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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
는 지능형 서비스 에이 트를 제안한다. 사용자에게 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각각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의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 차이를 조
하고 사용자의 취향을 서비스에 반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3가지 부분에 을 두어 연구

를 진행하 다. 첫째, 한 다  에이 트 임워크 - 에이 트간의 커뮤니 이션 이해와 
추론엔진의 용, 둘 째,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 정보 (Context 
information)를 효과 으로 표 하는 유비쿼터스 온톨로지 - 에이 트간의 상황 정보 공유와 이
해,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용되는 사용자 로 일 구축 방법에 해 연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서비스 에이 트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 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응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지능형 서비스 프레

임워크가 제안 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수많은 지능형 컴퓨터들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물(Object)을 인식하고 사람들에

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1], 유

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컴퓨터가 

현실 세계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 

간의 기능 전달 및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 에이전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에이전트 언

어(Agent Communication Language)를 사용하여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2].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내에서 에이 트들이 효과

인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각 에이 트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사용자 개개인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추론-행  모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 된 JADE기반 지능형 서비

스 에이 트를 제안한다.

  사용자에게 적절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는 각각의 유비쿼터스 서

비스 시스템 내에서의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간

의 차이를 조절하고 사용자의 취향을 서비스에 반영한

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를 제

안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첫 째, 적절한 다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선택이다. 

적절한 선택을 위해 에이전트의 활동 및 관리뿐 만 아니

라, 서비스 추론 엔진과의 상호작용 고려한다. 지능형 서

비스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

기 위해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추론 

엔진이 적용되어야 한다. 추론 엔진 내에는 사용자 프로

파일로부터 전달되어 각 사용자에 적용되는 서비스 규칙

(rule)을 포함한다. 둘 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를 효과

적으로 표현하는 유비쿼터스 온톨로지의 정의다. 상황 

정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센서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획득 된다. 서로 다른 포맷

으로 상황 정보를 인지하는 에이전트들 간의 일관성 있

는 상황 정보 공유를 위해, 모든 상황 정보들은 일관성 

있는 개념(Concept)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온

톨로지는 모든 에이전트들이 상황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정보에 대한 개념을 형식적이고, 명백하게 

명시한 스키마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간의 상황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수월하게 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용자 프로파일 구축 방

법이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적합한 유비쿼터스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를 지원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각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에서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매번 자신의 서비스 취향

을 직접 홈페이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에 

귀납적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시스템 스스로 사용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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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  JADE 기반 다중 에이전트 플랫폼

  본 논문의 목 은 에이 트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에

이 트가 사용자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지

능형 서비스 에이 트를 연구하는 것이다. 에이 트 

랫폼은 크게 에이 트와 유비쿼터스 온톨로지, 추론 엔

진으로 구성된다. 에이 트 랫폼이 제공하는 가장 기

본 인 기능은 각 에이 트 리, 에이 트간의 커뮤니

이션 제공, 에이 트의 기능을 등록하는 에이 트 디

토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에이 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JADE 기

반 에이 트 랫폼의 기본 인 기능은 FIPA[3]의 표

을 따르고 있다. 

2.1 에이 트 리 컴포 트

  

  에이전트 관리 컴포넌트(Agent Management Compo 

-nent)는 에이전트의 사용과 접근을 총괄하는 상위 에이

전트다. 즉 에이전트가 생성되면 에이전트 관리 컴포넌

트는 에이전트 식별자(AID)를 할당하며, 이 식별자를 통

해서 에이전트들의 실행 주기(life-cycle)를 제어하게 된

다. 

2.2 에이전트 등록 컴포넌트

  에이 트 등록 컴포 트는 일종의 에이 트들을 한 

서비스 로우 페이지 역할을 한다. 로우 페이지는 인

터넷상에서 생활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나 

문직종의 화번호를 안내하는 화번호부 이거나 사이

트 목록을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

다. 즉, 에이 트가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를 에이 트 디 터리와 서

비스 디 터리에서 검색한 후, 검색된 에이 트에게 서

비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에이전트 등록 컴포넌트는 크게 에이전트 디렉터리와 

서비스 디렉터리로 나뉜다. 에이전트 디렉터리는 에이전

트들이 자신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

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에이전트-이름과 에이전트-

위치로 구성되어, 에이전트는 자신이 존재하는 장소(플랫

폼 또는 컨테이너)를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디렉터리는 

에이전트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이름, 서비스 

타입, 서비스 위치(서비스와 연결된 에이전트 위치)로 구

성되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결

해 줌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검색

할 수 있다.

2.3 에이전트 메시지 전달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는 하나의 에이 트로는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처리하지 못하는 서비스

의 수행을 해 다른 에이 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에이 트는 메시지 교환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다른 에이 트에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에

이 트는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들

을 검색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에이 트는 서비스가 실

행 가능한지,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해  수 있는지에 

해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

는 합한 응답 메시지를 보내 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각 서비스 시스템은 에이 트간의 메시지 달

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 트를 검색한 

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이전트 통신 언어(ACL-Agent Communication 

Language)를 이용한 에이전트 간의 통신은 메시지 전달

(Message passing)이나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방

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에이전트의 메소드(Method)

를 불러 수행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은 FIFA에서 정의한 ACL 메시지를 사용하여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설계

되었다. ACL 메시지는 메시지의 특성을 정의하는 파라

메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중요한 파라미터로는 수

행문(Performative), 보내는 에이전트(Sender), 받는 에이

전트(Receiver), 메시지 내용(Contents)이다. 

  아래에 서술한 ACL메시지는 userAgent라는 에이 트

가 tvAgent라는 에이 트에게 텔 비 을 켜달라고 요청

하는 것을 나타낸 다. 여기서: CONTENT (turn on 

tv-ooa)는 서비스 요청 내용이 된다. “@”의 앞부분은 에

이 트 이름을 나타낸 것이며, 뒷부분은 에이 트가 

치한 에이 트 랫폼의 이름과 포트 번호  에이 트 

랫폼이 존재하는 서버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메시지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라미터 의 가장 요한 

수행문(Performative), 보내는 에이 트(Sender), 받는 에

이 트(Receiver), 메시지 내용(Contents)만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메시지를 구성하 는데, 에이 트가 메시지 

달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기

본 으로 이 4개의 라미터를 기본 으로 가지고 있어

야 한다.

ACL 메시지의 예
(Request

    :SenderuserAgent@basePlateform:1099/friend
    :ReceivertvAgent@basePlateform:1099/friend
    :Content

         (turn on tv-ooa)
 )

 2.4 서비스 추론 엔진  

  에이 트는 크게 에이 트 생성 모듈과 에이 트 행  

모듈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에이 트 생성 모듈은 에이

트 랫폼에 새로운 에이 트를 생성하고 소멸하며, 

에이 트 식별자(AID)를 할당  반환하는 역할만을 담

당한다. 때문에 각각의 에이 트들은 자신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 트 행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

능형 서비스 에이 트의 목 의 하나는 사용자 로

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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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해서는 사용자의 취향이 반 된 사용자 로

일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추론 엔진이 에이 트 행  

모듈에 용되어야 한다. 추론 엔진이 용된 행  모듈

은 술어(Predicate)로 작성된 규칙(Rule)과 사실(Fact)을 

바탕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사실은 각 사용자 로 일

에 기록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 취향에 맞는 서비스

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은 추론 엔진이 용된 에이 트 행  모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내에서

의 상황 정보는 상황 정보 데이터베이스 장되며, 상황 

정보 사실 추출기에 의해 추론 엔진이 추론에 사용하는 

사실(Fact)로 변환 된다. 추론 엔진을 구 할 때 가장 

요한 것은 지식 혹은 사실을 표 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사실을 표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일상 으로 사용하

는 말이다. 트리 에 의해 표 되는 상황 정보는 주어가 

개별 개체인 하나의 문장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술어

(Predicate)로 표 이 가능하다. 

그림 1. 추론엔진이 적용된 에이전트 행위 모듈 구조

  추론 엔진이 사용자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추론하려

면 상황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 프로파일에 표현된 사

용자 기호 정보에 대한 사실을 지식 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 기호 추출기는 사용자 프로파일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술어 형태로 변환한다. 

지식 베이스에 사실로 저장된 사용자 기호의 예

(userPreference (:NAME “Kim00a-1”) 

                {startPtime “1700”}

                (endTtime “1800”}

                (lux 70)

                (location livingRoom00a-1)

                (Activity enter))

(userPreference (:NAME “Kim00a-1”)

                (startPtime “1700”)

                (endTtime “1800”)

                (lux 30)

                (location livingRoom00a-1)

                (Activity watchMovie) 

  의 제는 “Kim00a-1”이라는 사용자 식별자를 가진 

사용자의 장소와 무드에 따른 형 등 조도에 한 기호

를 나타낸 것이며, “Kim00a-1이 거실에 17부터 18시 사

이에 있고 형 등 조도가 70룩스다.”와 “Kim00a-1이 거

실에 17부터 18시 사이에 있고 집안의 무드가 화를 보

는 분 기이며 형 등 조도가 30룩스다.”라는 사실을 의

미한다.

  본 논문을 위해 구축된 추론 엔진은 작업 메모리에 적

재된 상황 정보와 사용자의 기호를 바탕으로 규칙 베이

스 내에 정의된 서비스 규칙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적

합한 서비스를 추론하며, 추론된 결과를 ACL 메시지로 

만든 후 서비스를 요청한 에이전트에게 전송한다. 본 추

론 엔진이 선택한 추론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 방향 추론

(Forward chaining)[4]이다. 전 방향 추론은 A → B 즉 

조건 A가 지식베이스에 있으면 B를 수행한다. 서비스 

규칙은 크게 상황 정보와 사용자의 기호를 바탕으로 추

론된 서비스를 지식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비스 추론 규

칙, 추론된 서비스를 ACL 메시지로 변환하는 규칙, 서비

스를 요청한 에이전트에게 서비스 내용이 담긴 ACL메시

지를 전송하는 규칙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규칙의 
(defrule tv-on01 “”

  (object (hasID ?name)(hasActivity ?act))

  (object (:NAME ?ts)(endTime ?etime)

          (startTime ?stime))

  (object   (:NAME ?act)

           (actedByPerson ?name)(actedAtTime ?ts)

           (actedInLocation ?loc))

  (userPreference (:NAME ?name) 

                  (startPtime ?pstime&:

                                  (<= ?pstime ?stime))

                  (endTime ?petime&:

                                  (>= ?petime ?etime))

                  (lux ?lux)(location ?loc))

  =>      

  (assert (light (status on)(lux ?lux)))

(defrule send-inform ""

  (MyAgent(name ?n)) (receiver ?receiver)

  ?m <-(light (status ?status)(lux ?lux))

  =>

  (assert(ACLMessage (communicative-act INFORM)

         (sender ?n) (receiver ?receiver)

         (content (str-cat “(light(status " ?status ") 

         (lux " ?lux "))"))))

  (retract ?m))

       (defrule send-a-message ""
         (MyAgent (name ?n)), ?m<-(ACLMessage (sender ?n))
         =>
         (send ?m)) 

3.  상황정보 리를 한 유비쿼터스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단어와 계들로 구성된 사 으로서 어느 

특정 도메인에 련된 단어들을 계층  구조로 표 하

고, 이를 확장하여 표 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을 포함한

다. 온톨로지를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에 적용하는 가

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센서가 같은 객체에 해서 서

로 다른 단어나 식별자를 사용하여 센싱할  경우에 이를 

해결해 다. 이 듯이 온톨로지는 여러 시스템들 사이의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

용하기 위해 구축된 온톨로지는 웹 온톨로지 언어인 

OWL로 작성되었으며 지능형 홈(Intelligence Home)을 

해 여러 가지 상황 모델(행 , 에이 트, 장치, 시간, 

공간 등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에 구축되어 공유 가

능한 온톨로지 (Friend of s friend, DAML Time, 

Spatial ontology)들이 용되어있으며, 물리 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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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사람, 에이 트, 장치, 행위에 한 형 인 개념

과 계를 정의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상황은 

곳곳에 장치된 센서에 의해 감지되어, 다중 에이전트 시

스템에 연결된 컨텍스트 브로커에 의해 상황 정보가 표

현된 온톨로지 개체(Ontology Instance) 파일로 실시간 

생성되어 상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2. 상황정보를 표현한 온톨로지 개체 파일

  [그림 2]는 "Kim00a-1이 2000년 1월  3일17시 9분에 

거실로 들어왔다“라는 상황 정보를 온톨로지 개체 일

로 표 된 것이다. 컨텍스트 로커는 본 논문의 범 에

서 벗어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는 사용자

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론 엔진을 적

용한 행위-모듈을 사용한다. 추론 엔진이 서비스를 추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호를 규칙(Rule)으로 표현해

야 함은 물론이고 온톨로지 개체로 표현된 상황 정보를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에 사실(Fact)로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온톨로지 개체들을 표현한 

온톨로지 파일들은 추론 엔진이 사실(Fact)로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상황 정보가 표현된 온톨로지 개체 

파일들을 [subject, property, object]로 구성된 트리플 구

문[5]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3. 트리플 구문으로 표현된 개체 파일

  트리플 구문은 상황 정보의 속성 및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면서, 추론 엔진의 사실을 구성하기 원활하게 

한다. [그림 3]은 [그림 2]의 온톨로지 개체 파일을 트리

플 구문으로 변환한 것을 보여준다.

4.  사용자 프로파일 구축을 위한 사용자 기호학습

  제안하고자 하는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가 사용자에

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호가 

기록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이 필요하다. CoBrA와 

GAIA와 같은 기존의 온톨로지 기반의 유비쿼터스 시스

템들은 사용자 프로파일을 각 사용자의 홈페이지 에서 

가지고 온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자신의 기호를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시간에 좋아하는 TV 프

로그램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는 기호 정

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시간(일주

일 또는 한달)마다 동적으로 사용자 프로파일을 생성하

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로 일 구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과 그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모니터하고, 

사용자의 기호를 악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정보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형 서비스 에이

트가 사용자 로 일을 구축하기 한 방법으로서, 

먼  사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리스트에 한 모니터 

테이블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귀납  기계학습 알고리

즘을 용하여 사용자의 기호를 학습한다.

4.1 모니터 테이블 구축

  모니터 테이블은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및 속

성 값들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 기록

된다. 모니터 테이블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성 

필드의 선택이다. 보통 사용자 기호 학습을 위한 속성 

필드 선택을 특징 추출(Feature Selection) 단계가 필요

하다. 그러나 온톨로지는 사용자 기호학습에 필요한 속

성들을 Property형태로써 명확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온

톨로지를 이용하여 모든 상황 정보를 관리하는 본 시스

템에서는 사용자 기호 학습에 필요한 속성 및 속성 값을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모니터 테이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상요소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다. 즉,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가 특정한 반작용(선택해 준 TV 채널 대신 

사용자가 다른 채널을 선택)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서비

스에 대해 부정적인(Negative) 반응을 보이고, 특정한 반

작용이 없다면, 사용자는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Positive) 반응을 보인다고 간주 하는 것 이다. [표 1]은 

사용자 기호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 테이블의 일

부다.

4.2 사용자 기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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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ocation startPtime endTtime Activity device Service Reaction

Kim00a-1 livingRoom00a-1 1700 1800 Stay Light Lux_70 Positive

Kim00a-1 livingRoom00a-1 2200 2240 Watch_TV TV Ch_7 Positive

Kim00a-1 livingRoom00a-1 0900 0930 Stay Light Lux_30 Positive

Kim00a-1 livingRoom00a-1 1200 1210 Out Light Lux_00 Positive

Kim00a-1 livingRoom00a-1 1700 1800 Stay Light Lux_50 Negative

Kim00a-1 livingRoom00a-1 1400 1420 Enter Light Lux_50 Positive

표 1. 모니터 테이블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기호

를 동 으로 학습하기 해서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는 

C5.0을 이용한다. C5.0은 귀납  기계학습 알고리즘 의 

하나로서 학습 제들을 상으로 표 인 특성

(Feature)을 발견하고 분석한다[6][7]. 따라서 본 논문에

서의 학습 제는 모니터 테이블에 기록된 서비스에 

한 기록이며, 분석된 정보는 특정 역을 분류하는 모델

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모델이 생성 된

다. 즉 선호 모델과 비 선호 모델이 생성되며, 결국 선호 

모델 내에는 사용자의 기호 정보(Name, Location, 

startPtime, endTtime, Activity, Device, Service)가 담기

게 된다. C5.0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 이론

(Information Theory)에 근거하는 Gain을 사용하는데, 

Gain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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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S는 학습 제의 체 집합이며, A는 속성을 

나타내고, Sv는 속성값을 나타낸다. C5.0을 이용하여 생

성되는 모델은 결정 변수를 나타내는 내부 노드와 분류

결과를 나타내는 단말 노드 그리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

는 선(edge)을 기반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모델로 형성된 

사용자의 기호 정보는 3.4 의 지식 베이스에 사실로 

장된 사용자 기호로 표  처럼 사용자 로 일 데이

터베이스에 장되며, 서비스 추론엔진이 한 서비스

를 추론하는데 사용된다. 

5.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간의 상황 정보 공유를 통한 메시지 

전달과 자동 생성된 사용자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서비스 

추론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다. 이와 같은 기능은 사용자의 행위를 에이전트가 이해

할 수 있는 상황 정보로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 정보와 

사용자 프로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추론 엔진이 

구축되어야 하며, 추론 엔진에서 추론된 서비스가 서비

스를 요청한 에이전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가능하

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에이전트 행위 모듈에 적용되는 추론 

엔진과 추론된 서비스의 메시지 통신을 실험해 보았다.

  본 실험을 위해 구현된 에이전트 프로토타입은 자바

(JAVA) 기반의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인 JADE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JADE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Graphic User Interface : GUI)를 제공하여 JADE를 

통해 구현된 에이전트의 실행 주기와 에이전트간의 메시

지 통신을 통하여 서비스 실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된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가 정확히 동작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온톨로지는 

OWL(Web Ontology Language)로 구축하여 온톨로지 

서버에 저장하였으며, 상황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

황 정보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추론하는 추론 엔진을 구

축하기 위해 JESS(Java Expert System Shell)[10]를 사

용하였다. JESS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제작한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 저작 도구이며, 자바 환경에서 구

동된다.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

해 한 개씩의 루트 에이전트, 서비스 액션 큐 에이전트

와 6개의 장치 에이전트(텔레비전, 형광등, 매직미러, 오

디오, 에어컨, 웹 패드)를 에이전트 플랫폼에 생성하였으

며,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6개의 시나리오로 

정의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메시지가 전달되

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본 실험을 위해 구축된 루트 에

이전트는 사용자의 행위가 기록된 온톨로지 개체 파일이 

들어오면 서비스 요청 계획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에이전트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며, 서

비스 에이전트는 사용자 기호를 나타내는 사실들을 바탕

으로 서비스를 추론하여 루트 에이전트나 서비스 액션 

큐에 전송한다. 또한 서비스 액션 큐 에이전트는 전송 

받은 서비스 메시지에 따라 각 장치의 상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에

이전트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다  에이 트 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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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번호

시나리오 제공될 서비스

1 Kim이 7시에 거실

로 들어왔다.

형광등 에이전트 - 형광

등 작동, 조도 조절

에어컨 에이전트 - 에어컨 작

동, 온도 조절

2 Kim이 7시 10분

에 거실에서 TV를

본다.

형광등 에이전트 - 조도 조절

TV 에이전트 - TV 작동, 채

널 조정

3 Kim이 7시 15분

에 식당에 들어갔다.

형광등 에이전트 - 조도 조절

4 Kim이 7시 20분

에 음식을 먹는다.

TV 에이전트 - TV 작동 중지

웹 패드 에이전트 - 웹 패드 

작동, 서비스 조정

5 Kim이 8시 25분

에 욕실로 들어갔

다

형광등 에이전트 - 조도 조절

6 Kim이 8시 30분

에 씻는다.

매직미러 - 매직미러 작동, 서

비스 조정

표 2. 사용자 행  시나리오

   [표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자 행  시나리오다. 

본 시나리오는 시간의 흐름 순으로 작성되었다. 

  시나리오에 정의된 Kim의 행 와 Kim의 사용자 로

일을 사실로 변환하여 서비스 규칙이 용된 추론 엔

진에 용한 결과 [그림 5]와 같은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그림 6]은 추론된 서비스를 요청한 에이

트에게 정확히 달이 는지를 보여 다. 시나리오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사용자 행 를 입력 받은 루트 에이

트는 ACL 메시지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의 에이 트에게 사용자 행 가 표 된 상황 정보와 

함께 서비스 요청을 송한다. [그림 5]는 시나리오에 따

라 서비스 에이 트들이 Kim의 사용자 로 일을 기반

으로 추론한 서비스의 결과를 차례 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시나리오 1번의 행 에 따른 서비스 메시지 

달의 를 보인 것이다. 

그림 5. 상황정보에 따라 추론된 메시지 

그림 6. 서비스 메시지 통신 과정

6.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온톨로지의 

적용과 추론엔진이 적용된 에이전트-행위 모듈 구축 및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하였

다. 유비쿼터스 온톨로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감지되는 

상황 정보의 속성과 구조를 일 성 있는 개념으로 명시

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에

이 트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상황 정보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귀납  기계학습의 용은 시스템 스

스로 사용자 로 일을 구축하게 하며, 이러한 로

일을 바탕으로 추론 엔진이 용된 에이 트 행  모듈

은 규칙 베이스 내에 정의된 서비스 규칙을 이용하여 사

용자에게 합한 서비스를 추론하며, 추론된 결과를 

ACL 메시지로 만든 후 서비스를 요청한 에이 트에게 

송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유비쿼터스 컴퓨 의 목 과 부합되기 때문에 제안된 온

톨로지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에이 트를 유비쿼터스 컴

퓨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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