트

에게 전송하여 유효한 서비스 정보가 나열된 리스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리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정보에 대해 상기

조정 에이전트와 협상을 통하여 특정 서비스 정보의 선택 및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파

일 협상부

를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협상부는

사용자로부터 상기 프로파일의 전송 허가를 획득하는 사용자 인증 모듈;

상기 전송 허가의 획득 여부에 따라 상기 조정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인증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프로파일을 전송하고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1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일련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파일 협상 제어 모듈

를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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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 에이전트는

상기 각 서비스 에이전트의 고유 ID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에이전트 정보 관리부;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프로파일을 토대로 상기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

는 서비스 정보 추출부;

상기 추출한 서비스 정보의 의미 파악을 통해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

해당하는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의 선택 및 구성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획부;

상기 서비스 계획부의 수행 결과를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결정부

를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 및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와 특정된 에이전트 통신 언어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의사 교환을 수행하

는 제2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

를 더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는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 장치를 구동하는 물리 장치 구동부;

상기 조정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한 상기 서비스 계획을 수신하여 그에 따라 상기 물리 장치 구동부를

제어하는 물리 장치 제어부; 및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서비스 계획을 수신하고 상기 물리 장치 구동부의 실행 결과 여부를 상기 서비스 에이전

트에게 보고하며, 최종 수행 결과를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제3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

를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7-0061116

- 3 -



상기 프로파일 관리부는

상기 사용자 인증부로부터 정보 전송 허가 정보를 수신한 후에야 상기 프로파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

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관리부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개인 정보 및 선호도 정보를 토대로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하는 초기 프로파일 작성 모듈;

상기 모니터링부 및 상기 사용자 이동성 감지부의 동작 결과에 따른 상황 정보를 생성하여 저장된 상기 프로파일을 갱신하

는 상황 정보 관리 모듈; 및

상기 모니터링부의 동작 결과 및 상기 조정 에이전트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토대로 저장된 상기 프로파

일의 상기 관심 정보를 갱신하는 관심 정보 관리 모듈

을 포함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정 에이전트는

상기 물리적 장치의 동작 모드의 기록 정보 및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

하여 구축한 체계화된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청구항 1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서비스 공간을 관리하는 조정 에이전트가 특정 서비스 환경에 인입된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수

신하는 단계;

(b) 상기 조정 에이전트가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유효한 서비스 제공 정보가 나열된 리스트 정보를 상기 사용자 에이전

트에게 제공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d)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의 각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개인화된 서

비스를 계획하는 단계; 및

(e) 상기 계획 결과를 상기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

를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구현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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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 이전에,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의 등록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ⅰ)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해당하는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ⅱ) 상기 추출한 서비스 정보의 의미 파악을 통해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의 선택 및 구성을 수행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

를 계획하는 단계

(ⅲ) 상기 계획된 결과를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ⅱ)단계는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의 이전 서비스 수행 결과에 따른 상기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

하여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수신한 정보와의 협상을 통해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

비스 제공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은 기존의 단말 중심의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컴퓨팅 환경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이

다. 또한,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해당 네트워크의 다양한 단말을 통하여 응용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서

비스 몰입도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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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반의 응용 서비스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모두 다른 개인

화된(personalize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때, 개인화된 서비스는 사용자 주위의 상황 정보 및 개인 프로파일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욕구에 가장 근접하

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한편, 에이전트란 지식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독립

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으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여러 에이전트들 간의 협동에 의해 하나의 에이전트로 해결

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특성은 여러 에이전트들 간의 능력과 정보가

서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즉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자치성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모여 서로 지식을 교환하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 플랫폼 시스템은 에이전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에이전트들이 사용하

는 언어, 통신 방법, 에이전트들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특히, 최근에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이 각광받

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

으로서, 특정 목적에 대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자율적 프로세스이다.

종래 유비쿼터스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 공개 번호 제2003-54104호(2003.7.2 공개)에는 "다수의 프로파일 정보 정합

을 통한 컨텐츠 개인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는바, 다양한 정보를 미리 구조화된 정보 체계 즉, 프로파일로 구성하

고, 이들 프로파일을 정합한 결과에 따라 컨텐츠를 개인화하여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종래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기술로서, 2003년 1월~3월에 발표한『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에 게재된 논문에는 "Policy-Driven Personalized Multimedia Services for Mobile Users"가 개시되어 있

는 바, 이동 가입자에게 에이전트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 컨텐츠 개인화 서비스는 다수의 프로파일 정보를 단순히 정합하여 이용할 뿐이므로, 이동 가입자의 동적이

고 실 시간적인 상태에 따른 시간/ 공간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사용자의 서비스 도메인 공간으로의 이동에 따른 자율적인 서비스 발견

및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그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의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동성에 따른 상황 정보(Context)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보고하고 이에 기초한 개인화된(Personalized) 서비스를 제공받아 구현하는 사용자 에이전트;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 에이

전트; 및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와 협의된 동작에 의해 수신한 상기 상황 정보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토대로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 각각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조정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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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다수의 서비스 공간

을 관리하는 조정 에이전트가 특정 서비스 환경에 인입된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조정 에이전트가 상기 서비스 요청에 따라 유효한 서비스 제공 정보가 나열된 리스트 정보를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

공하는 단계; (c)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로부터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d)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의 각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는 단계;

및 (e) 상기 계획 결과를 상기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서비스 에이전트에게 전달하여 상기 개인화된 서

비스를 상기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재한 모듈(module)이란 용어는 특정한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

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환경 구성도이다.

도 1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환경의 인프라 구조인 스마트한 공간에 대하여 물리적 자원 및 컴퓨팅 객체 환경을 모델링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스마트한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이(異) 기종 환경으로서 물리적 장치와 독립된 에이전트 기반의 컴퓨팅 객체 환경

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분산된 자원의 공유와 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분산된 자원의 공유와 관리는 DCOM(Distributed

Component Object Model), RMI(Remote Merhod Invocation) 및 CORBA와 같은 분산 컴포넌트 환경으로 구현될 수 있

다.

이때, 스마트한 공간의 이질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에이전트 사이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정의를 통하여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의미적인 정보의 상호 호환을 통하여 해결된다.

이로써,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에이전트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자에 의해 미리 정의된 자신의 의도

를 다른 에이전트에게 전달함으로써 일반 응용 프로그램의 집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분산 환경에서 협력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크게 이동통신 사용자 환경의 프레임워크(1) 및 스마트한 공간 환경의 프레임워크(2)로 이

루어진다.

이동통신 사용자 환경의 프레임워크(1)는 사용자가 휴대가 손쉬운 이동 장비에 사용자의 관심 항목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

를 저장하여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이동 장비는 한정된 리소스

(Resource)의 사용자 휴대 장비를 지칭한다. 또한, 이는 퍼베시브(pervasive) 환경 및 개인화 서비스에 적합한 인터페이

스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다. 즉 PDA 나 스마트폰과 같이 제한된 리소스 장치에 적합한 에이전트 통신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소형 기기의 리소스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된 JADE의 확장 버전인 JADE-LEAP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한 공간 환경의 프레임워크(2)는 각 서비스 도메인 공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장치들에 대하여 에이전트 커뮤니티 구

조로 접근하여 모든 사물에 대해서 지능적인 서비스 수행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들로 맵핑되어 있다. 이

때, 각 물리적 장치 및 에이전트로 구현된 컴퓨팅 객체는 중재자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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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프레임워크는 분산된 멀티 에이전트 기반 구조로서 에이전트 간의 서비스 구성을 통한 연관성 의미를 해석함으로

써 자율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사용자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간의 활동 기반은 FIPA(Foundation for Intelligent Physical Agents) 표준안에 따른 에이전트 사이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표준화에 기초한다. 이때, 에이전트 사이의 통신 언어인 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

과 같은 표준화된 언어 체계를 이용한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의미적 요소(Semantic)를 부여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제, 각 프레임워크별로 에이전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 사용자 환경의 프레임워크(1)의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능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

스마트한 공간 환경의 프레임워크(2)는 조정 에이전트(200) 및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300)로 구성된다.

조정 에이전트(200)는 메시지의 전달과 각 서비스 에이전트(300)의 제어를 수행하는 중재자 수단으로서, 사용자 에이전트

(100) 및 각 서비스 에이전트(300) 간의 통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각 서비스 에이전트(300)의 고유 ID 및 제공 서비

스에 대한 등록 정보를 저장한다. 전달받은 상황 정보 및 프로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에게 등록된 에이전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참조한다. 추출된 정보의 의미 파악을 통하여 특정 서비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계획

하거나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여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다.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300)는 자신의 고유 ID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조정 에이전

트(200)에 등록해둔다.

즉 사용자 에이전트(100)가 사용자의 관심 정보 또는 행위 정보와 같은 컨텍스트(Context) 정보를 조정 에이전트(200)에

전달한다. 조정 에이전트(200)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서비스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의미 파악을 통하여 특정 서

비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선택적으로 구성한다. 서비스 에이전트(300)는

조정 에이전트(200)의 서비스 계획 및 구성에 따른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때, 각 에이전트 간에는 룰(Rule) 엔진을 통하여

시스템이 의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동작이 이루어진다.

이하,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각 에이전트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2에 따르면,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모니터링부(120), 사용자 이동성 감지부(140), 프로파일 관리부(160) 및 프로파

일 협상부(180)를 포함한다.

모니터링부(120)는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즉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주기적으로

현재 사용자의 상태 및 관심 정보를 모니터링 한다. 이때, 모니터링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관심있게 허

락하였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서비스 항목을 수락하지 않았는지 등의 기록일 수 있다.

사용자 이동성 감지부(140)는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특정 서비스 공간으로의 인입을 감지한다.

프로파일 관리부(160)는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토대로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이를

저장한다. 이때, 보다 구체적으로 초기 프로파일 작성 모듈(162), 상황 정보 관리 모듈(164) 및 관심 정보 관리 모듈(166)

을 포함할 수 있다.

초기 프로파일 작성 모듈(162)은 사용자에게 개인 신상, 관심 분야, 선호도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한 선호도 여부를

입력 받아 초기 프로파일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장르, 취미와 같은 경우 그 사람에 몇 가지 질문을

거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정보가 프로파일로 구성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61116

- 8 -



상황 정보 관리 모듈(164)은 모니터링부(120) 및 사용자 이동성 감지부(140)의 동작 결과에 따른 상황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프로파일에 반영한다.

관심 정보 관리 모듈(166)은 모니터링부(120)의 동작 결과 및 제공받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토대로 파악한 사용자의 관심

정보를 프로파일에 반영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장치의 동작 모드를 기록하고, 사용자 에이전트(100)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체계화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수행시 각각의 서

비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Property)들에 대하여 기록함으로써 체계화된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이와 같이 하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각 공간에서의 행위 정보가 기록된 시스템 로그 데이터는 점차 쌓이게 되며 피드백을 통한

이용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점점 더 지능화된 서비스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파일 제어 모듈(168)은 초기 프로파일 작성 모듈(162), 상황 정보 관리 모듈(164) 및 관심 정보 관리 모듈(166)의 동

작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프로파일 DB(170)를 구비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 전송 허가

를 수신한 후에 한해 프로파일의 사용 허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프로파일을 추출한다. 여기서, 프로파일 DB(170)에 저

장된 프로파일은 사용자의 이동 장비 내에 감추어져 프로파일의 사용 허가 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보호

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에이전트를 통한 자율적이고 자동적인 컴퓨팅 수행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및 공유가 필수적 요

소지만,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노출이 우려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파일 협상부(180)는 조정 에이전트(200)와 사용자 프로파일의 협상을 수행하여 조정 에이전트(200)로부터 수신한 유

효한 서비스 목록이 나열된 정보 중에서 특정 서비스 정보의 선택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수신의 일련의 동작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유효한 서비스 목록이 나열된 정보는 사용자로부터 프로파일의 전송 허가를 수신한 후에 프로파일을 조

정 에이전트(200)에게 전송하여 수신한다.

이러한 프로파일 협상부(180)는 보다 세부적으로, 사용자 인증 모듈(182), 제1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모듈(184) 및 프로파

일 협상 제어 모듈(186)을 포함한다.

사용자 인증 모듈(182)은 사용자로부터 프로파일의 전송 허가를 획득한다. 즉 에이전트 사용자로부터의 정보 전송 허가를

획득하여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수행을 고려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동작을 수행한다.

제1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모듈(184)은 전송 허가의 획득 여부에 따라 조정 에이전트(200)와 에이전트 인증 작업을 수행하

여 프로파일을 전송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단이다. 이때, 에이전트 인증 작업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 공간으

로 이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정 에이전트(200)와의 의사 교환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사용자 정보의 의미적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에이전트 통신 언어 및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프로파일 협상 제어 모듈(186)은 사용자 인증 모듈(182) 및 제1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모듈(184)의 동작을 제어하여 프로

파일 협상을 구현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조정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에 따르면, 조정 에이전트(200)는 에이전트 정보 관리부(210), 서비스 정보 추출부(220), 서비스 계획부(230), 서비스

결정부(240) 및 제2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250)를 포함한다.

에이전트 정보 관리부(210)는 각 서비스 에이전트의 고유 ID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등록 정보를 관리한다.

서비스 정보 추출부(220)는 사용자 에이전트(100)로부터 수신된 프로파일을 토대로 에이전트 정보 관리부(210)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서비스 정보를 추출한다.

서비스 계획부(230)는 추출한 서비스 정보의 의미 파악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

트(300)의 선택 및 구성을 수행한다.

서비스 결정부(240)는 서비스 계획부(230)의 수행 결과를 서비스 에이전트(300)에게 통보한다.

제2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250)는 사용자 에이전트(100) 및 서비스 에이전트(300)와 특정된 에이전트 통신 언어 및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의사 교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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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4에 따르면, 서비스 에이전트(300)는 물리 장치 구동부(310), 물리 장치 제어부(320) 및 제3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

(330)를 포함한다.

물리 장치 구동부(310)는 사용자 에이전트(100)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 장치를 구동한다.

물리 장치 제어부(320)는 조정 에이전트(200)로부터 개인화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계획을 수신하여 그에 따라 물리 장

치 구동부(310)를 제어한다.

제3 에이전트 인터페이스부(330)는 조정 에이전트(200)로부터 수신한 서비스 계획에 따른 물리 장치 구동부(310)의 실행

결과 여부 및 사용자 에이전트(100)에 전달할 최종 수행 결과를 통신 메시지로 구성하여 이를 조정 에이전트(200)로 전달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개략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

스 구현 방법의 세부도로서 특히 조정 에이전트(200)의 동작에 따른 것이다.

도 5에 따르면, 먼저 다수의 서비스 공간을 관리하는 조정 에이전트(200)가 특정 서비스 공간에 진입한 사용자 에이전트

(100)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수신한다(S101).

다음, 서비스 요청에 따라 유효한 서비스 제공 정보가 나열된 리스트 정보를 사용자 에이전트에게 제공한다(S103). 이때

유효한 서비스 제공 정보가 나열된 리스트 정보는 현재 서비스 공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나타낸다.

다음, 사용자 에이전트(100)로부터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수신한다(S105).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에이전트의 각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수신된 정보를 토대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

획한다(S107). 이때, 모든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결과가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므로 선호도의 우선순위나 볼

륨, 조명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따른 배경 속성들을 고려하여 개인 특성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다.

다음, 이러한 계획 결과를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에이전트(300)에게 전달하여 개인화된 서비스가 사용자 에

이전트(100)에게 구현되도록 한다(S109).

이러한 절차의 보다 세부적인 과정으로서 도 6에 따르면, 먼저 서비스 에이전트(300)로부터 서비스 에이전트(300)의 등록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한다(S201).

다음, 사용자 에이전트(100)의 모니터링 동작에 따라 생성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수신한다(S203).

다음, 서비스 에이전트(300)의 등록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단계(S203)에서 수신된 정보에 해당하는 서비스 정보를 추출한

다(S205).

다음, 상기 단계(S205)에서 추출한 서비스 정보의 의미 파악을 통해 서비스 에이전트(300)의 선택 및 구성을 수행하여 개

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한다(S207). 이때, 서비스 에이전트(300)로부터 사용자 에이전트(100)의 이전 서비스 수행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 에이전트(100)로부터 수신한 정보와의 협상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계획한다.

다음, 계획된 결과를 메시지 형태로 서비스 에이전트(300)에게 전달한다(S209).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개략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

스 구현 방법의 세부도로서 특히 사용자 에이전트(100)의 동작에 따른 것이다.

도 7에 따르면, 먼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하여 특정 서비스 공간으로의 진입을 감지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청한다

(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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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청에 따른 유효한 서비스 제공 목록이 나열된 정보를 수신한다(S303).

다음,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로 구성된 기 설정된 프로파일을 전송한다(S305).

다음, 프로파일에 따라 계획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307).

이러한 절차의 보다 세부적인 과정으로서 도 8에 따르면, 먼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개인 정보 및 선호도 정보를 토대로

초기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한다(S401).

다음, 사용자의 이동성에 따른 상황 정보 및 사용자 관심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S403).

다음,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관심 정보를 토대로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저장한다(S405).

다음, 이동에 따라 특정 서비스 공간으로의 인입을 감지한다(S407).

다음, 특정 서비스 공간을 관리하는 조정 에이전트(200)에 통신 연결을 수행한다(S409).

다음, 사용자로부터 프로파일 전송 허가를 획득한다(S411).

다음, 상기 단계(S409)에서의 획득 여부에 따라 조정 에이전트(200)와 에이전트 인증 작업을 수행한다(S413).

다음, 상기 단계(S411)에서의 인증 작업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요청한다(S415). 이때, 사용자의 ID, 기초 정보 등을

조정 에이전트(200)로 전송한다.

다음, 유효한 서비스 목록 정보를 수신한다(S417).

다음, 사용자의 프로파일의 전송 허가 여부에 따라 프로파일을 전송한다(S419).

그러면, 상기 단계(S419)에서 전송한 프로파일을 토대로 계획한 목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S421).

그리고, 상기 단계(S421)이후 제공받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토대로 저장된 프로파일을 갱신한다(S423).

이로써, 추후 한번 만들어진 프로파일은 지속적인 기계학습을 통하여 사용자의 관심 영역과 특성을 반영한 최신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심 여부에 맞추어서 따라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반응하는 지능형 지식 서

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치 및 동작 모드를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에이전트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구

현하는 흐름을 보인 도면이다.

각 공간의 물리적 장치를 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트(300)는 에이전트 ID 및 서비스 타입과 같은 서비스 정보를 조정 에이

전트(200)에 등록(Register)한다(S501).

시스템 수행을 위한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 기기에 관심 항목 정보를 저장하여 프로파일을 구성한다(Input

Profile)(S503).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하여 특정 서비스 공간에 들어서면 조정 에이전트(200)와 통신 연결을

수행하고 사용자 ID, 프로파일 정보 등을 조정 에이전트(200)에게 전달(Entered_Space(ID, profile Info,…)한다(S505).

다음, 조정 에이전트(200)로부터 정보 전달 받음에 대한 서비스 확인(Msg(Welcome & Service Confirmation))을 수신한

다(S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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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수신한(S507) 내용에 대해 서비스 허용 또는 거절(Respond(Acceptance & Rejection))

여부를 조정 에이전트(200)에게 전송한다(S509).

그러면,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조정 에이전트(200)로부터 유효한 서비스 제공 목록이 나열된 정보(Available Resource

Report)를 수신하여 표출(Display)한다(S511). 이때, 표출은 푸쉬(Push) 또는 사용자 선택(Selection)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에이전트(100)는 관심 항목 및 상황 정보로 구성된 프로파일을 전송(Select_Resource(Service

Resource))한다(S513).

그러면, 조정 에이전트(200)는 상기 단계(S513)에서 수신한 프로파일을 파악하여 수립한 목적 서비스 계획에 따라 물리적

장치를 담당하는 서비스 에이전트들(300)에게 메시지(Decision_Request(Run Service))를 보내어 장치를 구동시킨다

(S515).

그러면, 각 서비스 에이전트들(300)은 실행 결과 여부에 대하여 조정 에이전트(200)에게 메시지(Decision_Respond

(Success Inform))를 전달한다(S517).

그러면, 조정 에이전트(200)가 최종 수행 정보에 대하여 사용자 에이전트(100)에게 메시지(Display(Result:Success))를

전달한다(S519).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장치 및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성에 대응

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

명한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구성에 의하여, 사람의 위치 이동에 따라 빠르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한다. 이때, 사용자의 개입

을 최소화하여 관심 여부에 맞추어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휴대 이동 장비에 사용자의 관심 항목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저장해서 에이전트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

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시간/공간적인 상황이 좀 더 고려된 서비스 프로파일의 실시간 생성, 가입자의 프로파일 관련 선택권 부

여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게다가 프로파일 협상을 통해 사용자의 시간/장소 환경을 고려한 실시

간 적인 프로파일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프로파일을 생성,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수행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환경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조정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에이전트의 세부 블록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조정 에이전트의 동작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개략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조정 에이전트의 동작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세부도이다.

공개특허 10-2007-0061116

- 12 -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에이전트의 동작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개략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에이전트의 동작에 따른 개인화된 서비스 구현 방법의 세부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에이전트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구

현하는 흐름을 보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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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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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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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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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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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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