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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로봇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반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로봇을 URC 라고 하는데 

이 URC 가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황인지 기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로봇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워크플로우 언어(CAWL)를 바탕으로 상황인지 UR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텍스트 비교기를 제안한다. 컨텍스트 비교기는 트리플릿으로 표현된 사

용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적인 상황 정보를 로봇, 센서, 모바일 등의 상황정보를 저장하

고 있는 온톨로지와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듈이다. 제안하는 컨텍스트 비교기

를 이용하여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1090-1121-0010) 
1 교신저자 

1.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동 중에도 컴퓨팅 파워
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대
두 되었고 워크플로우에 상황 인식 기능을 적용하려
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로봇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정보통신부에서는 URC를 개발 중에 있다. URC는 
기존 로봇에 네트워크 및 정보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나
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
워크 기반 로봇이다.  

URC 개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 또는 센서 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고
성능 로봇용 서버등과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구축
이 되어야 한다. 또한 로봇과 고성능 서버와의 네트
워크 통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또한 URC 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상황인지와 자동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로봇 서비스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워크플로우 언어(CAWL)를 바탕으로 상황인
지 UR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텍스트 비교기를 
제안한다. 컨텍스트 비교기는 트리플릿으로 표현된 
사용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적인 상황 정
보를 로봇, 센서, 모바일 등의 상황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온톨로지와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듈이다. 이 컨텍스트 비교기를 통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워크플

로우의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상황인지 
워크플로우에 컨텍스트 비교기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워크플로우 기술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이
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
한 상황인지 워크플로우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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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low 는 uWDL 을 바탕으로 구축한 상황인지 워크
플로우 서비스 프레임워크이다. uWDL 은 기존 웹 서
비스 기반 워크플로우 언어들이 서비스 전이 조건으
로 상황정보를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유비쿼터스 워크플로우 언어이다. uWDL은 워
크플로우가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상태를 전이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의 상태 전이 조건에 컨텍스트 정
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uWDL 은 시나리오 문서
내에 상황 정보를 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순차적
인 하나의 워크플로우 만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uWDL 은 상황 정보의 동적으로 표현하거나 다수의 
워크플로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CAWL 은 웹 서비스 형태로 설계된 이질적 환경의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흐름을 구성하고 상황 
정보인 컨텍스트, 프로파일 및 이번트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서 상황인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황인
지 워크플로우 언어이다. CAWL은 uWDL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적으로 발생하는 컨텍스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브-워크플로우 개념을 
추가하여 복합 워크플로우 기능을 지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CAWL 에서 트리플릿으
로 들어오는 상황 정보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상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컨텍스트 비교기를 제안한다. 
 
3. 아키텍처 설계 

본 절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로
부터 정보을 받아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언어인 CAWL의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 본다. 

 

 
(그림 1 ) CAWL 기반 URC 제어 과정 

 

그림 1 은 CAWL 을 기반으로 작성된 로봇 서비스 
시나리오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일
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워크플로우 환경
에서 CAWL 문서를 작성하고 워크플로우 파서로 전
달된다. 파싱이 끝난 후에 생성된 객체는 워크플로우 
엔진으로 넘어가게 된다. 엔진에서는 객체를 순차적
으로 돌면서 처리하고 로봇에게 웹서비스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림 2) CAWL문서 처리 과정 

 
그림 2 는 CAWL 문서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온톨로지 기반
의 컨텍스트 어휘 정보와 워크플로우 시나리오 개발 
도구인 CAWL Editor 를 사용하여 CAWL 문서를 작성
한다. 작성된 문서는 CAWL Parser 로 전달된다. 파서
를 통해 DIAST(Document Instance Abstract Syntex Tree)
가 생성된다. 생성된 DIAST 에 플로우는 플로우의 재 
사용을 위해서 워크플로우 풀에 저장된다. 또한 사용
자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동적인 상황 정보를 
표현한 트리플릿은 컨텍스트 비교기로 전달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들의 정보는 온톨로지를 참

조하여 Structual Context Model을 생성한다. 생성된 엔
티티는 context data 저장소에 저장되고 이 정보들은 
context ontology 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컨텍스트 비교
기는 트리플릿이 전송되면 context ontology 에서 정보
를 찾아서 비교한다. 

 
(그림 3) 컨텍스트 비교기 동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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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는 컨텍스트 비교기의 동작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온톨로지를 참조
하여 사용자는 센서, 로봇, 모바일, 사람 등을 context 
ontology 에 인스턴스로 등록하게 된다. 센서, 로봇, 모
바일 등의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context data 에 
entity<id, property, value>가 RDF 값으로 된다. context 
data는 context ontology에 instance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항상 최신의 상황 정보를 기억하고 있게 된다. 

Flow processor 에서 트리플릿이 컨텍스트 비교기로 
전달된다. 컨텍스트 비교기에서는 넘어온 정보를 
context ontology에 등록되어 있는 instance인지 트리플
릿의 정보가 이상이 없는지 유효성을 검사한다. 유효
성을 검사한 뒤에 추론기 중의 하나인 Hermit 을 사용
하여 추론하고 추론된 결과를 Flow processor 에 전달
한다. 

 
4.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텍스트 비교기는 유비쿼터
스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을 인지하여 상황에 따른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CAWL 을 이용하여 상황

인지를 통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작
성하였다. 시나리오에 로봇은 레고 로봇을 사용하여 
테스트 하였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행사장에 도착하여 스마트 폰으로 현재 행

사장에서 사용가능한 로봇 서비스를 검색한다. 로봇 
서비스 중에 행사장 안내 가이드 로봇 서비스를 선택
한다. 가이드 로봇 서비스를 선택하면 현재 부스 안
내를 위해 대기중인 로봇 R111 이 A 씨에게 다가온다. 
A 씨는 다가온 로봇에 안내 받고 싶은 부스 B300 를 
선택한다. 로봇은 A 씨가 선택한 부스로 이동하고 부
스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 A 씨에
게 정보를 전달한다. 

 
시나리오 워크플로우 중에 일부를 나타내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4) 시나리오 문서의 워크플로우 

 
그림 4 는 CAWL 을 기반으로 작성한 시나리오 문
서를 워크플로우로 나타낸 것이다. 실행은 Source, 
SearchFlow, GuideFlow, Sink 순서로 동작한다. GuidFlow
에는 WaitPerson, WaitSelect, InfoBooth 의 서브 플로우
가 기술되어 있다. WaitPerson은 사용자가 guideService

를 선택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노드이다. 사용자
가 guideSevice 를 요청하게 되면 로봇이 사람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WaitSelect 는 로봇이 사람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위치를 선택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노드
이다. 사람이 부스를 선택하게 되면 로봇이 선택된 
위치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InfoBooth 는 로봇
이 입력된 부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노
드이다. 로봇이 부스에 도착하게 되면 부스에 정보를 
출력하고 음성으로 설명하는 명령을 로봇에게 내린다. 

 
<표 1> CAWL 로 작성된 시나리오 문서의 일부분 

 
표 1 은 CAWL 로 작성된 시나리오 문서 중에 

guildeFlow 부분이다. 그중에 InfoBooth 노드의 서비스
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condition 부분이 R111 이 
B300 이라는 부스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
분이다. R111, isLocated, B300이 컨텍스트 비교기로 넘
어가게 되어 현재 로봇의 상황을 판별한다. 

 

 
(그림 5) 컨텍스트 비교기에 비교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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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는 컨텍스트 비교기에서 R111, isLoacted, 
B300 을 가지고 Hermit 추론기를 사용하여 상황 온톨
로지에 관련 정보가 맞는지 판별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R111 이 온톨로지에 존재하는지 
찾은 후에 isLocated 속성에 관련된 값을 찾는다. 
isLocated 에 값이 B300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는 
참을 리턴하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텍스트 비교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비교
기의 실현을 입증하기 위해 레고 로봇을 웹 서비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험하였다. 제안하는 시
스템은 RDF 기반의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상황을 인
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상황을 인지하여 

로봇을 상황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레고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생성하고 구현하였다. 따라서 실제 로봇에서 사용되
기 위해서는 로봇 서비스를 정의하는 방식과 온톨로
지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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