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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황과 사용자의 목표에 적합한 서비스를 자율적으

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내의 서비스들을 체계적으

로 기술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들이 다중으로 존재할 

때 후보 서비스들 중에서 최적의 서비스와 실행 기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에너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과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기기 

선택을 위한 정책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정책 기반의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해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자

율적인 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1. 서  론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특정 이벤트 처리, 사용자의 목표 

달성,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자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황 인식(context awareness)과 

동적 서비스 발견 및 합성(dynamic service discovery & 

composition) 기법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1, 

2]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 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델링하고 기술하기 위한 지식 베이스로서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해 서비스가 발생하는 효과, 실행 

기기의 현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들을 

탐색하거나 서비스가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를 위해 

유사 효과를 발생하는 서비스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서비스나 기기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의 부재로 인해 

다중 후보가 존재할 경우에 최적의 서비스가 최적의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한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목표 도메인 중 하나로 최근 

                                            

* 본 연구는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개발사업의 10C2-T3-10M과제로 지원된 것임. 

 

이슈가 되고 있는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나 실용 기술들은 각 

기기에 하드웨어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기기 별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원격으로 제어하거나[3], 홈 내에서의 

전력,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홈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지하거나[4], 월패드에서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조명, 

냉난방 시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5] 그치고 있을 

뿐, 능동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관리하기 위해 상위 레벨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존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확장한다. 

또한 서비스/기기 선택을 위한 정책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제공 가능한 다중 서비스 중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와 실행 기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정책 온톨로지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선정된 후보 서비스와 기기들 중에서 최종 서비스 

및 실행 기기 선택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에너지 소비 관련 

정책 요소를 정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u-

서비스 온톨로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유비쿼터스 홈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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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에너지 관리 서비스 온톨로지와 최적의 서비스 및 

실행 기기 결정에 필요한 정책 컨텍스트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존 연구 

 

기존의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연구들은 서비스 레벨의 

관리가 아니라 기기 레벨의 모니터링과 직접 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홈 내의 전자 기기에 하드웨어를 부착하고 홈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각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직접 수동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도 제안되었다[3]. 

이 밖에도 홈서버[4]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가정 내의 

사용 에너지 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검침된 정보와 

비교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위한 행위를 

유도한다. 

 

그림 1 에너지 홈서버의 기능 

 

이와 유사하게 대기전력이나 홈 내에 내장되어 있는 전기 

시설을 사용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월패드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도 한다[5].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에너지 사용량을 검침하여 제공할 뿐 에너지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개입과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2.2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 (u-Service Ontology) 

 

이전 연구[1, 2]에서 제안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는 

웰빙 라이프와 공공 안전 도메인을 위해 구축하였고, 도메인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온톨로지는 사용자, 공간, 제어 

가능한 기기 등과 같은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기들의 기능들을 추상화한 단위인 

‘u-서비스(u-Service)’를 도출하여 그들의 정보를 기술하고 

구조화하였다. u-서비스들은 추상화 정도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 탐색과 유사 서비스의 발견/대체를 통해 동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즉, u-서비스 온톨로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후보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제공한다. 

 

3.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 

 

기존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는 u-서비스들을 

분류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에너지 관리를 고려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황 조건에 부합하는 

다중의 후보 서비스들 중에서 최종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기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u-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에 

특화된 상위 레벨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다중 후보 중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정책 요소를 정의한다. 

 

3.1 홈 에너지 관리 시나리오 

 

홈 내에서의 에너지 관리는 대기전력 차단과 같은 

일차원적인 자동 제어뿐만 아니라 적합한 서비스와 기기를 

선택할 시에 에너지 정책을 우선하여 소비를 최소화하는 

고차원적 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 1: 사용자 A씨가 외출 시에는 홈 내의 모든 

대기전력 차단 장치를 작동한다. 

 상황 2: 사용자 A씨는 실내 온도 25℃를 선호한다. 현재 

거실의 온도가 32℃로 냉방 서비스가 필요한데 A씨는 

전력 사용량에 민감하므로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작동한다. 

 상황 3: A씨가 독서 중인 방의 조명을 독서에 적합한 

최소 조도인 700lux로 낮춘다. 

 

3.2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 온톨로지 (u-Home Energy 

Management Service Ontology) 

 

 
그림 2 자동 냉난방 조절 서비스 구조 (일부분) 

 

앞 절에서 선정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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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관련된 기기 에너지 효율과 같은 도메인 정보를 

기술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확장한다. 

또한 기존의 u-서비스들을 재구조화하고 추가하여 에너지 

관리를 위한 최상위 레벨의 서비스를 설계한다. 위의 그림 

2는 에너지 관리 서비스의 하나인 ‘자동 냉난방조절 

서비스’의 일부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보인다. 그림 2와 같이, 

냉난방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분류하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온도를 낮추어야 하는 등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비스 구조를 따라 후보 서비스와 각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기기 집합을 찾아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다음 절에서 

정의할 에너지 관리 정책을 참고하여 최적의 서비스와 기기를 

결정하여 제공하게 된다. 

 

3.3 정책 컨텍스트 온톨로지 (Policy Context Ontology) 

 

홈 에너지 관리 서비스 온톨로지는 특정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와 기기들을 분류하고 관계를 정의한다. 정책 컨텍스트 

온톨로지는 서비스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선정된 후보 

서비스와 기기들 중에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단일 서비스-

기기 쌍의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기술하게 된다. 

이 때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선호도 등도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 규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정책 컨텍스트 요소를 그림 3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정책 컨텍스트의 일부분과 각 예시를 

보이고 있다. 크게 기기, 공간, 사용자, 환경적 요소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 고려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의하였다.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 현재 주변 상황은 

가장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실내∙외 환경 

상태, 계절, 시간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기(Device): 실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로서 특정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다중 기기가 

존재할 시에 최적의 기기를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정의한다. 에너지 효율(전력 소모량), 시간 

대비 성능, 위치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간(Space): 홈 내의 세부 공간 별로 에너지 관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간의 용도나 크기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을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User): 에너지 절약과 사용자의 만족도 충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호도 또는 사용자의 현재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나 

기기, 선호하는 실내 환경 등을 정의할 수 있고, 특별히 

중시하는 요소(전력 소비 최소화 등)를 설정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각 정책 컨텍스트 항목을 일관되게 기술하기 위해 기술 

규격을 정의하였고, 표 1은 사용자의 선호도를 기술하기 위한 

규격이다. 

 User: 해당 정책 컨텍스트와 관련된 사람, 즉 정책 

생성자 또는 사용자의 식별자로 표현한다. 

 BestService-Device: 특정 효과에 대해 사용자가 가장 

 

 
그림 3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 컨텍스트와 예시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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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를 실행할 기기의 

트리플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Effect’는 u-서비스 

온톨로지 내의 u-서비스들이 실행 후에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술하고 있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Illumination_UP, IlluminatorOn, Stand}는 사용자가 조도 

상승을 위해 조명 기기를 작동하는 서비스를 스탠드 

기기를 통해 제공받는 것을 가장 선호함을 의미한다. 

 WorstService-Device: 위의 항목과 반대로서, 사용자가 

가장 기피하는 서비스와 기기를 표현함으로써 선택 시에 

가장 최하위 후보가 된다. 

 PreferringFactor: 에너지 소비량, 시간대비효율, 목적 

달성 중에서 사용자가 특별히 중시하는 요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간대비효율을 가장 중시하는 사용자라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더라도 효과를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서비스나 기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Preference: 사용자가 선호하는 환경 상태 

즉, 온도, 습도, 조도, 공기 상태 등을 기술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UserActivity: 사용자의 현재 상태 또는 행위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부재, 독서, 운동 등과 같이 

특별한 상태를 정의하고 조성해야 하는 목표 환경이나 

에너지 관리의 정도를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 실내에 

다수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평소보다 난방을 적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In_Condition: 정책 컨텍스트 간의 복합 표현을 위한 

항목이다. 별도의 단말 레벨의 컨텍스트들이므로 복잡한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그림 3에서 정의한 컨텍스트들을 활용하여 ‘사용자 

A씨는 여름에는 실내 온도 25℃~27℃를 선호하므로, 

실내 온도가 35℃ 이상일 때는 에어컨으로 

Cooling서비스를, 35℃ 이하일 때는 가장 가까운 창문을 

연다’와 같은 복합 정책을 정의할 수 있다. 

표 2는 기기에 대한 정책 컨텍스트 기술 규격이다. 이 

규격에 따라 u-서비스 온톨로지 내의 기기 표현에 에너지 

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이들을 활용하여 정책을 기술할 수 

있다. 그림 4는 온톨로지 에디터인 Protégé
1
를 사용해서 실제 

기술한 예이다. 

 

 

그림 4 기기 정책 컨텍스트의 표현 예 

 

그림 5는 3.2절의 서비스 온톨로지와 본 절의 정책 

온톨로지를 통한 서비스 및 기기의 선택 과정의 흐름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 인식부터 최종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의 

단계를 3.1절에서 제시한 상황 2의 냉방 서비스(Temperature 

Down)가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① 단계 1 목표 수립 및 상황 인지: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상황(현재 온도)을 센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즉, 사용자 A씨가 거실에 있고 온도가 32℃이므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② 단계 2 서비스 및 기기 탐색: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참고하여 냉방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찾아내고,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기기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후보 서비스를 선별한다. 즉, 

HeateringOff 서비스가 보일러01을 통해, CoolingOn 

                                            
1 Protégé, http://protege.stanford.edu/  

표 2 ‘기기(Device Policy)’ 정책 컨텍스트의 기술 규격 

Device EnergyEfficiencyLevel EfficiencyTimeLevel 

device_id integer integer 
 

DeviceLocation In_Condition 

{closest || sameSpace || none} rule 

 

표 1 ‘사용자(User Policy)’ 정책 컨텍스트의 기술 규격 

User BestService-Device WorstService-Device PreferringFactor 

user_id (Effect, ServiceName, DeviceClass) (Effect, ServiceName, DeviceClass) {Energy || Efficiency || Goal} 
 

EnvironmentalPreference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CO2 

integer (℃) integer (%) integer (lux) integer (ppm) 
 

UserActivity In_Condition 

{absence || exercising || reading || party, || …}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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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에어컨02 또는 선풍기 03을 통해, 

manageWindow 서비스가 창문01, 창문02를 통해 

가능하다. 

③ 단계 3 최종 서비스 및 기기 결정: 정책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단일 서비스와 기기를 결정한다.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책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다른 기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즉, 사용자 A씨가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정의했고 현재 실외의 

온도가 실내보다 낮다면 전력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WindowOpen 서비스를 창문01과 창문02를 통해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냉방 효과를 위한 선호 

서비스와 기기로 CoolingOn(에어컨)을 설정했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④ 단계 4 실행: 3단계에서 최종 선택된 서비스를 해당 

기기를 작동시켜 제공한다. 

 

위의 3단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정책 온톨로지는 에너지 

관리를 목표로 서비스와 기기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별도의 개입 없이 홈 내의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4. 결  론 

 

유비쿼터스 홈 환경에서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홈 내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하거나 사용자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최적의 서비스 및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온톨로지를 

홈 에너지 관리를 위한 상위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또한 서비스 온톨로지를 통해 탐색한 다중의 후보 서비스들 

중에서 최적의 서비스와 이를 실행할 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정책 정의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에너지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책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복합 정책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정책 규칙을 기술하고 정책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법 등을 연구할 것이며 도메인 확장을 통한 정책 온톨로지 

일반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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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너지 관리 서비스 온톨로지와 정책 온톨로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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