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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존성 관리 장치 및 방법

요약

의존성 관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장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객체를 관리하는 공급객체 관리 모듈, 공급객체에 의

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비객체를 관리하는 소비객체 관리 모듈, 공급객체 및 소비객체를 정

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정보객체를 관리하는 정보객체 관리 모듈, 공급객체와 소비객체간의 의존성(Dependency)에 관

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존성 저장 모듈, 및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공급객체 및 소

비객체간의 의존성 여부를 검사하고,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공급객체 및 소비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의존성 관리 모

듈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의존성 관리, 의존성 지도, 상황인지 서비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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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상황인지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에서의 의존성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Framework)의 개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등록(Register)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제거(Unregister)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시작(Start)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종료(Stop)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센서가 등록(Register)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센서가 제거(Unregister)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의 의존성 지도(Dependency Map)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410 : 센서 관리 모듈 420 : 관측정보 관리 모듈

430 : 의존성 관리 모듈 440 : 의존성 저장 모듈

450 : CAS 관리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의존성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공급객체가 부족한 소비객체는 활성화 시키지

않고, 소비객체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공급객체는 활성화 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의존성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정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비객체와 그 소비객체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공급객체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경우, 소비객체와 공급객체간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소비객

체는 공급객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 없이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존객체가 되고 공급객체는 피의존 객체

가 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객체와 공급객체는 각기 독립적으로 생성, 소멸되고 활성화, 비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급객체가 부족하여 소비객체의 서비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비객체가 활성화되고,

의존관계에 있는 소비객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객체가 활성화되어 동작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객체들이 활성화 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시스템이 불필요한 활성화 객체들을 관리하게 됨

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객체간에 의존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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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호 의존적인 객체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의존성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장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객체를 관리하는 공급

객체 관리 모듈, 공급객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비객체를 관리하는 소비객체 관리 모

듈, 공급객체 및 소비객체를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정보객체를 관리하는 정보객체 관리 모듈, 공급객체와 소비객체간

의 의존성(Dependency)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존성 저장 모듈, 및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공급객체 및 소비객체간의 의존성 여부를 검사하고, 의존성 여부에 따라 공급객체 및 소비객체의 활성화 여

부를 제어하는 의존성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장치는, 상황정보를 관측하는 센서를 관리하는 센서 관리 모듈, 상황정보가

CAS의 서비스 행위를 결정하는 정보인 컨텍스트를 만족시키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를 관리하는 CAS 관리 모듈,

상황정보의 대상인 관측정보(Observation)를 관리하고, 센서 및 CAS를 관측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관측정보 관리 모

듈, 관측정보와 컨텍스트간의 관계인 의존성(Dependency)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존성 저장 모듈, 및 의존성 저장 모

듈로부터 제공받은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관측정보 및 컨텍스트간의 의존성을 검사하고,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센서 및 CAS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의존성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방법은, 활성화 시키려는 소비객체와 소비객체가 사

용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객체간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객체 또는 공급객체의 활성

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방법은, 비활성화 시키려는 소비객체가 사용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객

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단계, 조사 결과 다른 소비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객체를 비활성화 시

키는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방법은,활성화 시키려는 공급객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소비객체 중 의존상태인 소비객체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객체의 활성화 여부

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방법은, 비활성화 시키려는 공급객체가 공급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소비객체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객체 및 소비객체와 의존관계에 있는 공급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

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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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객체(140)는 규칙(130)이 만족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이고, 공급객체(110 내지 114)는 소비객체의 규칙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120, 122)를 제공하는 객체이다. 공급객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규칙이 결정되므로 소

비객체와 공급객체간에는 정보와 규칙을 매개로 하는 의존성(Dependency)이 성립되게 된다. 의존성 관리라 함은 소비객

체가 규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객체가 부족한 경우 소비객체를 활성화하지 않고, 정보를 사용

할 소비객체가 없는 공급객체 역시 활성화하지 않음으로써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소비객체와 공급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소비객체 및 공급객체를 포함하는 프레임워크의 일 실시예로서 컨텍스트에 의해 서비스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Framework)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소비객체는 서비스 제공여부를 공급객

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하여 결정하는 객체로서, 상황인지 서비스 객체(Context-Aware Service object; 이하

CAS라 함)가 일 실시예가 될 수 있고, 공급객체는 소비객체의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

하는 객체로서, 상황인지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황정보를 관측하여

제공하는 센서(Sensor)가 일 실시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존성 관리 장치는 서버에 탑재되어 공급객체에 해당하는 시스템과 소비객체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거나, 공급객체 시스템 및 소비객체 시스템 각각에 탑재되어 각 시스템의 활성화 여부를 의존성에 기초하여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급객체 시스템이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작동되는 에어컨이고 소비객체 시스템이 실내의 온도를

관측하여 제공하는 온도관측 시스템일 경우 의존성 관리 장치는 별도의 서버에 탑재되거나 에어컨 또는 온도관측 시스템

에 탑재되어 상호 활성화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도 2는 의존성 관리 시스템이 상황인지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에 적용된 경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센서(210 내지 214)는 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이 상황정보의 관측대상인 관측정보(Observation)(220, 222) 와 CAS에 의

해 제공되는 컨텍스트(230)를 매개로 CAS(240)와 의존성을 갖게된다. 즉 센서가 제공하는 상황정보에 의하여 컨텍스트

가 결정되므로, 다음과 같은 의존성 관리를 할 수 있다.

센서가 모두 확보되지 않으면 CAS는 동작하지 않는다.

의존관계에 있는 센서가 부족한 CAS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센서가 추가되어 의존성 문제가 제거되면 CAS는 활성화된다.

센서가 제거되어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면 CAS는 비활성화 된다.

CAS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센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활성화 되는 CAS가 사용하는 센서는 활성화 된다.

비활성화 되는 CAS가 사용하던 센서는 다른 CAS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비활성화 된다.

상황인지 서비스에서의 의존성 관리는 센서에 의해 관측되는 관측정보와 CAS의 서비스를 결정하는 컨텍스트 사이의 의존

성을 근거로 CAS가 시작(Start) 또는 종료(Stop)됨에 따라 센서의 상태를 관리하고 센서가 등록(Register) 또는 제거

(Unregister)됨에 따라 CAS의 상태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하 설명에서는 발명의 용이한 이해를 위하여 의존성 관리의 일

실시예로서 상황인지 서비스에서의 의존성 관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Framework)의 설명에 앞서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를 간략히 설명한다. 그렇지만 용어의 설명은 본 명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는 사

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컨텍스트(Context)

CAS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행위를 결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서비스 행위를 결정하는 정보에는 서비스의 제공 시

점, 서비스의 제공 여부, 서비스의 제공 대상, 서비스의 제공 위치 등이 포함된다. 컨텍스트는 서비스 행위의 어떤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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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가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시점을 결정하는 컨텍스트(When-Context),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컨텍스트

(Why-Context),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컨텍스트(How-Context)로 구분될 수 있다. 상황인지 서비스는 When-

Context가 만족되는 시점에 Why-Context가 만족되면 How-Context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텍스트는 클라

이언트 객체인 센서가 제공하는 상황정보(Knowledge)에 의해 검사되며,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결정한다.

- 상황정보(Knowledge)

엔티티(Entity)의 상황(Situation)을 특징지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엔티티는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간의 상호

작용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장소, 또는 사물을 말하며,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 자체도 포함한다. 상황정보는 온

도, 습도 등과 같이 물리적인 센서가 관측한 값에서부터, 전자우편의 도달 여부, 인터넷 정보 등과 같은 일반 정보까지 확

장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상황인지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 관측정보(Observation)

센서에 의해 관측되는 관측대상을 의미한다.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동작시킨다"와 같은 컨텍스트가 있다면 온

도가 관측정보이며, 센서가 실제로 측정한 온도는 상황정보에 해당한다. 의존성은 관측정보와 컨텍스트의 관계에 의해 결

정된다.

- 상황인지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

서비스 객체가 정의하는 컨텍스트가 바뀜에 따라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의 내용이 결정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이언

트에 의해 제공되는 상황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When-Context가 만족되는 시점에 Why-Context도 만족되면 How-

Contxt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동작 환경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서비스가 요구하는 관측정보와 컨

텍스트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25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동작시킨다"라는 상황인지 서비스가 있을 때, "25도 이상이다

"라는 컨텍스트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28도 이상이다" 또는 "25도 이상이고, 습도가 80% 이상이다" 등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도 3은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Framework)의 개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황인지 서비스는 동작 상황을 인식하는 인식 단계, 인식된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행위를 결정하는 결정 단계 및

결정된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비스 단계로 구성된다. 인식 단계에서는 1 이상의 센서(310)가 클라이언트 객체로서 상황정

보(331)를 관측하여 결정 단계로 제공하고, 결정 단계에서는 상황정보로 컨텍스트(332)의 만족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컨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1 이상의 CAS(320)가 서버 객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식 단계는 다수의

CAS에 의해 공유될 수 있고, 결정 단계는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Context-Aware Service Framework)에 의해 일

반적인 형태로 지원될 수 있다.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330)는 상황인지 서비스의 결정 단계를 지원하며, 인식 단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들

웨어이다. 즉, When-Context가 만족되는 시점에 Why-Context도 만족되는 CAS로 하여금 서비스 행위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알리고 CAS에 How-Context를 제공하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이다.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인식 단계는 센서(310)로, 서비스 단계는 CAS(320)로 모델링 될 수 있다.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330)는 센서(310)로부터 상황정보(331)를 제공받아 컨텍스트(332)를 결정함으로써 CAS

(320)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따라서 센서는 객체지향 미들웨어의 클라이언트 객체이며, CAS는 서버 객체이

다. 일반 객체지향 미들웨어와 달리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서버 객체(CAS)가 제공하는 컨텍스트를 결정함으

로써 서버 객체(CAS)를 사용한다. 즉, 클라이언트 객체(센서)와 서버 객체(CAS)는 클라이언트 객체가 제공하는 상황정보

(331)와 서버 객체가 요청한 컨텍스트(332)에 의해서 연결된다. 상황정보를 근거로 컨텍스트가 결정될 때, 클라이언트 객

체(310)는 서버 객체(320)를 사용하는 것이다.

컨텍스트는 단순히 하나의 센서가 제공하는 상황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다수의 센서들이 제공하는 상황정보와 동

작 환경에 관한 지식(동작 환경에 관한 정보, 일반상식, 사용자의 성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상황인지 서비스 프레임

워크(330)에서 센서와 CAS는 센서가 제공하는 상황정보와 CAS가 요구하는 컨텍스트 사이의 결정에 따르는 느슨한 연결

구조를 가진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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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400)은 센서 관리 모듈, CAS 관리 모듈, 관측정보 관리 모듈, 의존성 관리 모듈, 의

존성 저장 모듈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또는 FPGA또는 ASIC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들을 재생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

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버들, 펌

웨어, 마이크로코드, 회로, 데이터, DB,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들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의존성 관리 시스템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들을 재생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센서 관리 모듈(410)은 센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센서의 등록, 제거,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처리하는 모듈이다. CAS 관

리 모듈(450)은 CAS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CAS의 등록, 제거, 시작, 종료를 처리하고, CAS가 제공하는 컨텍스트를등록,

제거한다. 관측정보 관리 모듈(420)은 관측정보 객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와 관측정보를 사

용하는 CAS를 관측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의존성 저장 모듈(440)은 센서와 CAS간의 의존성(Dependency)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의존성에 관한 정보의 형태는

도 11을 참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430)은 CAS와 센서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CAS의 등록,

제거, 시작, 종료 및 센서의 등록, 제거에 따른 의존성 검사를 한다.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의존성에 관한 정보

를 기초로 CAS 또는 센서와 관련된 관측정보 객체를 탐색하고, 관련된 관측정보 객체를 근거로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의존성 발생 여부에 따라 센서 또는 CAS의 활성화 여부를 센서 관리 모듈 및 CAS 관리 모듈을 통하여

제어한다. 의존성 문제의 검사 방법은 도 5 내지 도 10을 참조하여 후술하도록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등록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CAS 관리 모듈(450)이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게 CAS의 등록을 요청(S510)하면, 의존성 관리 모듈은 CAS의 컨텍스트

를 사용하여 컨텍스트와 관측정보 객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성 지도(Dependency Map)를 생성(S520)한다. 생성

된 의존성 지도는 의존성 저장 모듈(440)에 저장된다(S530). 의존성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은 도 11을 참조하여 후술하도

록 한다. 의존성 지도가 구축되면 CAS 관리 모듈은 해당 CAS의 상태를 종료(Stop) 상태로 설정(S540)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제거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CAS 관리 모듈(450)이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 CAS의 제거를 요청(S610)하면, 의존성 관리 모듈은 제거 요청된 CAS의

컨텍스트와 관련된 의존성 지도를 의존성 저장 모듈(440)로부터 삭제(S620)한다. 의존성 지도가 삭제되면 CAS 관리 모듈

은 해당 CAS를 제거(S630)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시작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CAS 관리 모듈(450)은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게 CAS의 시작을 요청(S705)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듈

(440)로부터 CAS가 사용하는 모든 관측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요청(S710)한다. 의존성 저장 모듈은 CAS의 컨텍스트

에 해당하는 의존성 지도를 탐색하여 컨텍스트 결정에 필요한 모든 관측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의존성 관리 모듈에 제공

(S715)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관측정보 관리 모듈(420)에게 CAS가 사용하는 모든 관측정보 객체의 사용자로서 CAS

를 추가하도록 요청(S720)한다.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해당 관측정보의 사용자로서 CAS를 추가(S725)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시작하려는 CAS의 의존성 검사를 한다(S730). 즉 시작 CAS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한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모두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시작 CAS에 해당하는

의존성 지도 정보를 획득하고 CAS가 사용하는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있는지 관측정보 관리 모듈에게 확인한다. 의

존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존성이 있는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의존성 관리 모듈

은 관측정보 관리 모듈에 해당 관측정보 객체의 활성화를 요청(S735)하여 해당 관측정보 객체를 활성화(S740) 시키고 관

측정보 관리 모듈은 활성화된 관측정보 객체를 관측하는 센서의 활성화를 센서 관리 모듈에 요청(S745)한다. 마지막으로

의존성 관리 모듈은 CAS 관리 모듈에 의존성 문제가 없음을 알려 해당 CAS를 활성화(S755, S760) 시킨다.

등록특허 10-0621091

- 6 -



반면,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존성이 있는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를 CAS 관리 모듈에 알리고, CAS 관리 모듈은 해당 CAS의 상태를 의존 상태(Unresolved state)로 설정하고 의존성 관리

과정을 종료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CAS가 종료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CAS 관리 모듈(450)은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게 CAS의 종료를 요청(S810)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듈

(440)로부터 종료하고자 하는 CAS가 사용하는 모든 관측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S820, S830)하여 관측정보 관리

모듈에 CAS의 제거 및 해당 관측정보 객체의 비활성화를 요청(S840)한다.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CAS를 제거하면서 관측

정보 객체를 사용하는 활성화된 CAS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객체를 비활성화 시키고(S850) 비활성화된 상황정보를 관

측하는 센서의 비활성화를 센서 관리 모듈(410)에 요청(S860, S870)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이 종료 요청된 CAS가 비활성

화 될 수 있음을 CAS 관리 모듈에 알리면(S880) CAS 관리 모듈은 해당 CAS의 상태를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S890)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센서가 등록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센서 관리 모듈(410)이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게 센서의 추가를 알리면(S905)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듈

(440)로부터 추가되는 센서가 공급하는 상황정보 관리 객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S910, S915)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관

측정보 관리 모듈(420)에게 센서의 추가를 요청(S920)한다.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해당 관측정보 객체에 센서를 추가

(S925)하고 센서가 추가된 관측정보 객체를 사용하는 CAS 중 의존상태(Resolved State)에 있는 CAS의 재시작을 의존성

관리 모듈에 요청(S930)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의존성 지도를 획득하고, 필요한 센서가 모두

등록되었는지 관측정보 관리 모듈에 확인하여 재시작 요청받은 CAS의 의존성 검사를 수행한다(S935). 의존성 문제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모든 관측정보 객체를 활성화시키고(S940, S945) 센서를 활성화 시킨다(S950, S955).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마지막으로 CAS 관리 모듈에 의존상태의 CAS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알려(S960) CAS를 활성화(S965)시킨

다. 반면, 재시작 요청된 의존상태의 CAS가 의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CAS는 활성화되지 않으며 의존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 센서가 제거될 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센서 관리 모듈(410)이 의존성 관리 모듈(430)에게 센서의 제거를 요청(S1005)하면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성 저장 모

듈(440)로부터 제거하려는 센서가 관측하는 관측정보를 관리하는 관측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S1010, S1015)한

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해당 관측정보 객체에게 센서의 제거 및 해당 관측정보 객체의 비활성화를 요청(S1020)한다. 관측

정보 객체는 센서를 제거하고 해당 상황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없는지 확인(S1025)하여 상황정보를 관측하는 다른 센서

가 존재하면 센서 제거에 의한 의존성 관리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황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측정보

객체를 비활성화 시킨다(S1025).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비활성화된 관측정보 객체를 사용하는 CAS의 상태를 조사

(S1030)하여 비활성화된 관측정보 객체를 사용하는 모든 CAS에 대하여 의존성 관리 모듈에게 의존성 검사를 요청

(S1035)한다. 의존성 검사 결과(S1040)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으면 CAS의 비활성화 과정을 생략하고, 의존성이 발생된

CAS에 대해서는 의존성이 발생했음을 알린다(S1045). CAS 관리 모듈은 의존성이 발생된 CAS의 상태를 의존 상태로 설

정(S1050)한다. 의존성 관리 모듈은 의존상태가 된 CAS가 사용하는 관측정보 객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S1055, S1060)

하여 관측정보 관리 모듈에 해당 객체의 비활성화를 요청(S1065)하고, 관측정보 관리 모듈은 관측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CAS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객체를 비활성화 시키고(S1070) 센서 관리 모듈을 통하여 관련된 센서를 비활성화 시킨다

(S1075, S1080).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존성 관리 시스템에서의 의존성 지도(Dependency Map)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

면이다.

본 실시예에서 의존성 지도는 CAS의 컨텍스트와 센서의 관측정보 객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자료구조이다. 의존성 지도

를 위한 자료구조로 사용될 수 있는 실시예로 리스트를 이용한 의존성 지도와 AND-OR 그래프를 이용한 의존성 지도를

생각할 수 있다.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관측정보가 관측되는 경우에만 컨텍스트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의존성 지도는 리스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는 관측정보에 대한 함수로 표시될 수 있고 이 함수를 통하여 컨텍스트와 관측정보

객체의 의존성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의존성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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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가 관측정보 객체의 간단한 함수, 예를 들면 "컨텍스트 = 함수(O1, O2, O3)" 라고 정의된다면, 관측정보 객체

O1, O2, O3를 CAS가 의존하는 관측정보 리스트에 추가한다.

컨텍스트가 복잡한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 표현식의 항(Term)은 관측정보 객체이므로 표현식을 구성하는 모든 항들을 관

측정보 리스트에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컨텍스트가 "Context = Temperature > 25 and not Cooling"(온도가 25도 이

상이고 에어컨이 동작하지 않는다) 라면, Temperature와 Cooling이 CAS가 의존하는 관측정보 객체가 되고, 이를 관측정

보 리스트에 추가하면 된다.

한편, 컨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SQL로 표현되는 경우라면,

SELECT Name, Age from Employee

Where Position = "Manager"

Name, Age 및 Where 문장에 나타나는 Position이 관측정보 리스트에 추가된다.

리스트 형태의 의존성 지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의존성 검사는 CAS가 제공하는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의존성 지도 리

스트를 탐색하여 리스트내의 모든 관측정보 객체에 대하여 이를 관측하는 센서가 존재하는가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관측 센서가 존재하지 않는 관측정보 객체가 하나라도 있으면 의존성이 발생하게 된다.

CAS와 센서의 의존성 지도를 표현하는 자료구조의 다른 실시예로 AND-OR 그래프가 있다. AND-OR 그래프 형태의 의

존성 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의 일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컨텍스트가 다음과 같은 논리언어로 표현되는 경우

Context = (Temperature > 25 or Humidity > 80%) and not Cooling

CAS가 의존하는 관측정보 객체는 Temperature, Humidity, Cooling이 된다. 이 경우 Cooling이 관측되고 Temperature

와 Humidity 중 적어도 하나가 관측되면 컨텍스트가 결정되어 CAS가 동작할 수 있다. 컨텍스트의 논리표현에서 이러한

OR 관계는 AND-OR 그래프에서 OR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한편, 상황인지 서비스에서 상황정보는 규칙(Rule)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AND-OR 그래프에서 OR 링크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컨텍스트와 규칙이 존재한다면,

Context = A ?(B?C)

D?B

E?F?B

이에 해당하는 AND-OR 그래프 형태의 의존성 지도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다. 1110 및 1120의 표시는 AND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논리표현을 AND-OR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있어 NOT은 의미가 없다.

AND-OR 그래프에서 각각의 노드(Node)는 True 또는 False의 값을 가진다. True는 의존성이 해결된 노드이며 False는

의존성이 발생된 노드이다. 단말 노드(Terminal Node)는 관측정보를 관측하는 센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

고, 비단말 노드(Non-Terminal Node)는 자식 노드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AND 연결은 자식 노드가 모두 True인 경우

True가 되고, OR 연결은 자식 노드 중 하나 이상이 True인 경우 True가 된다. 이렇게 그래프내의 모든 노드를 후위순회

(Post-Order Traverse)하여 각 노드의 값을 결정해서 루트 노드의 값이 True이면 CAS는 의존성이 해결된 것이고,

False이면 의존성이 발생된 것이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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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의존성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다.

상호 의존적인 객체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관리하는데 있어, 피의존 객체가 모두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의존 객체를 활성

화 시키지 않고, 피의존 객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의존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의존 객체를 비활성화 시킴

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객체를 관리하는 공급객체 관리 모듈;

상기 공급객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소비객체를 관리하는 소비객체 관리 모듈;

상기 공급객체 및 상기 소비객체를 상기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정보객체를 관리하는 정보객체 관리 모듈;

상기 공급객체와 상기 소비객체간의 의존성(Dependency)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존성 저장 모듈; 및

상기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상기 공급객체 및 상기 소비객체간의 의존성 여

부를 검사하고, 상기 의존성 여부에 따라 상기 공급객체 및 상기 소비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의존성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공급객체에 의해 관측되는 상황정보인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객체는 상기 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이고, 상기 소비객체는 상기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CAS인 의

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는

상기 소비객체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정보의 리스트로 표현되는 의존성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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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 검사는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상기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급하는 상기 공급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인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는

상기 소비객체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정보의 AND-OR 그래프로 표현되는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 검사는

상기 AND-OR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후위 순회 방식으로 순회하여 루트 노드의 값을 결정하는 것인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8.

상황정보를 관측하는 센서를 관리하는 센서 관리 모듈;

상기 상황정보가 CAS의 서비스 행위를 결정하는 정보인 컨텍스트를 만족시키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를 관리하

는 CAS 관리 모듈;

상기 상황정보의 대상인 관측정보(Observation)를 관리하고, 상기 센서 및 상기 CAS를 상기 관측정보를 기준으로 관리하

는 관측정보 관리 모듈;

상기 관측정보와 상기 컨텍스트간의 관계인 의존성(Dependency)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존성 저장 모듈; 및

상기 의존성 저장 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상기 관측정보 및 상기 컨텍스트간의 의존성을

검사하고,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센서 및 상기 CAS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의존성 관리 모듈을 포함하는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는

상기 CAS가 상기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관측정보의 리스트로 표현되는 의존성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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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 검사는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상기 모든 관측정보에 대하여 이를 관측하는 상기 센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인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에 관한 정보는

상기 CAS가 상기 컨텍스트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기 관측정보의 AND-OR 그래프로 표현되는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의존성 검사는

상기 AND-OR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후위 순회 방식으로 순회하여 루트 노드의 값을 결정하는 것인 의존성 관리 장치

청구항 13.

활성화 시키려는 소비객체와 상기 소비객체가 사용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객체간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소비객체 또는 상기 공급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 의존성이 발생된 경우 상기 소비객체의 상태를 의존상태로 설정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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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상기 공급객체 및 상기 소비객체를 활성화 시키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객체는 상기 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이고, 상기 소비객체는 상기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CAS인 의

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7.

비활성화 시키려는 소비객체가 사용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객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단계; 및

상기 조사 결과 상기 다른 소비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객체를 비활성화 시키는단계를 포함

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객체는 상기 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이고, 상기 소비객체는 상기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CAS인 의

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19.

활성화 시키려는 공급객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소비객체 중 의존상태인 소비객체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소비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 의존성이 발생된 경우 상기 소비객체의 상태를 의존상태로 설정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1.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소비객체를 활성화 시키는 의존성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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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객체는 상기 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이고, 상기 소비객체는 상기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CAS인 의

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3.

비활성화 시키려는 공급객체가 공급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소비객체의 의존성을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소비객체 및 상기 소비객체와 의존관계에 있는 공급객체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여부를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의존성 검사 결과 의존성이 발생된 경우 상기 소비객체의 상태를 의존상태로 설정하는 의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공급객체는 상기 정보를 관측하는 센서이고, 상기 소비객체는 상기 정보를 기초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CAS인 의

존성 관리 방법

청구항 26.

제 13항 내지 제 25항 중 적어도 하나의 항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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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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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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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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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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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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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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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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