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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는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체육
관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센서 또는 액
츄에이터와 같은 장치들이 수집한 각종 주변 정
보를 상호 공유하여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수집된 대용량 데
이터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주변의 상황정보
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상황인지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절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
터들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황정보를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 IoT 데이
터 관리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Ⅱ. 본  론

IoT 환경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웹 기
술을 이용하여 연결된 디바이스 기기들의 센서나 
장치의 제어, 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제공된
다. 그림 1은 센서 네트워크의 계층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데이터는 클라우드(IoT 환
경)에서 공유, 저장되고 처리되는 것을 보여 준
다.[1] 더불어 다양한 IoT 환경에서의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
황 및 주변 정황 정보를 인지하여 활용되는 상황
인지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2]

IoT 환경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온톨로지 정의가 
필요하다. 상황 정보는 IoT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센서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획득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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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IoT 환경에서 온톨로지는 모든 디바
이스들의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상황 정보
에 대한 개념을 명확한 스키마로 제공하여 상황 
정보 공유 및 관리를 수월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황 정보를 이용한 온
톨로지 기반의 IoT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는 
그림 2와 같다. Device Information Manager는 
Sensor타입과 종류, 수집 시간, 수집 위치 등과 
같은 디바이스 정보들을 관리하고 Device Service 

Manager는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타입
과 관련 데이터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Device 

Context Manager는 디바이스들의 상황 타입과 
관련 데이터들을 관리한다. 이 세 가지 Manager

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Device 

Ontology Manager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온
톨로지를 구성하고 관리한다. IDMS(IoT Data 

Management System)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상황인지 온톨
로지를 적용하여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구성되어 있는 다
양한 종류의 IoT 디바이스들에서 수집된 대용량 

데이터들을 상황 정보를 이용한 온톨로지 정의를  
이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IoT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
계를 제안하였다. 향후 제안 시스템의 상세설계와 
기능구현과 더불어 Agent를 이용하여 온톨로지 
기법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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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Layered structure of a sensor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