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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황인식 시스템의 추론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 정확하고 오류 가능성이 적은 상황 추론 

기능은 상황인식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는 규정된 규칙을 이용한 추론엔진을 지원한다. 

이러한 추론엔진을 이용함으로써 상황 추론에 있어 추론의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

로지 기반 상황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황 인식 시스템은 상황 해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호성을 줄일 수 있다. 온톨로지 기반 상황 인식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구현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1. 서론

기존의 상황인식 시스템은 새로운 상황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상황인식 시스템은 상황해석을 로

그램에서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용하기 해

서는 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하고, 상황이 복잡해짐에 

따라 로그램 한 복잡해진다. 이 게 로그램의 복

잡도가 상승하게 되면, 로그램은 상황에 더욱 응하

기 힘들어진다. 변화하는 상황을 상황해석 시스템의 

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응하는 방법은 로그램이 복

잡해질수록 더욱 로그램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

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온톨로지는 데이터 사이의 계를 생성하고,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다[1]. 상황을 해석하

기 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는 인간에 

의해 입력되거나, 센서를 통해 입력된다. 하지만 데이터

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컴퓨터

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Gruber

는 온톨로지를 “공유된 개념화(shared conceptualization)

에 한 정형화되고 명시 인 명세(formal and 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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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라고 정의하 다[2]. 즉, 온톨로지는 해당 

역의 개념과 이들 개념들 사이의 계를 설정하는 것

으로써, 컴퓨터가 상황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한 온톨로지의 특징  하나인 규

칙(rule)을 이용한 추론을 함으로써 스스로 계를 정의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3]. 온톨로지 기반 

상황인식 시스템에서는 온톨로지 구조와 규칙을 재 정의

하고 배포함으로써 변화된 상황 혹은  다른 상황에

서도 상황인식 시스템의 로그램 수정 없이 용이 가

능하다[4]. 온톨로지 기반 상황인식 시스템은 로그램 

주의 상황인식 시스템에 비해 리, 유지, 보수의 편의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톨로지의 특징과 이

은 상황인식 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메릴랜

드 학에서는 Harry Chen의 주도하에 CoBra Ontology

라는 온톨로지 구조가 개발되었다[5]. 온톨로지 도메인의 

특성과 확장성을 이용한 SOUPA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6]. IBM에서는 모

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Celadon Ontology를 개

발하 으며[7], 국립 타이완 학에서는 SOA라고 불리는 

이벤트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온톨로지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온톨로지 구조를 개발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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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추론함에 있어 하나의 상황을 두 가지 이상으

로 해석하는 추론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해석의 문제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일 수 있다. 

온톨로지는 구조화된 포맷을 가진다. 따라서 구조가 어

느 환경에도 응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범용 으로 작

성된다면 로그램의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상황

에 응할 수 있다. 온톨로지는 추론엔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론엔진은 정해진 문법에 따라 작성된 규칙을 

이용하여 추론을 한다. 온톨로지 기반 추론엔진을 이용

함으로써 추론의 충돌 등으로 인한 상황해석의 모호성을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로그램의 복잡

성을 낮추고, 해석의 모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를 제안한다.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

석 구조의 실험을 해 온톨로지 구조와 규칙을 작성하

고 실제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하 다. 한 온톨로

지의 기술  평가를 해 Protégé 2000을 이용한 온톨로

지 유효성(validation)을 평가하 다.

2. Ontology 기반의 상황해석구조

2.1. 상황해석 로세스

상황해석을 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러한 데이터는 상황인식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 데이터는 센서로부터 입력되거나, 사용자

에 의해 입력될 수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데이터의 구분과 데이터의 성격을 해 5가지

의 요소를 사용한다. 이 5가지의 요소는 데이터를 수집

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해 필요한 요소로써, “Object", 

"Time", "Location", "Action" 그리고 "Intention"이다[9]. 

Object, Time, Location, Action은 입력된 데이터를 한 

상황요소로써 최종 으로 Intention을 악하기 한 기

 데이터가 된다. 

2.2.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로세스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은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가

진다. 상황인식 시스템은 기  온톨로지 구조를 읽어 들

이고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기  온톨로지 구조를 

입력한다. 데이터가 입력됨으로써 단순히 클래스와 로

퍼티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기  온톨로지 구조는 하  

클래스와 인스턴스들, 그리고 데이터 로퍼티의 실제 

값이 채워진다. 데이터와 로퍼티 계가 형성된 기  

온톨로지 구조를 온톨로지 모델이라 칭한다. 이 게 데

이터가 입력된 온톨로지 모델은 1차 추론을 거쳐 완 한 

온톨로지 모델로 형성된다. 1차 추론에서는 각 데이터(클

래스, 인스턴스) 간의 하  계가 생성되고, Intention 

규칙에 의한 데이터 간의 계가 생성된다. 한 1차 추

론을 거침으로써 상황해석에 필요한 5가지 요소의 값이 

생성되고, Intention이 악된다. 1차 추론을 거친 온톨로

지 모델은 서비스 규칙을 이용한 2차 추론을 거쳐 서비

스 검색이 이루어진다.

추론이 2회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1차 추론을 통해 온

톨로지 모델이 데이터, 의도 규칙 등을 통해 완 한 하

나의 구조로 만들어지고, 이 게 만들어진 구조를 서비

스 규칙을 통한 2차 추론을 통해 서비스 검색을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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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의 상세 로세스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는 상황정보 수집기, 상황

인식 해석기, 서비스 검색기의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된다. 

2.2.1 상황정보 수집기

상황정보 수집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온톨로지 모델

에 입력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정보 수집기는 내부 상황

정보와 외부 상황정보를 수집한다. 내부 상황정보는 데

이터베이스, 일, 메모리 등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 혹

은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하게 되는 입력 데이터 등

이 있다. 내부 상황정보는 미리 입력된 사용자의 신원정

보, 서비스되었던 이력정보, 사용자 취향정보 등으로 기

존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거나, 되어야 할 데이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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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외부 상황정보는 센서 등에 의해 입력되는 데이터

이다. 상황인식에 필요한 모든 센서가 상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센서들은 사용자를 인식하거나 사용자의 

치를 추 하고, 사용자의 행 를 인지할 수 있다.

상황정보 수집기에서는 기  온톨로지 구조를 읽어 들

여, 데이터를 입력한다. 기  온톨로지 구조는 클래스와 

로퍼티 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상 인 선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가 입력된 기  온톨로지 구조는 

온톨로지 모델로 생성되어 메모리에 등록된다. 등록된 

온톨로지 모델은 이후 데이터의 입력과 추론 등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구조가 변경된다. 기  온톨로지 구조가 

메모리에 등록된 후 상황정보 수집기는 데이터를 수집한

다. 데이터는 앞서 언 한 내부 상황정보와 외부 상황정

보이다. 센서링 등을 통해 이벤트 시 이 되면, 입력된 

데이터는 온톨로지 모델에 입력된다. 우선 내⋅외부 상

황정보들이 온톨로지 모델에 정의된 각 클래스들의 인스

턴스나 DatatypeProperty로 생성된다. 인스턴스는 클래스

의 특징을 받은 하나의 개체로써 사용자, 서비스 등이 

어떠한 상이다. DatatypeProperty는 이러한 상들 혹

은 클래스들이 가지게 되는 실제 값으로써 사용자의 이

름, 나이 등 상의 특징들이다. 이들이 이후 계의 선

언, 추론 등에 사용되는 실제 데이터들이다. 데이터가 입

력된 후 인스턴스와 데이터, 인스턴스와 클래스, 인스턴

스들 간의 계가 ObjectProperty를 통해 연결된다. 

ObjectProperty는 계로써 클래스들의 하 계,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들 간의 계 등이다. 

이력정보 DB

사용자 입력사용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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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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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L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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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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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내부 상황정보

외부 상황정보

(그림 2) 상황정보 수집기의 로세스

(그림 2)는 상황정보 수집기의 체 로세스를 보여

다.

2.2.2 상황인식 해석기

상황인식 해석기의 최종 인 목표는 사용자 Intention

의 악이다. 이를 해 상황인식 해석기는 온톨로지 구

조에 의도 규칙(Intention Rule)을 용한다. 의도 규칙은 

동 인 상황에 따른 계의 생성과 Object, Time, 

Location, Action 요소의 값을 생성하고, 최종 으로 

Intention을 악한다.

상황인식 해석기는 작성된 의도 규칙을 읽어 들인다. 

의도 규칙에는 세 종류의 규칙이 담겨 있다. 첫 번째 규

칙은 상황에 따른 계의 생성으로 추론에 의해 생성될 

동 인 계를 담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Object, Time, 

Location, Action 요소의 값 생성이다. 값들은 온톨로지 

구조에 포함된 데이터들에 기반 하여 생성된다. 생성된 

값들은 최종 으로 Intention을 악하는데 사용된다. 마

지막 세 번째 규칙은 Intention 해석을 한 규칙이다. 

두 번째 규칙을 통해 각 요소에 생성된 값들을 통해 

Intention이 해석된다. 

상황인식 해석기는 메모리에서 온톨로지 모델을 불러

오고, 일로 장된 의도 규칙 일을 읽어 들인다. 의

도 규칙 일의 첫 번째 규칙에 따라 각 상들의 동

인 계를 설정한다. 동 인 계는 상황에 따라 계가 

바 어야 하는 것들이다. ,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

은 날짜에 따라 변경된다. 이 게 특정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동 인 계의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센서에 의해 입력되는 시간 정보, 기상 정보, 사용자의 

행  정보, 치 정보 등은 수시로 변경되지만 데이터 

자체가 항시 변화하게 되므로, 동 인 계의 상이라 

볼 수 없다. 동 인 계가 생성된 후 Object, Time, 

Location, Action의 요소 값이 생성된다. 이 네 가지의 

요소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상황인식 서비스가 필요한 곳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소의 값은 단어로 입력된다. 

기존의 상황인식 시스템이 데이터 검색을 해 특정 코

드 값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온톨로지를 사용한 상황해

석 시스템에서는 계를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므로 컴퓨

터 심의 코드 값이 아닌 로그래머, 리자 등 인간 

심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Object는 서비스를 받는 

상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한 Object가 서비스를 받는 상으로 설정된

다 하더라도 상의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 성별을 사용

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에서는 상황의 해석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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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사용한다. Object, Time, Location, Action의 상황요

소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의해 둔 후 규칙을 통

해 합한 키워드와 연결한다.

세 가지의 규칙을 통해 추론된 내용은 다시 온톨로지 

모델에 용된 후 메모리에 장된다. 이 게 장된 온

톨로지 모델은 서비스 검색기에서 한 서비스를 검색

하기 해 공유된다.

2.2.3 서비스 검색기

서비스 검색기는 Intention에 의해 단된 상황에 따른 

한 서비스를 검색한다. 서비스들은 온톨로지 모델에 

등록되어 있다. 각각의 서비스는 특정한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 으로 등록된다. Intention이 단된 

후 서비스 검색기는 서비스 규칙 일을 읽어 들인다. 

서비스 규칙 일은 실행 가능한 모든 서비스의 용 범

가 작성되어 있으며, 단된 Intention에 합한 서비

스들이 검색된다. (그림 3)은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

조를 보여 다.

상황인식

해석기

서비스

검색기

상황정보

수집기

서비스

실행기

서비스1

서비스2

서비스3

서비스4

추론기

Intention

규칙

Intention

규칙

서비스

규칙

서비스

규칙

온톨로지

구조생성

상황해석

및의도파악

서비스

추론및실행

외부상황정보

(센서등)

내부상황정보

(사용자이력등)

(그림 3)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

3. 실험

본 논문에서는 모호성 해결을 한 온톨로지 기반 상

황해석 구조를 제안한다. 상황해석 구조에 온톨로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해 실제 기  온

톨로지 구조를 작성하고 Intention 규칙과 서비스 규칙을 

작성하여 실험하 다. 기  온톨로지 구조의 작성은 

OWL DL을 수하는 구조로 작성하 다[10]. 상황해석 

처리를 한 로그램은 Java2 SE 1.5.2를 기반으로 작

성하 으며, 온톨로지의 처리를 해 HP Lab에서 개발

한 Jena2 Framework를 사용하 다[11].

3.1.  시나리오

실험의 시나리오는 가정을 상으로 한다. 가정 내에서 

구성원에 따라 합한 상황인식 서비스를 실행해  수 

있는가가 실험의 목표이다. 서비스를 받는 상은 가정

의 구성원으로 성인과 어린아이이다. 가정 내의 재 구

성원이 구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가 실행된다. 

구성원에서의 어린아이는 가정 내의 장치에 한 작동이 

서투르거나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유아로 제한한

다. 본 실험에서의 유아의 정의는 10세 미만으로 한정하

다. 한 외출을 2가지로 구분하여 단기외출과 장기외

출로 정의하 다. 단기외출은 잠시 가까운 곳(집 근처의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기 한 외출이다. 단기외출과 장

기외출의 구분은 외출 후의 시간을 측정하여 단한다. 

외출 후 30분 이내는 단기외출로 정의하며, 30분 이후는 

장기 외출로 정의한다. 서비스는 안 과 련된 것들로 

출입문의 잠 장치, 가스 제어기, 보일러 제어기이다. 가

스 제어기와 보일러 제어기는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기  온톨로지 구조는 (그림 

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Information
Context

Object

Time

Location

Action

Context

Object

Time

Location

Action

Keyword

Adult

Kid

AdultIn

AdultOut

KidIn

KidOut

GoOutAWhile

GoOutFar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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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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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Out

KidIn

KidOut

GoOutAWhile

GoOutFar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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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Time

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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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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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Fall

Winter

Season

Spring

Summer

Fall

Winter

Intention

SecureNot

SecureAll

SecureKids

SecureKeep

Intention

SecureNot

SecureAll

SecureKids

SecureKeep

Services

DoorLock

DoorUnlock

GasValveOpen

GasValveClose

GasValveLock GasValveUnlock

HeatingOn

HeatingOff

HeatingLock

HeatingUnlock

Services

DoorLock

DoorUnlock

GasValveOpen

GasValveClose

GasValveLock GasValveUnlock

HeatingOn

HeatingOff

HeatingLock

HeatingUnlock

executeIntention

hasCurrentStatus

hasIntention

hasCode

locateOn

#int

#String

hasAge

hasName

#date

isCurrentDate

#int

isCurrentMonth
#time

isCurrentTime

#int

isCurrentHour
#int

isCurrentMinute

#int

isDiffTime

hasSeason

: Class

: Instance

: Class와

Instance 관계

: subClassOf

: Property

: Datatype

: ObjectProperty

: DatatypeProperty

hasService

(그림 4) 실험에서 사용된 기  온톨로지 구조

기  온톨로지 구조에는 클래스와 Property만이 정의

되어 있다. 클래스들은 사물, 서비스 상, 서비스 등을 

개념 으로 정의하며, Instance를 통해 실제로 사용된다. 

정의된 Property들은 클래스 혹은 Instance가 가질 수 있

는 속성 값이나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선언된 클래스는 실험환경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들을 담고 있다. Information 클래스는 사용자 정보와 환

경에 한 최상  클래스를 UserInformation DateTime 

Locate 클래스를 하 클래스로 가지고 있다. 각 클래스

들은 필요한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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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typeProperty를 통해 필요한 값을 가지고 있다. 혹은 

ObjectProperty를 통해 다른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나 

클래스들과 계를 가지고 있다.

실험을 해 구 된 온톨로지 구조에서는 사용자에 

한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사용자의 재 상태(외출, 

귀가)와 시간과 련된 것들을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다. 

한 개별 인 서비스들을 Instance로 정의하여 재의 

의도에 따라 다수의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다.

클래스 혹은 Instance는 Property를 통해 계를 정의

하며, 규칙 기반의 추론엔진을 통해 동 으로 계가 생

성될 수 있다. 이 게 생성된 계들은 의도를 추론하고, 

추론된 의도에 합한 서비스를 선택한다.

3.2.  실험 결과 고찰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실험을 실시

하 다. 총 4가지 세부 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

며, 해당 시나리오들에서 한 추론이 이루어지는 실

험하 다. 4가지의 세부 인 시나리오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나리오 1 어린아이 귀가, 어른 귀가

시나리오 2 모두 외출, 단기 외출

시나리오 3 모두 외출, 장기 외출

시나리오 4 어린아이 귀가, 어른 외출

(표 1) 4가지의 세부 인 시나리오

의 4가지 세부 인 시나리오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

여 실제 각 시나리오에 필요한 의도가 추론됨을 확인하

다.

 

(그림 5) 서비스 출력 화면

의 (그림 5)는 의도가 추론되어 서비스가 결정된 출

력 화면이다.

3.3.  실험 평가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는 상황해석의 모호성을 

여  수 있다. 온톨로지 개발 툴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의 Validation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Validation은 구문 

검사, 순환성, 일 성 등을 검사할 수 있다[12]. 온톨로지

의 기술  평가를 해 온톨로지 개발 툴인 Protégé 

2000의 plug-in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구조의 Validation

을 수행하 다.

재의 추론엔진에서 OWL DL을 수하는 온톨로지 

구조는 추론엔진을 통해 명확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OWL Full은 재로써는 완 히 지원되는 추론엔진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OWL DL을 수하는 온톨로지 

구조는 추론엔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OWL Full

은 구조에 따라 추론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Protégé 2000 plug-in을 이용한 온톨로지 

Validation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구조는 OWL DL을 

수하여 작성하 으므로 명확한 추론이 가능하며, 이를 

온톨로지 개발 툴의 Validation을 통해 검증하 다.  

(그림 6)은 Protégé 2000 plug-in을 이용한 온톨로지 

Validation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온톨로지 구조가 다양한 상황에 쉽게 

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서비스를 받는 상

에 변화를 주어 실험하 다. 실험의 상황은 아래 (표 2)

와 같다.

실험 상황 변화(서비스 상)

어른 1명

어른 1명, 어린아이 1명

어른 2명

(표 2) 실험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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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구조  추론 규칙과 로그램의 수정없이 

사용자만을 바꾸어 실험을 하 다. 아래 (표 3)는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추론 결과표이다. 온톨로지 기반 상황

해석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새로운 상황에 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환경 조건
(사용자, 상태, 상태변화 경과시간)

의도 추론 결과

어른

어른, 외출, 00:19:00 SecureKeep

어른, 외출, 00:32:00 SecureAll

어른, 귀가, 00:13:00 SecureNot

어른, 
어린아이

어른, 외출, 00:32:00
어린아이, 외출, 00:45:00

SecureAll

어른, 외출, 00:12:00
어린아이, 외출, 00:25:00

SecureKeep

어른, 외출, 00:54:00
어린아이, 귀가, 00:11:00

SecureKids

어른, 귀가, 00:05:00
어린아이, 귀가, 00:35:00

SecureNot

어른, 귀가, 00:47:00
어린아이, 외출, 00:12:00

SecureNot

어른1, 
어른2

어른1, 외출, 00:19:00
어른2, 외출, 00:45:00

SecureKeep

어른1, 외출, 00:32:00
어른2, 외출, 00:58:00

SecureAll

어른1, 귀가, 00:02:00
어른2, 외출, 01:08:00

SecureNot

어른1, 귀가, 00:13:00
어른2, 귀가, 00:01:00

SecureNot

(표 3) 각 환경에서의 서비스 추론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를 제안하

다. 온톨로지 기반 상황해석 구조는 로그램의 수정

을 최소화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쉽게 응할 수 있다. 

한 온톨로지 추론엔진을 이용함으로써 정해진 문법 내

에서 규칙을 작성한다. 추론엔진을 이용함으로써 로그

램 구조에 기반을 둔 상황해석보다 상황해석의 모호성을 

일 수 있다. 실제 가정을 상으로 하는 상황인식 시

스템을 개발하고 실험을 실시하 다. 한 실험결과를 

통해 로그램의 복잡도를 낮추고, 추론을 통한 상황해

석의 모호성을 어느 정도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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