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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응용 서비스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공통기능인 미들웨어를, 착용형 또는 

이식형 등의 형태인 소형 차세대PC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 미들웨어의 기본 구조,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본 표준의 인터페이스로는 상위 계층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컴포넌트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API는 모두 기본 API이며, 

이를 통하여 차세대PC 응용 시스템들간의 개방성, 확장성, 상호 운용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차세대PC용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소형 기기들로 구성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장치들이 신체에 착용되므로 요구되는 기능과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o 초경량, 저전력 

o 웨어러블 기기들의 이동성 관리와 동적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o 웨어러블 기기들간의 분산 통신 기능 및 보안성 

o 다양한 응용 지원과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관리 기능 

o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동적 재구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컴포넌트 기반 모듈식 구조 :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들웨어 

기능들은 미들웨어의 역할에 따라 소프웨어 컴포넌트 단위로 구성된다.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의 컴포넌트만을 선택하여 설치하며, 컴포넌트를 

추가/제거함에 따라 미들웨어 기능이 확장/축소되는 구조를 가진다. 

 

o 동적 재구성 :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웨어러블 미들웨어 기능을 동적으로 

재구성한다. 시스템이 동작 중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실행시켜야 할때, 시스템에 

탑재된 미들웨어의 기능을 조사한 후, 필요한 미들웨어 컴포넌트를 네트워크 서버에서 

다운로드하여 실행 중에도 추가시킬 수 있으며, 사용되지 않는 컴포넌트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제거된다. 

 

o 개방형 구조 :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각 컴포넌트의 기능과 컴포넌트 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웨어러블 미들웨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o API :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기본 API(basic API)와 확장 API(extended API)로 

구성되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통신 프로토콜이나 전송매체에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도 API를 용이하게 

추가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차세대PC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양한 기기, 제품별로 종속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비호환성이 야기됨에 따라, 사용자와 

시장 수요를 즉시에 만족시킬 없으며, 개발된 응용 및 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본 표준에서 규정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 API는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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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 차세대PC의 다양한 기기들의 응용 수행환경을 표준화함으로써, 차세대PC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차세대PC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된 

제품들도 상호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차세대PC 응용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을 

촉진시켜, 차세대PC 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해당사항 없음 

 

4.1. 국외표준(권고)  

 

해당사항 없음 

 

4.2. 국내표준  

 

해당사항 없음 

 

4.3. 기타 :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해당사항 없음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해당사항 없음 

 

5.2. 참조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2006 년 11 월까지 확인된 지적재산권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 개정내역 

제 1 판 2006 년 12 월 27 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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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specification defines the architecture, functions and interfaces of 

the lightweight middleware for next generation PCs such as wearable computers. 

The interfaces defined in this standard include the basic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API) and inter-component interface. These interfaces are to provide the 

next generation PC application with openness, flexibility and interoperability.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next generation PC will consists of small and wearable or implantable 

devices. So the middleware for next generation PC requires following features and 

functions :  

o Extremely lightweight and low power consuming 

o Supporting dynamic network plug and play and mobility management  

o Distributed communications and securities between wearable devices  

o Supporting profile management for various applications and device  

o Dynamic re-configuration of middleware functions  

 

And the wearable middleware, i.e., the middleware of wearable computers, has 

to provide following functions to satisfy above features.  

 

o Component-based modular structure: The wearable middleware consists of a 

set of specific middleware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software component. And each middleware component can be installed or 

uninstalled selectively on demand basis. This enables expansion and reduction of 

middleware capability.  

 

o Dynamic reconfiguration: It reconfigurates the middleware functions according 

to the needs from applications dynamically. When a system executes a new 

application, the system checks the middleware functions - S/W components - 

existing in itself and then downloads required components from network server if 

necessary. Unused components may be removed from the system to get more 

memory space.  

 

o Openness-oriented architecture: Wearable middleware provides APIs of each 

component. Therefore developers can implement their own software of wearable 

middleware independently as long as their code meets the interface. Application 

programmers can develop a program regardless of communication protocols and 

transmission medium. 

 

o API: Wearable middleware consists of the basic APIs and extended APIs. This 

specification only defines the basic APIs, but additional APIs can be added easily 

for future extension.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ere are various hardware and software platforms, which causes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latforms and applications. The platform-dependent 

applications not only can not satisfy market requirements promptly but lose 

competitive power. These wearable middleware's APIs supported by this 

specification standardize the execution environment for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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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devices such as wearable computers and peripheral I/O devices. As a 

result, this standard will provide developers and applications with platform 

independency and interoperability between various devices, accelerate the 

development activity, increase productivity of next generation PC application and 

promote related industry.  

 

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4.2. Domestic Standards: None  

 

4.3. Other Standards: None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None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e could not discover the presence of IPR related this standard. 

- No IPR by this standard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6.12.27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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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PC 용 컴포넌트 기반 경량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Component Based Light-Weight Middleware Framework  

for Next Generation PC 
 

 

 

1. 개요 

 

본 표준은 응용 서비스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공통기능인 미들웨어를, 착용형 또는 

이식형 등의 형태인 소형 차세대PC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 미들웨어(이하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본 구조,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본 표준의 인터페이스로는 

상위 계층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컴포넌트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차세대PC용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컴포넌트 관리자(CM : Component Manager), 

분산 통신 컴포넌트(DC : Distributed Communication Component),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컴포넌트(NP : Network PnP Component), 프로파일 관리 컴포넌트(PM : 

Profile Management Component), 전력제어 컴포넌트(PC : Power Control 

Component), 이동성지원 컴포넌트(MS : Mobility Support Component), 보안 관리 

컴포넌트(SC : Security Component), 소프트웨어 플랫폼 컴포넌트(SPC : Software 

Platform Component), 상황인식 컴포넌트(CAMC : Context Awareness Middleware 

Component) 등의 컴포넌트형 미들웨어들로 구성된다. 

본 표준은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을 탑재하여 웨어러블 미들웨어를 구성하는 미들웨어의 

기본 하부구조, 즉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속성과 데이터 구조를 기술한다. 

컴포넌트 관리자의 기능과 차세대PC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개별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정의로 이루어진다.   

          

 

3. 정의 

 

3.1. 용어정의 

 

가. 미들웨어 

    응용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의미한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의 정보교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나. 웨어러블 미들웨어 프레임워크(Wearable Middleware Framework) 

 본 규격에서 정의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본 구조이다. 컴포넌트 

관리자(component manager)를 필수 요소로 하고 컴포넌트 단위의 미들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탑재/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구조 

 

 다. 웨어러블 미들웨어(Wearable Middleware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서비스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공통기능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한다. 웨어러블 미들웨어를 구성하는 각 기능 단위인 

컴포넌트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간 인터페이스로 구성됨. 웨어러블 

컴퓨터의 메모리,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 전원 등이 제한적이므로 경량, 절전 실행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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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계,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통하여 

사용자의음성 명령어를 인식하고 무선 인터페이스 및 신체를 통한 디바이스간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착용형 컴퓨터를 의미함  

 

마. 컴포넌트(Component)  

본 표준에서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구성 기능 단위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며, 각 컴포넌트는 분산통신, 전력제어, 보안, 프로파일관리,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이동성지원, 상황인식 서비스 등을 제공함 

 

 

4. 차세대 PC 용 미들웨어 

 

4.1. 차세대 PC 를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최근 이동통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컴퓨터의 환경이 데스크 

탑에서 PDA, 스마트폰(smart phone) 등의 휴대 가능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항상 입고 다니는 컴퓨터가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몇몇 선도 기업들은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서, 필립스와 리바이스는 공동으로 MP3 기능이 지원되는 

재킷을 제품화하였으며, 영국의 인피니온(Infineon)사도 MP3 플레이어가 옷 안에 

내장돼 있으며 외부 온도와 체온의 온도 차를 이용한 체온발전기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의 자이버놋(Xybernaut)사가 안경 

모양의 디스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 손목시계형 컴퓨터, 두루마리 

디스플레이, 팔목에 감는 키보드 등을 개발했다. 비록 이들 제품이 시제품 수준이며 

아직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용자가 아무 불편없이 몸에 착용하거나 몸에 이식한 상태로 일상 생활에 보편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웨어러블 컴퓨터가 보편화되면 인류 문화와 생활 패턴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센서를 환자의 몸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인체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의료용 웨어러블 컴퓨터는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산업분야에서도 

작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의 정밀성을 높이게 되므로 

산업 생산성이 향상된다. 박물관, 전시회 등에서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관람에서 

탈피하여 웨어러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고차원적이며 개인별 특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누구나 웨어러블 컴퓨터가 제공하는 사이버 비서, 도우미 기능을 

통해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웨어러블 컴퓨터는 단지 새로운 

기종의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간의 관계를 새로 정립시키는 신기술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차세대 PC 는 휴대형, 착용형, 신체 내장형 등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 수많은 형태로 

등장할 것이지만, 이들은 배터리나 태양 전지(solar cell) 등으로 구동되므로 기존의 PC 

플랫폼에 비해 극히 전력-제한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메인 프로세서는 

초소형화되어 시계나 의복 등에 내장될 것이며 저장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입력 

디바이스들이 몸에 착용하는 각종 물건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이다. 따라서 

배터리로 모든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동작해야 하며, 시스템 메모리 크기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웨어러블 컴퓨팅을 위한 환경은 [그림 1]과 같은 형태로서, 사용자는 손목시계, 안경, 

배지, 그리고 PDA 나 팔찌형 키보드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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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웨어러블 컴퓨터의 예  

 

따라서 이러한 전력-제한적인 차세대 PC 에 탑재될 시스템 소프트웨어 역시 

소프트웨어의 크기에 제한을 받고 절전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 

데스크탑 컴퓨터나 핸드헬드(Handheld)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초소형 

웨어러블 컴퓨터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분산 네트워크 환경의 CORBA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나 JINI(Java Intelligent Network 

Infra-structure)와 같은 미들웨어들도 적은 리소스를 활용하여야 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전력-제한적이고 메모리-제한적이며, 네트워크 

지향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 플랫폼 상에 탑재될 

초절전 초소형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가 정의되어야 한다.  

웨어러블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미들웨어는 사용자의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해야 하며, 각종 차세대 PC 들이 BAN(Body Area Network) 상에 존재하면서 BAN 

내부 또는 BAN 외부와 통신을 통해 정보처리, 레저, 의료용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본 표준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저전력의 경량 미들웨어, 즉 웨어러블 미들웨어를 규정한다. 본 미들웨어는 웨어러블 

컴퓨터들에 적합한 분산 통신, 전력 관리, 보안, 프로파일 관리,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상황인식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4.2.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특징  

 

본 표준에서 규정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가. 초경량 시스템   

 웨어러블 컴퓨터의 디바이스들은 신체에 착용되는 소형 디바이스이므로 웨어러블 

미들웨어도 초소형 저장공간에 탑재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 코드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전력 제어 

  웨어러블 컴퓨터 디바이스들은 배터리로 구동되므로 전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여야 한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적인 전력 정보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구동 및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하며, 

미들웨어는 전력 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제어함으로써 전력 

상태에 적응적으로 시스템이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다. 컴포넌트 기반 모듈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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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들웨어 기능들은 전체가 일체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미들웨어 역할에 따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단위로 구현된다.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의 컴포넌트만을 선택하여 설치하며 

컴포넌트를 추가/제거 함에 따라 미들웨어 기능이 확장/축소되는 구조이다.  

 

라. 동적 재구성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웨어러블 미들웨어 기능을 동적으로 재구성한다. 

시스템이 동작 중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실행해야 할 때, 시스템에 탑재된 

미들웨어의 기능을 조사한 후 필요한 미들웨어 컴포넌트를 네트워크 서버에서 

다운로드하여 실행 중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되지 않는 컴포넌트는 메모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있다. 

 

마.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network plug-and-play) 기능으로 인해, 웨어러블 

미들웨어 하에서 시스템은 디바이스가 BAN 에 연결되었을 때 시스템 설정이나 

소프트웨어 설치를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디바이스를 구성하게 된다.  

 

바. 개방형 구조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각 컴포넌트의 기능과 컴포넌트 별 인터페이스 및 API 를 

제공한다. 그 결과 벤더들은 자유롭게 웨어러블 미들웨어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개발 환경을 상업화할 수 있다. 

 

사. API 

  디바이스 제어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간의 호환 

기능 개발은 부담이 된다. 이에 웨어러블 미들웨어는 다양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통신 프로토콜이나 

전송매체의 차이에 상관없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 API 는 기본 API 

(basic API)와 확장 API (extended API)로 등급화하여 장차 등장할 수 있는 API 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이다.  

 

4.3. 규격의 목적 및 범위 

 

본 표준은 웨어러블 미들웨어, 즉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각종 응용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공통 기능인 미들웨어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인터페이스로는 상위 계층의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되는 API, 컴포넌트들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본 규격 버전 1.0 에서 정의하는 API 는 모두 기본 API 이며, 웨어러블 미들웨어 

개발자나 웨어러블 응용 서비스 개발자는 본 문서에서 정의한 API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4.4. 용어 정의  

 

본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본 용어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미들웨어  

 

응용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을 의미한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의 정보교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middlewar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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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에서 정의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본 구조이다. 컴포넌트 

관리자(component manager)를 필수 요소로 하고 컴포넌트 단위의 미들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탑재/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구조이다.  

 

웨어러블 미들웨어 

 

웨어러블 컴퓨터에 탑재되는 미들웨어를 의미한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메모리, 

프로세서의 처리 능력, 전원 등이 제한적이므로 경량, 저전력 실행 특성을 지닌다.  

 

웨어러블 컴퓨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시계,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통하여 사용자의 음성 

명령어를 인식하고 무선 인터페이스 및 신체를 통한 디바이스간의 통신과 오감정보 

인터페이스 기능 등을 제공하는 착용형 차세대 컴퓨터를 의미한다.  

 

컴포넌트 (component)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본 표준에서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구성 기능단위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분산 통신 컴포넌트, 전력 제어 

컴포넌트, 보안 컴포넌트, 프로파일 관리 컴포넌트,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컴포넌트 등이 존재한다. 

 

BAN (Body Area Network)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구성 범위가  인간의 신체에 한정되는 소규모 네트워크이며 유무선 또는 

인체를 매체로 디바이스간에 통신이 이루어진다.   

 

4.5. 표현형식 및 버전번호 규격 

 

본 문서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필수사항 : ~야 한다. ~하도록 한다. ~로 정한다. 

 선택사항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본 규격의 향후 개정본에 대한 버전번호 부여 규칙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번호 표현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버전번호>=<공식 버전번호>.<수정 번호>  

 

<공식 버전번호>는 1 부터 시작하며 주요 변경/추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증가시키며, <수정 번호>는 0 부터 시작하여 부수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증가시킨다. (예 : 1.0)  

 

4.6. 단말기 최소 권장 사양 

 

본 규격에서 정의하는 미들웨어는 “ 2.1 시스템 구조”  절에 정의하는 BAN 

컨트롤러 급 이상 디바이스에서 탑재되어 실행된다.  컨트롤러급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프로세서 

16 비트, 50MHz 급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미들웨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64 Kbyte 이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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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5.4 이상  

 
 
5. 차세대 PC 시스템 형상 

 

대표적인 차세대 PC 인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가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간에 BAN 을 형성하고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한다. 서로 다른 컴퓨팅 

능력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BAN 노드(node)로 사용되며 BAN 내의 각 

디바이스들은 단거리 무선 통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는 디바이스의 

기능에 따라 소형 디바이스, 컨트롤러(controller) 디바이스, 그리고 

게이트웨이(gateway) 디바이스로 구분한다.  

 

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BAN 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를 일컫는다. 이 중에서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에는 웨어러블 미들웨어가 탑재되고 그 외의 디바이스는 컨트롤러의 제어를 

받는다. 

 

나. 게이트웨이(gateway)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BAN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디바이스를 게이트웨이라 

한다. 

 

다. 컨트롤러(controller)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메인 프로세서의 컴퓨팅 성능을 가진 디바이스로서 

BAN 내의 소형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컨트롤러는 디바이스의 기능에 따라 게이트웨이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라. 소형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게이트웨이와 컨트롤러를 제외한 디바이스를 지칭한다. 소형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주변 디바이스(peripheral) 역할을 하며 안경형 

디스플레이, 키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Domain

Gateway

System BSystem A

Controller Controller

Domain

Gateway

System BSystem A

Controller Controller

 
[그림 2] 웨어러블 컴퓨팅을 위한 구성요소 

 

BAN 의 네트워크는 논리적으로 도메인(domain)과 시스템(system)으로 구성된다. 

웨어러블 컴퓨터 환경을 이루고 있는 BAN 은 같은 관리상의 디바이스 그룹으로 

이루어지므로, BAN 이 제어/관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도메인으로 명명한다. 따라서 

도메인은 데이터의 전송을 논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범위이다. 시스템은 

디바이스들과 그들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사이의 통신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범위로 정의한다. 하나의 시스템은 하나의 도메인에 속하고, 하나의 도메인에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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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스템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도메인 밖의 다른 시스템에 

연결을 할 경우, 게이트웨이가 인터페이스로 동작한다. [그림 2]는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BAN 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이다. 

 

 

6. 웨어러블 미들웨어 기능 요구사항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능 및 API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 관점, 즉 응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능 관점과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본 능력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응용 서비스 

제공 기능 관점의 도출은,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제공할 응용 서비스를 분석한 후 이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미들웨어 기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특정 응용 

서비스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동작을 분석한 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미들웨어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다.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능 요구사항은 이들 두 가지 관점에서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들 두 가지 관점에서의 미들웨어 기능 

요구사항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6.1. 웨어러블 응용 

 

웨어러블 응용 서비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응용 서비스들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 서비스 

형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구별한다. (<표 1>) 

 
<표 1> 웨어러블 응용의 분류 

형 태 설 명 응 용 

Upload type 

applications 

Sensor-based applications

Multimedia upload services

Health Care/Management, 

Real-time A/V Recording 

Download type 

applications 

Fetch type 

Push type 
Mail, news, LBS 

Interactive type 

applications 
Upload + Fetch + Push 

Voice/video conference, 

M-Commerce, Remote control 

 

가. 업로드 타입의 응용(upload  type applications) 

  이러한 응용들은 디바이스의 환경이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응용들로서 그 예로는 센서 기반 서비스(sensor-based applications)와 멀티미디어 

정보 업로드형 서비스(multimedia upload services)들이 있다.  

센서 기반 서비스는 원격제어 명령 또는 저장된 스케줄이나 상태변화에 의해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센서 

디바이스로는 혈압체크, 체온계, 오존계측기, 심장박동이나 분진수준(dust level) 감지 

등의 센서들이 필요하고 센서들을 위한 컨트롤러/액추에이터(actuator)들이 필요하며,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간단한 데이터 저장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센서기반 

서비스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은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등을 이용하고 

유무선 통신용으로는 TCP/IP, IEEE-802.11b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센서기반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로는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light-weighted RTOS), 경량 

통신/서비스 미들웨어, 센서 데이터 제어/관리/가공 기능들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예로는 개인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환자에 대한 보고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정보 업로드 서비스는 BAN 디바이스들로부터 외부/홈 네트워크에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휴대 가능한 A/V 디바이스(개인용 캠코더, 카메라, 

오디오 레코더), 휴대 저장 디바이스, 웨어러블 컴퓨터들로부터 네트워크 내 다른 

서버로 정보를 내보내는 서비스 유형이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져야 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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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로는 경량 BAN 제어 프로토콜, 경량 BAN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 실시간 스트리밍, 파일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는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 BAN 미들웨어, 경량 디바이스/사용자 

프로파일, 경량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network PNP), A/V 인코딩/디코딩 

소프트웨어, 경량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시간 A/V 레코딩 스트리밍(동영상, 음성, 이미지)을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다운로드 타입의 응용(download type applications) 

 두 번째는 다운로드 타입의 응용으로서 홈네트워크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등을 획득하는 응용이다. 크게 훼치(fetch) 타입 

서비스와 푸쉬(push) 타입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훼치 타입 서비스는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또는 기존의 유무선 

네트워크로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훼치 타입 서비스에 이용되는 디바이스들로는 전송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고글타입이나 종이 타입의 디스플레이어, 간단한 A/V 디바이스, 음성인식, 마이크, 

휴대용 키보드/마우스 등이며, 또한 훼치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휴대 저장 디바이스 

및 웨어러블 컴퓨터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되는 통신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BAN 

내에서의 경량 BAN 제어 프로토콜 및 BAN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으로는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 BAN 미들웨어, 경량 

디바이스/사용자 프로파일, 경량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와 훼치 타입에 필요한 

경량 웹브라우져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서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푸쉬 타입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및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디스플레이 되거나 실행되는 데이터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에 요구되는 디바이스로서 훼치 타입에서도 요구되었던 디바이스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 통신 프로토콜은 BAN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프로토콜, 유/무선 

통신, 피어-피어(peer-to-peer), 브로드캐스트(broadcast) 등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요구되며, 소프트웨어로는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 BAN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검색, 메일서비스, 뉴스, LBS, 원격 감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인터랙티브 타입의 응용(interactive type applications)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 타입의 응용은 기본적으로 업로드 타입과 다운로드 타입이 

혼합된 응용으로서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데이터, 음성,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랙티브 서비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들로는 안경 형태 디스플레이, 작은 A/V 

디바이스, 음성인식 디바이스, 마이크, 휴대용 키보드/마우스 등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 받은 데이터나 정보를 저장 하기 위한 휴대 가능한 저장 디바이스 및 웨어러블 

컴퓨터가 요구된다. 또한 프로토콜로는 경량 BAN 제어 프로토콜, 경량 BAN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유무선 통신 프로토콜,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들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 BAN 미들웨어, 경량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A/V 인코딩/디코딩 소프트웨어, 경량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들이 

요구되며,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하여 음성/비디오 컨퍼런스, 모바일 커머스, 

원격제어 서비스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6.2. 웨어러블 컴퓨터의 동작 

 

응용서비스 실행과 관계 없이 웨어러블 컴퓨터가 켜진 후 꺼질 때까지 수행하는 

기본적인 동작을 전형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한다.  이 동작은 크게 1)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 부팅 및 등록 단계, 2) 서비스 대기 단계, 3) 서비스 제공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시스템은 이들 세 단계를 반복하다가 결국 전원이 꺼지면서 

정지하게 될 것이다. 각 단계별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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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바이스 식별 및 시스템 형상 설정(configuration setup)  

시스템을 켜면 부팅과정을 거치면서 단거리 무선통신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된다. 

컨트롤러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형 디바이스의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이 때 소형 디바이스의 프로파일이 컨트롤러에 전해지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된다.  

 

나. 외부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러는 게이트웨이에게 요청하여 주변 외부 네트워크와의 무선통신 채널을 

설정하게 한다. 

 

다. 단말 이동성(terminal mobility) 지원  

 웨어러블 컴퓨터는 이동성 지원을 위해 주변 네트워크에 등록된다. 먼저 단말 

이동성 지원을 위한 등록 과정을 거친 후 개인 이동성/서비스 이동성을 위한 등록을 

한다. 단말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동작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모바일 IP(Mobile IP)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먼저 FA(Foreign Agent)를 

찾고, FA 와 HA(Home Agent)에 등록(registration), 경로 최적화(route optimization), 

핸드오프 처리(smooth handoff) 기능을 수행한다 

  

라. 개인 이동성 및 서비스 이동성 지원 처리  

개인 이동성(personal mobility)이나 서비스 이동성(service mobility)은 웨어러블 

컴퓨터 내에서 실행되는 MUA(Mobile User Agent) 기능이나, 홈 네트워크 서버에서 

실행되는 HUA(Home User Agent), 그리고 방문 네트워크 서버에서 실행되는 

FUA(Foreign User Agent) 기능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 에이전트들의 역할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환경에서 사용자나 서비스 프로파일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UA 는 FUA 기능을 찾은 후, 사용자의 현재 

위치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 등을 FUA 에 등록한다. FUA 는 이 정보들을 다시 HUA 에 등록한다. 

MUA 는 또한 자신이 가진 프로파일 정보를 HUA 에 저장된 프로파일 정보들과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수행한다.  

 

마.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추가되는 경우  

 사용자의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에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추가되는 경우, 

웨어러블 컴퓨터는 추가된 디바이스를 인식하고 해당되는 디바이스의 프로파일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입수한 후 기존 시스템의 형상을 재구성해야 한다.  

 

바. 대기 단계  

 이상의 절차를 통해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며 사용자가 서비스를 호출할 때까지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 대기 상태 중에도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 기능은 항시 수행되며, 사용자가 위치를 이동할 경우 이동성 

지원기능 중 핸드오프(handoff)가 수행된다. 핸드오프도 단말 이동성 수준의 

핸드오프와 사용자 이동성 핸드오프/서비스 이동성 수준 핸드오프가 차례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 서비스 실행  

 대기 상태 중에 사용자가 응용 서비스를 실행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응용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내 서버와 웨어러블 컴퓨터 사이에 통신 채널이 형성된다.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 서버(HS)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응용 서비스 

서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아. 서비스 종료  

 응용 서비스 사용이 끝나면 통신 채널을 끊고 서비스 이용시간이나 과금 정보 

등이 사용자의 홈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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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스템 종료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을 끄면 시스템은 종료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메인 

메모리 내 정보를 비휘발성 저장공간에 저장된 정보와 동기화시키고, FUA 및 HUA 와 

등록해제 과정을 수행한다.  

 

이상의 각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가. 디바이스 식별 및 시스템 형상 설정”  동작의 경우 BAN 상에 적용될 블루투스나 

지그비, UWB 와 같은 단거리 무선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경량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필요하다. 단말 이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IETF Mobile IP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사용자 및 서비스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MUA/HUA/FUA 기능과 이들 간 

정보교환 프로토콜, 디바이스,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파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프로파일 정보의 동기화를 위해 데이터 동기화(data 

synchronization) 미들웨어가 필요하며 보안, 인증 기능도 필요하게 된다.  

 

이상의 기본 동작들에서 필요한 기능들 중 미들웨어로 제공되어야 할 것들과 

3.1 절에서 분석된 미들웨어기능들을 통합하여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기능 

요구사항으로 삼는다.  

 
 
7. 웨어러블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7.1. 기능구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배터리로 동작하며 제한된 메모리와 처리 능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될 미들웨어는 저전력 소모 특성과 

경량성을 요구 받게 된다. 이러한 디바이스적 특성 이외에 앞 절에서 제시한 웨어러블 

사용자의 활용 시나리오와 응용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미들웨어에 요구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초경량 

 저전력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동성 관리 

 동적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간 분산 통신 기능 

 보안성(security) 

 다양한 응용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용자/서비스/디바이스 프로파일 관리 기능 

 유비쿼터스 응용을 위한 상황인식 기능 

 미들웨어 기능의 동적 재구성 

 

제시된 이들 요구사항 항목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또는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기능들은 웨어러블 미들웨어에서 객체로서 표현되고 

웨어러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에게는 각각의 서비스 API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 요구사항 중, 경량 및 동적 재구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림 3]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 여기에 표시된 미들웨어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며, 필요한 모든 미들웨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마다 필요로 하는 미들웨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들도 컴포넌트 형태로 본 규격에서 

정의하는 프레임워크 상에 탑재될 수 있다.  

 

가. 컴포넌트 관리자 (Component Manager, CM) 

컴포넌트 관리자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필수 기본 요소로서 사용자의 환경 설정 

파일이나 웨어러블 응용 프로그램 요구에 의해 컴포넌트를 다운로드하고 동적 

재구성을 수행하며 다른 컴포넌트의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컴포넌트 관리자를 

통해 디바이스의 성능 및 용도에 따라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추가/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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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 통신 컴포넌트 (Distributed Communication Component, DC) 

분산 통신 컴포넌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과 IP 

네트워크 기반 통신을 요구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에게 통신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 통신 컴포넌트는 일반적인 IP 네트워크의 통신을 위해 

소켓(socket) API 를 제공하고 TCP/IP 통신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RPC(Remote 

Procedure Call)와 RMI(Remote Method Invocation)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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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어러블 컴퓨터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다.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컴포넌트 (Network PNP Component, NP)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컴포넌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추가와 제거 시에 다른 디바이스들이 이를 감지하고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프로파일 관리 컴포넌트 (Profile Management Component, PM) 

프로파일은 웨어러블 컴퓨터 환경의 사용자나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속성 정보로서, 서비스에 사용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서비스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이다. 프로파일 관리 컴포넌트는 이러한 프로파일의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마. 전력 제어 컴포넌트 (Power Control Component, PC) 

전력 제어 컴포넌트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전력 정보를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실행을 제어하여 절전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 이동성 지원 컴포넌트 (Mobility Support Component, MS) 

이동성 지원 컴포넌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이동 투명성(mobility transparency)의 제공, 즉 응용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위치 이동에 

무관하게 동작하도록 지원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마다 이 컴포넌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BAN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는 필수이다. 

 

사. 보안 관리 컴포넌트 (Security Component) 

보안 관리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증 및 권한 확인, 과금 등 웨어러블 컴퓨터에 

필요한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 

 

아. 소프트웨어 플랫폼 컴포넌트 (Software Platform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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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플랫폼 컴포넌트는 위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JVM 등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다. 

 

자. 상황인식 컴포넌트 (Context Awareness Middleware component) 

상황인식 컴포넌트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인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상의 컴포넌트들 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미들웨어의 컴포넌트로 

추가/정의될 수 있다. 컴포넌트는 하나의 객체로 표현되고 고유의 기능을 웨어러블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하고 컴포넌트 관리자에 의해 동적으로 재구성된다. 

컴포넌트는 스텁(Stub), 컴포넌트 구현 부분(Component Implementation)과 시스템 

정합 계층인 SAL(System Adaptation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4],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Component

Component
Implementation

SAL

API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API

System 
Adaptation Layer

Stub

Component

Component
Implementation

SAL

API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API

System 
Adaptation Layer

Stub

 

[그림 4] 컴포넌트 구조 

 

- 스텁 : 스텁은 각 컴포넌트에서 제공되는 API 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며, 컴포넌트가 

설치될 때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스텁 정보를 

이용하여 API 참조 테이블을 구성하며, 구성된 API 참조 테이블을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은 해당 API 를 호출할 수 있다. 

 

- 컴포넌트 구현 부분 : 컴포넌트의 핵심 부분으로서 각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API 의 집합이다. 응용 프로그램은 컴포넌트 구현 부분의 API 를 호출함으로써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시스템 정합 계층 : 컴포넌트 구현 부분과 기반 시스템(hardware, OS)간에 정합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컴포넌트 구현 부분은 시스템 API 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SAL API 를 호출함으로써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 정합 계층은 컴포넌트 구현 부분에게 시스템에 대한 

독립성을 제공한다. 

 

 

7.2. 구현 고려사항 

 

본 규격은 미들웨어를 디바이스에 구현하는 방법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구현자가 판단에 따라 최적의 구현 언어 및 구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는 구현 방법 중의 하나는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의 필수 컴포넌트인 

컴포넌트 관리자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시키고 동적으로 추가/제거되는 미들웨어 

컴포넌트는 동적 라이브러리 형태로 프로세스에 로드하는 것이다. 컴포넌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네트워크 플러그 앤 플레이 컴포넌트는 동적 라이브러리 보다는 쓰레드나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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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컴포넌트 관리자 

 

8.1. 개요 
 

컴포넌트 관리자(Component Manager, 이하 CM)는 컨트롤러급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웨어러블 미들웨어의 주요 모듈로서 미들웨어 

기능(functionality)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설치, 실행, 동적 재구성, 관리, 삭제를 

수행한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웨어러블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를 설치/실행하며 요구된 컴포넌트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예: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에 없을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웨어러블 응용 프로그램에서 컴포넌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의 동작 형태에 따라 컴포넌트를 태스크 혹은 

쓰레드(thread)로서 실행시키거나 공유 라이브러리(Shared Libraries) 형태로서 

컴포넌트의 서비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시스템 

레지스트리(system registry)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웨어러블 미들웨어 컴포넌트는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의 특성에 따라 다른 컴포넌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어느 컴포넌트를 설치할 때 그 컴포넌트의 의존성 리스트(dependency list)를 

검사하여 그 컴포넌트가 이용할 다른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 없이 자동으로 설치 및 실행한다.  

컴포넌트 관리자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 관리 기능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인 

자원제약적 환경에 적합하며 초경량 미들웨어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컴포넌트 관리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컴포넌트 설치/실행/삭제 

 컴포넌트 동적 재구성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에서 컴포넌트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컴포넌트 다운로드 

 컴포넌트의 서비스 API 등록 

 컴포넌트간 의존성 검사 

 

동적 재구성은 컴포넌트를 적재하거나 제거하는 미들웨어 수준의 재구성과, 

미들웨어 컴포넌트 내부 구성요소를 재구성(컴포넌트의 확장 API 적재)하는 컴포넌트 

수준의 재구성으로 나누어 진다.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이 동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가. 미들웨어 컴포넌트 요구사항 

 컴포넌트 수준의 재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포넌트의 API 를 기본 API 와 

확장 API 로 구분해 설계하여야 한다. 

 CM 으로부터 공개되는 CM 모드 제어 명령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0.0233  14

나. 컴포넌트 관리자 요구사항 

 미들웨어 컴포넌트들의 API 리스트와 관련 미들웨어 컴포넌트 개체들과의 

의존리스트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관련 

컴포넌트들의 동적 재구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 

 웨어러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컴포넌트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명백하게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필수 컴포넌트 

관리자 인터페이스는 <표 2>에 정의된 상위 계층 인터페이스를 참조한다. 

 

8.2. 컴포넌트 관리자 

 

컴포넌트 관리자는 [그림 5]에 보인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위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의 인터페이스, 운영체제와의 하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Wearable Application Manager

CM_installComponent ()
CM_uninstallComponent ()
CM_activateComponent ()

CM_deactivateComponent ()
CM_getComponentList ()

Component Manager

SAL_readComponentFromSystem ()
SAL_readComponentFromNet ()

SAL_wirteComponent ()
SAL_deleteComponent ()

SAL_getSystemResource ()

Operating System

Wearable Application Manager

CM_installComponent ()
CM_uninstallComponent ()
CM_activateComponent ()

CM_deactivateComponent ()
CM_getComponentList ()

Component Manager

SAL_readComponentFromSystem ()
SAL_readComponentFromNet ()

SAL_wirteComponent ()
SAL_deleteComponent ()

SAL_getSystemResource ()

Operating System
 

[그림 5] 컴포넌트 관리자 인터페이스 

 

 

8.2.1. 상위 계층 인터페이스 

 

상위 인터페이스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 관리자와 컴포넌트 

관리자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표 2>는 컴포넌트 관리자가 공개하는 상위 계층 

API 리스트를 보여준다 

 
<표 2> 컴포넌트 관리자 상위 계층 인터페이스 

API 설 명 

CM_installComponent 컴포넌트의 설치를 요구한다. 

CM_activateComponent 컴포넌트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CM_deactivateComponent 컴포넌트의 비활성화를 요구한다. 

CM_uninstallComponent 컴포넌트의 삭제를 요구한다. 

CM_getComponentList 컴포넌트 리스트를 얻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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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하위 계층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운영체제간의 인터페이스로서 <표 3>은 컴포넌트 관리자가 사용하게 

되는 운영체제의 API 를 보여준다. 
 

<표 3> 컴포넌트 관리자 하위 계층 인터페이스 

API 설  명 

SAL_readComponentFromSystem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로 컴포넌트를 

읽어온다. 

SAL_readComponentFromNet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에 해당 컴포넌트가 없는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고 

메모리로 컴포넌트를 읽어온다. 

SAL_writeComponent 
메모리에서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로 컴포넌트를 

저장한다. 

SAL_deleteComponent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에서 저장된 컴포넌트를 

삭제한다. 

SALgetSystemResource 시스템 자원 정보를 얻어온다. 

 

 

8.2.3. 컴포넌트 관리자 제공 기능 

 

컴포넌트 관리자는 시스템 저장 디바이스에서 컴포넌트들의 관리를 위한 컴포넌트 

관리 기능, 외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컴포넌트 저장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컴포넌트를 다운로드하는 기능,  컴포넌트를 쓰레드 형태로 동작시키기 위한 쓰레드 

관리 기능, 컴포넌트를 메모리에 적재하고 서비스 API 를 등록하기 위한 공유 

라이브러리 로더 기능, 컴포넌트간의 의존성을 검사하기 위한 컴포넌트 의존성 검사 

기능 그리고 컴포넌트의 동적 재배치를 위한 동적 재구성 기능으로 구성된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필요한 컴포넌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저장 서버로부터 

컴포넌트와 같이 전송되는 CDF(Component Description File) 파일을 이용한다. CDF 

파일은 컴포넌트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지닌 메타(meta) 정보 파일로서 

컴포넌트의 이름과 버전, 사용 컴포넌트 정보, 적재된 API 리스트를 필수로 하며 그 

외에 추가될 수 있다. 그 사용 예는 다음과 같다.  

 

 

CDF 파일 구성요소 

name : 컴포넌트 이름 

version : 컴포넌트 버전 

requires : dependency list, 설치할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웨어러블 미들웨어 

컴포넌트  

function :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API 리스트 

...  

 

<CDF 의 예 (libdomm.so.0.99.cdf)> 

name=distributed communication component; 

version=0.99; 

requires=libpc.so.0.99;   // 없을 경우 none 

functions=DC_accept;DC_bind;DC_close; //컴포넌트에서 제공되는 API 들, 

구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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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컴포넌트 관리자 API 

 

CM_activateComponent 
 

설명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설치된 컴포넌트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프로토타입 

 int CM_activateComponent(unsigned int componentID, unsigned int version) 

 

매개변수 

 componentID  컴포넌트 식별자 

 version   컴포넌트 버전 

  

반환 값 

 성공 시 

  0  활성화 성공 

 실패 시 

  CM_E_ALREADY_ACTIVATED  활성화 실패, 이미 활성화되었음 

  CM_E_NOT_FOUND   활성화 실패,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음 

  CM_E_UNKNOWN   활성화 실패, 원인불명 

 

부작용 

 없음 

 

참고항목 

 CM_deactivateComponent() 

 

 

CM_deactivateComponent 
 

설명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활성화된 컴포넌트의 비활성화를 요구한다.  

 

프로토타입 

 int CM_deactivateComponent(unsigned int componentID, unsigned int version) 

 

매개변수 

 componentID  컴포넌트 식별자 

 version   컴포넌트 버전 

  

반환 값 

 성공 시 

  0  비활성화 성공 

 실패 시 

  CM_E_ALREADY_DEACTIVATED 비활성화 실패, 이미 비활성화되었음 

  CM_E_NOT_FOUND   비활성화 실패,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음 

  CM_E_UNKNOWN   비활성화 실패, 원인불명 

 

부작용 

 없음 

 

참고항목 

 CM_activate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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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_getComponentList 
 

설명 

 컴포넌트 관리자가 유지하는 컴포넌트 리스트를 요구한다.  

 

프로토타입 

 struct Component_List * CM_getComponentList(void) 

 

매개변수 

 없음 

  

반환 값 

 성공 시 

  컴포넌트 리스트 구조체의 포인터 

  struct Component_List { 

  unsigned int componentID;  // 컴포넌트 식별자 

  unsigned int componentType; // 컴포넌트 타입, 0 이면 Thread,  

       // 1 이면 공유라이브러리 

  unsigned int startMemAddr;  // 동작모드가 공유라이브러리이면 

로딩된  

       // 메모리의 시작 주소 

  unsigned int threadID;  // 동작모드가 Thread 일 때  

       // Thread ID 정보 

  unsigned long componentSize; // 컴포넌트 크기 (byte 수) 

  unsigned int version;  // 컴포넌트 버전 

  struct Dependency_List  *dependencyList;// 컴포넌트 의존성 리스트 

  struct Application_Info   *applicationInfo;  // 컴포넌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 있는 응용 프로그램 정보 구조체

  struct Component_List *next;        // 구조체 엔트리 연결을 

위한 포인터 

  }   

실패 시 

  CM_E_EMPTY    실패, 리스트가 비어있음 

  CM_E_UNKNOWN   실패, 원인불명 

 

부작용 

 없음 

  

참고항목 

 없음 

 

 

CM_installComponent 
 

설명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필요 컴포넌트의 설치를 요구한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매개변수로 제공되는 컴포넌트 식별자 및 버전정보를 이용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한다. 

 

프로토타입 

 int CM_installComponent(unsigned int componentID, unsigned int version) 

 

매개변수 

 componentID  컴포넌트 식별자 

 version   컴포넌트 버전 

 

반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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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시 

  0  설치 성공 

실패 시 

  CM_E_ALREADY_INSTALLED  설치 실패, 이미 설치되어 있음 

  CM_E_INSUFFICIENT_RESOURCE 설치 실패, 시스템 리스스 부족 

  CM_E_SERVER_CONNECTION_FAIL 설치 실패, 컴포넌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결 실패 

  CM_E_NOT_FOUND   설치 실패,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음 

  CM_E_UNKNOWN   설치 실패, 원인불명 

 

부작용 

 없음  

 

참고항목 

 CM_uninstallComponent() 

 

 

CM_uninstallComponent 
 

설명 

컴포넌트 관리자에게 설치된 컴포넌트의 삭제를 요구한다. 컴포넌트 관리자는 

매개변수로 제공되는 컴포넌트 식별자 및 버전정보와 유지하고 있는 컴포넌트 리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한다. 

  

프로토타입 

 int CM_uninstallComponent(unsigned int componentID, unsigned int version) 

 

매개변수 

 componentID  컴포넌트 식별자 

 version   컴포넌트 버전 

 

반환 값 

 성공 시 

  0  삭제 성공 

 실패 시 

  CM_E_INUSE   삭제 실패,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됨 

  CM_E_NOT_FOUND  삭제 실패,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음 

  CM_E_UNKNOWN  삭제 실패, 원인불명 

부작용 

 없음 

  

참고항목 

 CM_install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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