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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용자의 정적, 외부환경과 연관된 동적 상황정보와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개인적 상황정보들을 의사결
정 요소로서 고려한 의사결정의 동적 변환(Dynamic Adaptation)을 제안한다. 즉, 의사결정자의 정적, 외재적 정보보다 
과거의 경험, 주관적 선호도 및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상황정보(Social Context)를 의사결정에 동적으로 반영하고 동시
에 의사결정 해의 사용시점에서의 가용성에 따라 유용 가능한 대안을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적, 외재적 및 사회적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추론한다. 추론은 의사결정자의 과거 경험에 기반한 사례기반
추론과 해당 의사결정 결과가 가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위한 제약식 만족추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개인적 
경험 등의 정보에 기반한 ʻ문제상황 온톨로지ʼ(Problem Context Ontology)와 집단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ʻ솔루션 온
톨로지ʼ(Solution Ontology)를 구축하였다. 의사결정단계는 상황정보 인식 및 문제상황 온톨로지에 매핑하는 단계, 경험
적 사례로부터 문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단계, 생성된 솔루션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 솔루션 온톨로지
와 제약식 만족추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방법론을 모임에 적합한 식당을 제안하는 
예제를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사회적 상황정보를 고려하여 생성된 의사결정대안이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생성된 의사결정대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제약조건식과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해 생성한 대안이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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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은 동 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인지와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재 

인지되는 동  정보에 비해, 이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

는 개인 의사결정자들의 경우, 동 인 정보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

지된 상황정보를 동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생성을 한 동 변환을 지원하는 동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구 하기 

해서는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기 해서는 동  상황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

고 상황에 맞는 한 의사결정 해를 생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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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Dynamic adaptation) 방법을 제안하 다. 

즉 동 변환은 상황인지(context-aware)와 함께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핵심요소로서, 끊임없

이 변화하는 상황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결정

자에게 시시각각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해 수행된

다(Michele et al., 2010; Tayeb et al., 2004). 즉 의

사결정자의 개인  상황정보와 의사결정 안에 

귀속된 상황정보를 동시에 동 으로 모니터링  

인지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가용한 최

의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동  변환을 

해서는 기 수립된 정책이나 업무 련 규칙 등을 활

용해 규칙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새롭게 인지된 

상황 정보와 규칙베이스를 이용해 추론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Anders et al., 2003; 

John et al., 2003; Haake Jörg et al., 2009; Malandrino 

et al., 2010). 이때 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에 노출

되더라도 의사결정자 개인의 선호도나 과거 경험 

등에 따라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기 수립된 지식이나 업무

련 규칙 등을 일반화한 정보만을 이용해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는 기존의 변환 방법으로는 양질의 

의사결정을 기 할 수 없다. 한 의사결정자 개인

의 사회  계와 연 된 상황정보도 의사결정에 

많은 향을 미친다(Buriano, 2006). 그러나 정  

 외부 환경  상황정보에 비해 암묵지 인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식별과 모델링이 어렵고, 규칙 

형식으로의 일반화가 곤란하여 이를 규칙화  일

반화하여 활용한 련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시

에서의 정 , 외부  환경의 상황정보뿐만 아니

라, 의사결정자 개인의 사회  상황정보를 고려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상황정

보를 표 하기 한 지식표  방법으로 온톨로지

를 활용하 다. 온톨로지는 정보와 정보들 간의 

계 표 이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  사회  

상황정보를 표 하기에 유용하다. 한 온톨로지

에 기반된 정보는 사례로 구축되었으며 개인의 상

황정보에 따라 사례를 맞춤화하여 최 의 의사결

정 해를 찾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사례기반  

제약조건식 추론인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정방법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온톨로지  상황모델링

상황 모델링을 한 온톨로지는 문제상황 온톨

로지(Problem Context Ontology)  솔루션 온톨

로지(Solution Ontology)로 구성된다. 문제상황 온

톨로지는 의사결정자 개인의 모바일 기기에 치

하게 되며 솔루션 온톨로지는 서버에 치한다. 문

제상황 온톨로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솔루션 온톨로지는 집단지성에 기반해 다수 의사

결정자의 의사결정 결과를 일반화  객 화 한다. 

따라서 개인의 모바일에 장되기보다 서비스 제

공자의 서버에 치하게 된다.

문제상황 온톨로지는 개인 의사결정자의 정 , 

환경기반 동   사회  상황정보들의 외 , 내  

연 계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결과를 맞춤화하도

록 모델링 된다. 문헌에 의하면 상황정보 모델링을 

한 최 의 안으로 온톨로지가 활용되고 있다 

(Thomas et al., 2004; Xioa et al., 2004; Ejigu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황정보 모델링

을 해 온톨로지를 사용하 다. 를 들어 개인 

‘갑’이 회의를 해 회의장소를 물색하는 경우 ‘갑’

이 구와 언제 무엇을 논의하느냐에 따라 즐겨 

찾는 회의장소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문

제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례형식으로 장

된다. 그러나 ‘갑’의 사례베이스에 장된 회의장

소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별개의 요인으로, 

즉 그 회의장소가 가용하지 않다던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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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회의장소의 추천이 요구되는 경우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한다.

솔루션 온톨로지는 문제상황 온톨로지를 이용

한 사례추론의 결과가 사용시  가용하지 않고 문

제상황 온톨로지로부터  다른 안의 추출이 불

가능한 경우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안을 

찾는 것을 지원하도록 구축되었다. 즉, 솔루션 온

톨로지는 일반  의사결정자들의 상황정보를 이

용한 의사결정 결과를 객 화  일반화하여 모델

링 된다. 즉 ‘갑’의 사례베이스에 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상황조건, 구와, 언제, 무엇을 회의 

할 것인가라는 조건하에 일반 으로 다른 사람들

이 주로 이용하는 회의장소를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례베이스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의 과거 경험에 기반한 사례기반

추론

의사결정자가 상황정보에 노출되는 경우, 과거

의 경험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추론하는 것이 일

반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문제상황 온톨로

지에 기반한 상황정보 모델링을 이용해 발생된 상

황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과거의 유사 경험 사례

베이스로부터 맞춤화된 사례를 추출한다. 

∙상황변화에 따른 의사결정-개인-결과 수정

을 한 제약식 만족추론

의사결정자의 과거 경험을 이용한 사례기반추

론으론 생성된 의사결정 안이 재 가용하지 않

은 경우 유사 안의 추출이 요구된다. 이를 해 

사례기반추론을 해 사용된 상황정보와 추론의 

결과로부터 온톨로지에 기반하여 제약식을 추출

하며, 이들 제약식에 기반하여 일반  사례베이스

로부터 가능한 안을 추출하기 해 솔루션 온톨

로지를 이용한 제약식 만족추론을 수행한다. 새로

이 탐색된 안들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는 해를 찾지 못하면 생성된 제약식 의 

사용자 요구사항의 우선순 에 따라 제약이 약한 

조건식부터 조건 일부를 해제하면서 의사결정 해

를 구한다.   

본 연구는 상황정보 모델링과 사례기반  제약

식 만족추론을 심으로 상황정보기반 동 의사

결정지원을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해 제 

2장에서는 상황정보  상황모델링에 해 문헌조

사를 했으며, 제 3장에서는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

한 동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고 본 논

문의 상황모델링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추론

을 한 상황정보의 변환  문제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매핑  사례기반 추론을 소개한다. 제 5장

에서는 솔루션 온톨로지에 기반한 제약식 만족추

론 방법론을 설명한다. 제 6장에서는 제를 통해 

본 시스템을 검증하고 제 7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확인하고 제 8장에서는 결론  추후 

련 연구에 해 제안하 다. 

2. 문헌 연구

의사결정자가 처한 상황은 다양하게 분류가 가

능하다. 크게 의사결정자와 련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정 정보,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변하는 동

정보  의사결정자의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  

계를 고려한 사회  정보로 나 어 볼 수 있다. 

재까지는 정   환경  상황정보에 기반하여 의

사결정을 지원하 으나 의사결정자의 내면  경험 

등도 고려한 맞춤화된 의사결정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 ,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변하는 동 정보와 개인의 내재  상황요인으

로 사회  계를 고려한 상황정보  상황정보모

델링을 다음과 같이 문헌에 기반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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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황정보

본 논문에서는 상황정보를 최종 의사결정자들

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상황정보 분류

상황정보유형 설명

정  상황정보

(Static Context)

∙이동통신장치에 

장된 사용자의 정보

∙환경변화에 따라 수

정되지 않음

∙사용자 상황정보의 

일부

사용자

로필, 

로우

페일지

외부환경 

상황정보

(Dynamic 

Context)

물리  

상황정보

∙사용자 단말기 내재된 

센서를 이용해 수집할 

수 있는 상황정보

∙외부환경 상황정보

치, 시간

환경  

상황정보

∙외부 서비스 정보제

공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상황정보

∙물리  상황정보의 

일부

날씨, 

교통정보

사회  상황정보

(Social Context)

∙사용자와 상호작용

을 하는 다른 사람들

과의 계

∙내부  는 논리  

상황정보의 일부

사회  계, 

상호 계의 

목 , 흥미, 

이해도 등 

정  상황정보로 정보사용자의 인구통계학  

정보인 나이, 성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환경 변

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한 사용자 상황정보의 일부로 정의되기도 한다

(Guanling et al., 2000). 따라서 사용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장이 가능하다. 를 들어 사용자 

로필, 이동통신 단말기의 로우페이지 등에서 추

출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정  상황정보

(Static context)로 분류한다. 이에 반해 외부환경

의 상황정보는 내재된 센서를 이용해 인지하거나 

정보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동통신장치의 

내재된 센서 등을 이용해 간단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정보로는 의사결정자의 치, 시간  장소 

등이 이에 포함되며 외부  상황정보(external con-

text) (Prekop et al., 2003; Gustavsen, 2002) 는 

물리  상황정보(physical context) (Hofer et al., 

2002)로 정의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정보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외부환경정보로는 

의사결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교통, 날씨 등의 상

황정보가 포함되며 외부환경  상황정보(environ-

mental context) (Daqing et al., 2004)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변하는 동

정보로 분류하고 동 정보라 한다.

내재  상황정보로는 의사결정자가 재의 물

리   외부환경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다

른 의사결정자들과의 사회  연 계, 심사의 

공유도  친 도 등을 포 하는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상황정보는 내  상황정보(Prekop 

et al., 2003; Gustavsen, 2002), 논리  상황정보

(Hofer et al., 2002), 사용자 상황정보(Daqing et 

al., 2004) 는 사회  상황정보(Anders et al., 

2003; Guanling et al., 2000; Ghita et al., 2004; 

Ceri et al., 2007; Adams et al., 2008; Tran et al., 

2009; Bin et al., 2004; Suganuma et al., 2008) 등

으로 정의된다. 사회  상황정보의 암묵지  특성

으로 인해 인지와 모델링이 어려워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모델링하여 의사결정

에 반 하는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

정방법론’을 제안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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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황 모델링

스트랭과 린호 포피엔(Strang and LinnhoffPopien, 

2004; Thomas et al., 2004)은 6개의 기 을 선정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과 련된 상황정보 모델링 

방법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온톨로

지 기반 모델링이 재 환경에 실 가능성을 제외

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재 환경에 실 가능성에서도 ‘Markup scheme 

modeling’ 방법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방법론 의 

하나임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수많은 연구들이 

상황정보 모델링을 해 온톨로지를 채택하고, 해

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합한 상황정보 온

톨로지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Xiao  et al., 2004).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  의사결정에 요구

되는 상황정보를 사용자 상황정보인 정 , 외부환

경기반 동 ,  사회  연 계 정보로 구분하고 

이들에 해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3. 상황정보 모델링

3.1 동 의사결정 추론 구조

상황정보를 이용한 동 의사결정방법론은 <그

림 1>과 같이 상황정보 인지 모듈(Context-aware 

Module), 상황정보 변환  매칭 모듈(Context Con-

version and Matching Module), 상황정보기반 사

례수정 모듈(Context adaptation Module)과 사례 

용  장 모듈(Case retain Module)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

정방법론’의 추론과정인 상황정보-변환  매칭 

모듈과 상황정보 기반 사례 수정 모듈에  하

도록 한다. 

상황정보-변환  매칭 모듈은 인지된 상황정

보를 이용하여 문제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

례베이스로부터 의사결정 결과를 추론한다. 이 후 

추론된 결과가 가용가능 하지 않은 경우 추출된 

제약식을 이용하여 솔루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안을 추론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림 1>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정방법론’ 구조

3.2 온톨로지 구조

본 장에서는 사례기반추론  제약식 만족추론

을 이용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두 종

류의 온톨로지를 제안한다. <그림 2>와 같이 제안

하는 온톨로지 구조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문제상황 온톨로지(Problem Context Ontology)

와 다수의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결과를 일반화 

 객 화한 솔루션 온톨로지(Solution Ontology)

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에서 각 온톨로지는 정 , 

환경기반 동 , 사회  상황정보의 최상  클래스

와 하  클래스와의 연 계로 구성된다. 실선은 

클래스간의 연 계를 표 한다. 클래스와 선

으로 연결된 ‘P1-1’ 는 ‘S1-1’ 등은 인스턴스를 

나타낸다. 즉, 클래스와 인스턴스  인스턴스와 

인스턴스의 계는 선으로 나타낸다. 



김현우ㆍ손미애ㆍ이현정
 

48  지능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2011년 9월

∙문제상황 온톨로지(Problem Context Onto-

logy; PO) : 문제상황 온톨로지(PO)는 상황정보에 

해 상황의 유형을 결정하고 자신의 과거 의사결

정 성향을 참조해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들로부터 

의사결정 해를 찾기 해 사용된다. 이를 해 발

생 가능한 상황 정보들 간의 계를 일반화하여 

모델링 한다. 이 온톨로지의 최상  클래스들은 세

가지 유형의 정 , 환경기반 동 , 사회  상황정

보에 연결된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들과 개념  

연  계가 있는 상황정보를 수집해 하  클래스

들로 모델링 한다. 모든 상황정보의 단말 노드들에

는 인스턴스들이 존재하며, 이 인스턴스들과 새로

운 상황정보와 연결을 통해 사례의 문제상황을 생

성한다. 문제상황 온톨로지의 구조는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2> 문제상황 온톨로지, 솔루션 온톨로지 
 사례베이스

∙솔루션 온톨로지(Solution Ontology; SO) : 

솔루션 온톨로지(SO)는 문제상황 온톨로지(PO)를 

이용해 선택된 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

 사례로부터 안을 찾기 해 사용된다. 즉, 솔루

션 온톨로지는 일반 의 의사결정 결과들을 객

인 에서 일반화  계층화 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여러 의사결정자들의 결과가 장되어야 하

고, 객 인 에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의사결

정자 개인의 의사결정 과거 결과에 기반한 문제상

황 온톨로지(PO)와는 독립 으로 모델링된다.

따라서 문제상황 온톨로지(PO)가 문제 해결을 

해 의사결정자 개인의 경험만으로 구축된 사례로부

터 해를 찾는 것에 비해 솔루션 온톨로지(SO)는 유

사한 경험을 가진 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 

결과들이 일반화된 사례들로부터 해를 찾도록 되어 

있어 집단지성이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상황정보 표 을 한 사례 구조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사례 정보 추론에 활

용하 으며, 따라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례구조

화 하 다. 따라서 i
th
사례(CASE

i
)의 상황정보를 

식 (1)과 같이 표 하 다.

CASEi = {Pi, Si} (1)

P
i

= {(ct, cx
i
k, cv

i
k,) | ct∈CT, cv

i
k∈POI,

cxik는 문제상황의 인덱스, k≥ 1}

CT = {1 : 정 , 2 : 환경기반 동 , 3 : 사회 }; 

상황정보유형

POI = {cvk | cvk는 PO의 인스턴스}

PO = 문제상황 온톨로지(problem Context On-

tology)

Si = {(sxil, sv
i
l) | sx

i
l = 결론정보의 인덱스, 

svil∈ SOI, l≥ 1}

SOI = {sv
i
l | sv

i
l는 SO의 인스턴스}

SO = 솔루션 온톨로지(Solution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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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번째 사례는 문제상황인 P
i
 상황정보와 문

제상황 온톨로지(PO)의 매핑으로 생성된다. S
i
는 

문제상황에 따른 의사결정 솔루션이다. 사례기반

추론에 의해 생성되거나, 경우에 따라 제약식 만족

추론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솔루션

은 <그림 2>의 사례베이스에 사례의 형태로 장

된다.

4. 상황정보 변환  매핑모듈

4.1 상황정보 변환

본 연구에서 상황정보들은 인스턴스들의 집합 

형식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획득된 상황정보들은 

문제상황 온톨로지(PO)에 매핑시키는 작업이 필

요하다. 를 들어 본 논문의 제인 스토랑 선

택 문제의 온톨로지의 인스턴스는 시간을 ‘식사시

간 ’와 ‘비식사시간 ’로 나 고 있는 반면, 새로

운 상황정보로 획득된 시간은 ‘13 : 30’과 같이 일

반 인 시간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일반 시간을 온톨로지에서 표 하고 있는 인스턴스

와 해당 인스턴스의 상황정보 유형 값을 찾아 매핑

한다. 

이 게 문제상황 온톨로지로 매핑 시키기 해 

상황정보 값에 해당하는 문제상황 온톨로지의 인스

턴스와 해당하는 상황정보 유형을 찾는다. 이는 상황

정보유형(ct), 문제상황을 나타내는 인덱스(cxnewk)

와 인스턴스(cvnewk)으로 구성된 순서 으로 표 한

다. 와 같은 변환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음 식 (2)에

서와 같이 문제상황 형식으로 상황정보가 모델링된

다. 상황정보는 상황정보유형, 인덱스와 상황정보 

값의 순서 의 집합으로 표 된다.

PO
new
 = {(ct, cx

new
k, cv

new
k)} (2)

4.2 사례기반 추론

상황정보 변환에 의해 모델링된 상황정보를 이

용하여 개인 의사결정자의 사례베이스를 기반으

로 씨맨틱 유사도를 이용해 해를 탐색 추론한다. 

씨맨틱 유사도는 상황정보와 사례와의 일치하는 

는 연  있는 인스턴스의 수  상황정보 유형

을 고려해 구한다. 유사도 식 (3)은 문제상황(Pro-

blem context)과 사례베이스의 사례로부터의 부

분 온톨로지를 비교하게 된다. 부분 온톨로지의 

노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로 구성되며, 이들은 연

계(Arc)로 연결된다. 따라서 추출된 클래스와 

인스턴스  연 계를 포함하는 부분온톨로지

를 비교한다. 이때 인스턴스는 클래스  계를 

포함해서 완 히 일치하는 인스턴스의 수와 클래

스 공유 정도에 따른 계에 따른 인스턴스의 수 

등으로 가 치를 고려해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

도 값이 가장 큰 사례의 해가 의사결정자에게 제

안된다. 

    × 
 ×  (3)

nij는 i
th
 컨텍스트 유형  j

th
 유형으로 매칭된 인

스턴스의 수, i = {1 : 정 , 2 : 동 , 3 : 사회 }, 

j = {1 : exactly matched, 2 : subsumed}, wij는 nij의 

가 치이고 wi는 컨텍스트 유형에 한 가 치이다. 

사례기반 추론에서 생성된 해를 의사결정자가 

수용하면 식 (1)에서와 같은 형식의 사례가 생성

되며, 생성된 사례는 사례베이스에 장된다. 그러

나 사례기반추론에 의해 제안된 안이 의사결정

자 개인의 상황정보(POnew)와는 계없이 안과 

련된 상황정보에 의해 사용시 에 유용하지 않

으면, 상황정보 기반 사례 수정 모듈의 추론을 이

용하여 새로운 안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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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정보 기반 사례 수정 모듈

5.1 제약조건 정의

의사결정자에게 사례기반 추론으로 제시된 해

가 재 상황에서 가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안

을 구하기 해 솔루션 온톨로지와 제약식만족 

식 추론을 이용한다. 를 들어, 사례기반추론에 

의해 회의 장소로 제안된 회의장이 이미 약되

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회의장소

의 탐색이 요구된다. 이럴 경우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의 상황 특성에 기반해 선택된 안의 특징

을 표 하는 여러 제약식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

으로 다른 의사결정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

된 체 안 집합인 솔루션 온톨로지(SO)를 이

용하여 개인의 상황정보에 맞는 유사한 안을 

찾는다. 즉 솔루션 온톨로지(SO)는 제약식만족 문

제를 효율 이면서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다

수의 의사결정자의 결과를 객 으로 분류한 온

톨로지이다. 

<그림 3>은 솔루션 온톨로지와 사례베이스에 

장된 사례와의 계를 표 하고 있다. 즉, 하나

의 사례와 솔루션 온톨로지(SO)와 연 계는 사

례기반 추론의 결과값과 솔루션 온톨로지(SO)의 

인스턴스와 매핑으로 이루어진다. 를 들어 Case 

1의 결과값인 (CI1-SOL)은 솔루션 온톨로지(SO)

의 인스턴스인 ‘SI-2’와 매핑되어 있다. 이 인스턴

스는 솔루션 온톨로지의 두 개의 클래스 ‘SOL1- 

1-1’, ‘SOL1-2-1’에 연결된다. 

사례는 솔루션 온톨로지와 연결되며, 사례와 연

결된 솔루션 온톨로지 단말노드인 인스턴스의 해

당 클래스를 추 하여 이를 특징짓는 제약식을 정

의한다. 

Case Base

Solution Ontology Solution

SOL1‐1 SOL1‐2

SOL2

SOL1‐2‐1 SOL1‐2‐2 SOL1‐2‐3 SOL2‐1 SOL2‐2 SOL2‐3SOL1‐1‐1 SOL1‐1‐2

SI‐3 SI‐4 SI‐5 SI‐6 SI‐7 SI‐8SI‐1 SI‐2 SI‐9 SI‐10

Case1

Social
Context

CI1‐5 CI1‐6

Solution

Dynamic
Context

CI1‐1

Problem

Static
Context

CI1‐2 CI1‐4CI1‐3

CI1‐SOL CaseN

Social
Context

CIN‐5 CIN‐6

Solution

Dynamic
Context

CIN‐1

Problem

Static
Context

CIN‐2 CIN‐4CIN‐3

CIN‐SOL

PI‐10 PI‐11P1‐2 PI‐9PI‐7

SOL1

PI‐10 PI‐11P1‐6 PI‐9PI‐7

`

SI‐8SI‐2

<그림 3> 솔루션 온톨로지와 연 된 사례베이스

5.2 제약조건 기반 추론

정의된 제약조건식은 의사결정 안을 찾는 입

력값이되면 이에 기반한 제약조건기반추론 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p 1 : 솔루션 온톨로지 탐색

사례기반추론을 통해 획득한 솔루션(Snew)의 결

과값(sv
new
l)과 매핑되는 솔루션 온톨로지(SO)의 

인스턴스를 찾아 인덱스(sxnewl)로 설정하여 (sx
new
l, 

svnewl)로 매핑한다. 이를 해서는 제 4장에서 제시

한 상황정보와 문제상황 온톨로지(PO) 매핑방식

과 같은 방법을 용한다. 이 때 일치된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솔루션 온톨로지(SO)에 사례

기반추론에서 찾아진 솔루션에 한 정보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솔루션 온톨로지(SO)에 본 사례의 

솔루션(svnewl)을 추가하는 작업을 선행 한다.

Step 2 : 안 탐색 

솔루션 온톨로지(SO)에서 특정 인스턴스에 연

결된 클래스들을 그 인스턴스를 특징짓는 제약식

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같은 클래스에 연결된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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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온톨로지의 인스턴스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같은 제약식을 만족하는 안으로 간주한다. 따라

서 사례기반추론 결과에서 생성된 솔루션 svnewl 

와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의 집합 SC
new
을 식 (4)와 

같이 구한다. 

   
∈  ∈ (4)

이 게 SC가 구해지면 모든SC에 연결되어 있

는 인스턴스들의 교집합이 가능한 안이 된다. 이

때 재 솔루션에 매핑되어 있는, 즉 안으로서는 

가능하나 재 유용하지 않은 인스턴스 svnewl를 

제외한 안들이 새로운 안(AI)으로 선택된다. 

  ∩∈    
 (5)

만약 새로운 안(AI)의 개수가 0이면(|AI| = 0) 

안을 찾기 해 Step 4에서처럼 우선순 가 낮

은 조건식부터 완화하여 안을 찾는다. 이에 반해 

안이 두 개 이상이면 안들 간의 우선순 를 

정하기 해 Step 3을 수행한다. 만약 하나이면 이

를 안으로 한다. 

Step 3 : 제약 우선순  결정

Step 2에서 도출된 2개 이상의 새로운 안들 

에서 최 의 안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때 선택된 모든 안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약식 

이외에 각각의 안들이 개별 으로 가지고 있는 

추가 인 제약식들이 개인 의사결정자가 기에 

제시한 문제-상황과 얼마나 합한 지를 평가함으

로써 새로운 안들 간에 우선순 를 결정한다. 이

를 해서는 추가  제약식인 클래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을 구하고 해당 인스턴스들에 연

결되어 있는 사례들의 합도의 평균을 구한다. 이

때 합도 평가는 사례기반추론에서서 유사도 식

(3)에 의해 평가한다. 

Step 4 : 제약 해제

Step 2로부터 안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 사례

기반추론 결과에서 생성된 솔루션 svnewl가 가진 

제약식들  우선순 가 낮은 제약식부터 해제하

여 새로운 안을 도출한다. 이 때 제약식 간의 우

선순 는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솔루션으로 

갖는 사례들의 유사도 평균 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의 온톨로지 기반의 제약식 만족추론에 의

한 의사결정 안선정을 한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main procedure MakeAlternatives

// 사례의 솔루션(sv
new
l)과 솔루션온톨로지 매핑(Step 1)

RelatedSolutionInstance  class of case solution instance

RelatedConstraints   all classes which have ‘instance- 

class’ relationship with RelatedSolutionInstance

// 솔루션온톨로지로부터 안탐색 (Step 2)

Alternatives   GetAlternatives(RelatedConstraints)

// 안이 2개 이상일 때 (Step 3)

if number of Alternatives  >= 2 then

Alternatives  = SortAlternatives(Alternatives, Related 

Constraints)

end if

// 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Step 4)

if number of Alternatives  = 0 then

RelatedConstraints  SortConstraints(Related Constraints)

Alternatives  RelaxConstraints(RelatedConstraints)

end if

// 안이 1개 존재할 때

suggest the first Alternative

end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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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 가 낮은 제약식부터 해제

function RelaxConstraints(Constraints)

repeat

remove the first Constraint from Constraints

Alternatives   GetAlternatives(Constraints)

until(number of Alternatives  >= 1)

Alternatives  SortAlternatives(Alternatives, Constraints)

return Alternatives

end function

// 안추출

function GetAlternatives(Constraints)

Alternatives  all instances which have ‘instance-class’ 

relationship with the first Constraints

for all Constraints

CurrentAlternatives   all instances which have 

‘instance-class’ relationship with current Constraints

Alternatives  Alternatives ∩  CurrentAlternatives
end for

return Alternatives

end function

// 안들의 우선순 설정

function SortAlternatives(Alternatives, Constraints)

ListofSimilarities   NULL

for all Alternatives

CurrentConstraints   all classes which have ‘inst-

ance-class’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Alternative

CurrentConstraints   CurrentConstraints-Con-

straintsCurrentAlternatives  GetAlternatives(Cur-

rentConstraints)

Similarity   0

if number of CurrentAlternatives  >= 1 then

FilteredCases   all cases of which solution is 

one of CurrentAlternatives

if number of FilteredCases  >= 1 then 

Similarity   average of similarities between 

FilteredCases  and current case

end if

end if

add Similarity  to end of ListofSimilarities

end for

sort Alternatives  according to ListofSimilarities

return Alternatives

end function

// 안들에 귀속된 제약식들의 우선순 설정

function SortConstraint(Constraints)

ListofSimilarities   NULL

for all Constraints

CurrentAlternatives  GetAlternatives(Constraint)

Similarity   0

if number of CurrentAlternatives  >= 1 then

FilteredCases   all cases of which solution is 

one of CurrentAlternatives

if number of FilteredCases  >= 1 then 

Similarity   average of similarities between 

FilteredCases  and current case

end if

end if

add Similarity  to end of ListofSimilarities

end for

sort Constraints  according to ListofSimilarities

return Constraints

end function

<그림 4> 솔루션 온톨로지-제약식 기반 알고리즘

6. 제를 통한 방법론 검증

방법론의 논리성 검증하기 해 모임의 성격

에 따라 합한 식당을 추천하는 제를 살펴보

기로 한다. 를 한 <그림 5>는 문제상황 온

톨로지, 5개의 사례로 이루어진 사례베이스  

솔루션 온톨로지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상황 온

톨로지는 음식  선정에 향을  수 있는 정

, 환경기반 동 , 사회  상황정보로 이루어진

다. 이 문제에서 솔루션 온톨로지에 해당하는 

음식 들은 ‘음식 가격’, ‘음식 종류’, ‘음식  

치’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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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식  제 온톨로지

6.1 상황정보 변환  유형 정의

‘상황 온톨로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정방법론’은 

상황정보 변환 모듈이 상황정보에 인덱스를 연결하

고 상황유형을 결정한다. 다음 <그림 6>의 좌측 박

스는 의사결정자에 귀속된 상황정보이며 문제상황 

온톨로지(PO)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매핑된다. 

CI6‐1
2011/1/15

CI6‐2
18:00

CI6‐4
SKK Unv

CI6‐3
A type

CI6‐6
SNP

CI6‐5
KHW

newContext

Social
Context

CI6‐5 CI6‐6

Solution

Dynamic
Context

CI6‐1

Problem

Static
Context

CI6‐2 CI6‐4CI6‐3

KHW SNPProfe‐
ssorwinter Meal 

Time

<그림 6> 상황정보 변환  매핑

를 들어 첫 번째 상황정보인 ‘CI6-1 : 2011/1/ 

15’은 인덱스 ‘winter’에, 직장 ‘CI6-4 : SKK Univ’

는 인덱스 ‘professor’에 그리고, ‘KHW’는 인덱스 

‘CI6-5 : KHW’에 연결된다. ‘winter’는 동 상황정

보에 ‘professor’는 정 상황정보, ‘KHW’는 사회  

상황정보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6.2 온톨로지를 이용한 사례기반 추론

의사결정자의 사례베이스의 사례와 재 입력

된 상황정보와의 유사도를 식 (3)을 이용하여 평

가한다. 제시된 유사도 평가를 해 상황정보 유형

간의 가 치 값을 사회  정보는 2로 하고, 환경기

반 동   정 은 1로 가정한다. 비교 상간의 

일치성 평가를 해 완 히 일치된 것만 가 치 1

로 반 한다.  이럴 경우 <그림 7>의 새로운 상황

사례와 C1과 C5 각각의 해 계산된 유사도는 다

음과 같다. 

   1×(2)+1×(1)+2×(1) = 5

계산된 유사도 C1의 경우 환경기반 동  유형

의 클래스 가 치는 1이고, 이 두 개의 인스턴스 

‘winter’와 ‘Meal time’은 C1의 인스턴스와 모두 일

치하므로 일치도는 2이다. 가 치 1의 정 상황정

보 ‘professor’도 C1과 일치하므로 일치도는 1이다.  

사회  상황정보인 ‘KHW’는 가 치는 2이고, 2개

의 인스턴스  1개의 인스턴스 ‘SNP’만 일치하므

로 일치도는 1이다. 

   1×(0)+1×(1)+2×(0) = 1

계산된 유사도 C5의 경우 환경기반 동  유형

의 클래스 가 치는 1이고, 일치하는 인스턴스가 

없으므로 일치도는 0이다. 가 치 1인 정 상황정

보로 ‘professor’는 C1과 일치하므로 일치도는 1이

다. 사회  상황정보인 ‘KHW’는 가 치는 2이고, 

2개의 인스턴스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치도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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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새로 생성된 상황 사례

이와 같이 C2, C3, C4에 한 유사도는 Sim 

(newContext, C2) = 2, Sim(newContext, C3) = 4, Sim 

(newContext, C4) = 2로 계산된다.

따라서 C1이 의사결정자의 상황에 가장 유사한 결

과 값으로 평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음식  ‘RES- 

2’가 해로 제안된다. 

6.3 제약식만족 추론

사례기반 추론에서 선택된 해 ‘RES-2’가 재 

‘RES-2’의 사정으로 약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안을 찾기 해 다음의 로세스를 이용한다.

Step 1 : 솔루션 온톨로지 탐색 

‘RES-2’가 솔루션 온톨로지에 인스턴스로 존재

하는 지를 확인 후, 존재하면 ‘RES-2’를 이용하여 

제약식을 생성한다. 즉 ‘RES-2’에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를 솔루션 온톨로지에서 탐색한다. 탐색 결

과 ‘음식  치’는 ‘South River’이고 ‘음식 종류’

는 ‘Korean’임을 확인하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제약식으로 하여 다른 안을 탐색한다. 

Step 2 : 안 탐색 

솔루션 온톨로지 상에 클래스 <그림 8>의 ‘South 

River’에 연결된 안들로 구성된 집합은 {RES-1, 

RES-2, RES-3, RES4}이고 클래스 ‘Korean’을 만

족하는 집합은 {RES-2, RES-3, RES-4, RES-6}

이다. 따라서 재 유용 가능하지 않은 ‘RES-2’를 

제외하고 이들 클래스들 간의 교집합을 구하면 

‘RES-3’와 ‘RES-4’가 안으로 가능하다. 

Solution Ontology Restaurant

Venue Food Price

Korean Chinese Japanese P<10 10<P<30 30<PSouth 
River

North 
River

RES‐3 RES‐4RES‐2

<그림 8> 추가제약식 정의

Step 3. 안 우선순  결정

안이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 안 들간의 우

선순 는 식 (3)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즉, 이들 

안들을 포함하는 사례베이스의 사례들과 재 사

례 ‘C6’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여 추가 으로 부여

된 복수개의 제약식들  의사결정자의 재 상황

에 보다 합한 제약식을 찾는다. <그림 6>에서 

‘RES-3’는 평균 가격 가 10$ 미만의 식당이고  

‘RES-4’는 10$에서 30$ 사이의 스토랑이다. 10$ 

미만의 스토랑은 {RES-1, RES-3, RES-6}이고 

10$에서 30$ 사이의 스토랑은 {RES-4, RES-7, 

RES-8, RES-10}이다.  

Solution Ontology Restaurant

Venue Food Price

Korean Chinese Japanese P<10 10<P<30 30<PSouth 
River

North 
River

RES‐3 RES‐4 RES‐6 RES‐7 RES‐8RES‐1 RES‐10

Case Base

C5

Social
Context

CI5‐5 CI5‐6

Solution

Dynamic
Context

CI5‐1

Problem

Static
Context

CI5‐2 CI5‐4CI5‐3

CI5‐SOL

C2 C3 C4

LHJ SENSouth 
River 40sProfe‐

ssor

RES‐8

<그림 9> 추가제약식 기반 연  사례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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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서와 같이 사례베이스에서 10$ 미

만의 스토랑들 에 하나를 해로 갖는 사례는 

{C2, C4}는 각각 인스턴스 {RES-3, RES-6}에 연

결되며, 10$에서 30$ 사이의 사례 {C3, C5}는 인스

턴스 {RES-4, RES-8}에 연결된다. 

이들 사례베이스로부터 추출된 사례와 재 상

황을 고려하여 생성된 사례 ‘C6’ 간의 평균 유사도

를 앞서 계산했던 유사도 값을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Average Similarity of {C2, C4} 

= {Sim(newContext, C2) +Sim(newContext, C4)}/2 

= (2+2)/2 = 2

Average Similarity of {C3, C5} 

= {Sim(newContext, C3) + Sim(newContext, C5)}/2 

= (4+1)/2 = 2.5

유사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제약식 ‘10 < P < 30’

의 유사도가 2.5로써 제약식 ‘P < 10’의 2보다 높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약식 ‘10 < P < 30’이 재 

문제와의 유사도를 높여주는 제약식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인스턴스들 에 제약식 ‘10 < P < 30’을 만

족하는 ‘RES-4’가 우선 추천 상이 된다. ‘RES-8’

은 Step 2에 따라 고려 상에서 제외된다. 

Step 4 : 제약식 해제 

만약 사례기반추론에서 사례 C5가 선택되어 솔루

션으로 ‘RES-8’이 추천되었다면 만족해야 하는 제

약식은 ‘Chinese’와 ‘10<P<30’이다. 그러나 Step 2

에 따르면 ‘RES-8’의 안 제시가 불가능하다.  이

럴 경우 ‘RES-8’이 가지는 두 제약식 ‘Chinese’와 

‘10 < P < 30’ 에 재 문제와의 연 성이 낮은 

제약식 순으로 조건을 해제하여 안을 탐색한다.  

안 탐색은 Step 3의 로세스를 따른다.  ‘RES-8’

에서 요도가 낮은 제약식 ‘Chinese’를 제거하면 

안으로 {RES-4, RES-7, RES-10} 선정되고 이

들 복수 개의 안은 식 (3)에 의해 유사도 평가 

후 우선순 를 결정한다. 

7.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해 문제상황 온톨로지

와 솔루션 온톨로지를 protégé를 이용하여 구축되

었으며 도우 환경하에서 MS 비주얼베이직으로 

다음과 <그림 10>과 같이 동 의사결정시스템의 

로토 타입을 구축하 다.

Case Base

C1

Social
Context

CI1‐5 CI1‐6

Solution

Dynamic
Context

CI1‐1

Problem

Static
Context

CI1‐2 CI1‐4CI1‐3

CI1‐SOL C5

Social
Context

CI5‐5 CI5‐6

Solution

Dynamic
Context

CI5‐1

Problem

Static
Context

CI5‐2 CI5‐4CI5‐3

CI5‐SOL

C2 C3 C4
SNP LIOwinter Profe‐

ssor LHJ SENSouth 
River 40sProfe‐

ssor

RES‐8RES‐2

Meal 
Time

Context Problem Ontology

Context Solution Ontology

   <그림 10> 문제상황 온톨로지와 솔루션 
온톨로지 로토 타입

본 실험을 해 문제상황 온톨로지는 의사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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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호연 성을 가지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의 연

계  계( 를 들어 만남 등)의 목  등을 사

회  상황(social context)으로 모델링하 다. 이를 

해 사용된 클래스는 29개이며 인스턴스는 143개

로 구성된다. 즉 상황정보는 문제상황 온톨로지를 

활용해 모델링된다. 의사결정자의 상황정보는 문제

상황 온톨로지에 포함된 인스턴스들의 부분집합으

로 새로운 문제상황은 특정 부분집합에 포함된 인

스턴스들이 갖는 모든 상 어(Hyperonym) 계들

로 구성된 부분 온톨로지가 된다. 선택된 해가 가용

하지 않은 경우 제약조건식을 이용해 새로운 안

을 추출할 때 사용될 솔루션 온톨로지는 실제 식당 

소개정보와 평가사이트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구

성되었으며 29개의 클래스들과 76개의 인스턴스들

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  

상황정보를 반 한 의사결정 안과 사회  상황

정보를 반 하지 않은 안 간의 의사결정자의 의

사결정 만족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다. 둘째, 의사결정자 개인의 사회  상황정

보를 반 하여 선택된 의사결정 안과 이 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한 안으로 제약조

건식에 의해 새롭게 선택된 안과의 의사결정 만

족도 비교를 통해 두 그룹간의 의사결정자의 만족

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다.  의사결정자의 의

사결정을 해 시스템에 의해 제시된 안에 한 

만족도 측정은 두 실험 모두 5  척도를 이용하

다. 매우 만족은 5 으로 표시하도록 하 으며 이

에 따른 각 가설에 따른 실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험은 사회  상황정보를 고려해 의사

결정 안을 도출한 경우와 사회  상황정보 고려 

없이 안을 도출한 경우에 해 각각의 그룹에 

해 실험은 105회 실시되었다. 실험에 의해 도출

된 안에 한 의사결정자의 만족도 비교를 해 

별비교 t-test를 이용하 다. 그 결과 두 그룹간

의 차이의 유의미성(t = 2.626, p < 0.005)을 확인

하 다. 즉 사회  상황정보를 고려한 그룹의 만족

도가 고려하지 않은 그룹의 만족도보다 높음을 확

인하 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회  상황정보를 고려해

서 문제상황 온톨로지로부터 생성된 의사결정 

안이 재 상황에서 가용하지 않은 경우 제약조건

식의 완화를 이용해 솔루션 온톨로솔루부터 새로

운 안을 생성하 다. 즉 사회  상황정보의 고려

에 의해 생성된 안과 제약조건식 완화를 통해 

생성된 두 안들 간의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비

교하 다. 이를 해 실험은 90회 실시되었으며 두 

집단의 만족도 차이 비교를 해 별비교 t-test

를 용하 으며 두 그룹간의 차이가 미약함(t = 

1.19, p < 0.15)을 확인하 다. 비록 제약식을 완화 

했더라도, 솔루션 온톨로지에서 선택된 해와 개인

의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문제상황 온톨로지에 

기반해 선택된 해 사이의 만족도의 차이는 었다. 

즉 재의 가용하지 않은 해의 안으로 제약식 

완화를 통해 새로운 안을 선택하여 의사결정자

에게 제시한 결과 의사결정자는 새로운 안을 수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사결정자를 둘러싼 상

황의 유동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결

과의 가용성이 시시각각으로 장소, 방법, 시간 등

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 이에 한 가용한 의사결

정 안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의 사회경험  상황정보에 기반해 생성된 문제상

황 온톨로지로부터 선택된 해가 사용시 에 가용

하지 않은 경우 제약식 완화 알고리즘을 통해 집

단 지성에 기반한 솔루션 온톨로지로부터 의사결

정자에게 유의미한 안을 제시해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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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황을 정 정보, 환경기반 동

정보, 사회 경험  정보로 분류하여 ‘상황 온톨로

지를 이용한 동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 다.

본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사결정자

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정 , 환경기반 동 , 

사회  상황정보를 효과 으로 표 하기 한 문

제상황 온톨로지와 사례기반 추론을 통한 의사결

정자의 개인  사회 경험  사례에 기반한 의사결

정 안의 추출,  개인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방법으로 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의 사회  

경험을 객  으로 체계화한 솔루션 온톨로

지의 제시이다. 한 문제상황 온톨로지로부터 생

성된 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제약조건 완화를 

통해 솔루션 온톨로지로부터 의사결정 안을 새

롭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은 기존의 온톨로지 구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  상황정보의 고려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만족도의 향상에 미치는 향과 개인의 

사회  경험에 의해 선택된 안이 다수의 의사결

정자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안과의 차이 이 있

는지를 확인하 다. 실험을 통해 사회  상황정보

의 고려가 의사결정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안의 생성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 고, 개인

의 경험에 기반해 제시된 안이 가용하지 않은 

경우 차선으로 솔루션 온톨로지로부터 제약식 완

화를 통해 추출된 안이 유의미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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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Decision Making using Social Context based on Ontology1)

Hyunwoo Kim*
ㆍMye Sohn**

ㆍHyun Jung Lee***

In this research, we propose a dynamic decision making using social context based on ontology. 
Dynamic adaptation is adopted for the high qualified decision making, which is defined as creation 
of proper information using contexts depending on decision maker’s state of affairs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Thereby, the context for the dynamic adaptation is classified as a static, 
dynamic and social context. Static context contains personal explicit information like demographic 
data. Dynamic context like weather or traffic information is provided by external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Finally, social context implies much more implicit knowledge such as social relationship 
than the other two-type context, but it is not easy to extract any implied tacit knowledge as well as 
generalized rules from the information. So, it was not easy for the social context to apply into 
dynamic adaptation. In this light, we tried the social context into the dynamic adaptation to generate 
context-appropriate personalized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modeling methodology to adopt 
dynamic adaptation using the context. The proposed context modeling used ontology and cases which 
are best to represent tacit and unstructured knowledge such as social context. 

Case-based reasoning and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is applied into the dynamic decision 
making system for the dynamic adaption. Case-based reasoning is used case to represent the context 
including social, dynamic and static and to extract personalized knowledge from the personalized 
case-base.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is used when the selected case through the case-based 
reasoning needs dynamic adaptation, since it is usual to adapt the selected case because context can 
be changed timely according to environment status. 

The case-base reasoning adopts problem context for effective representation of static, dynamic 
and social context, which use a case structure with index and solution and problem ontology of decision 
maker. The case is stored in case-base as a repository of a decision maker’s pers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The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use solution ontology which is extracted from collective 

*   Graduate School of EEWS, KAIST
**  Department of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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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which is generalized from solutions of decision makers. The solution ontology is retrieved 
to find proper solution depending on the decision maker’s context when it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dynamic adaptation is applied to adapt the selected case using solution ontolog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comprised of following steps. First, whenever the system aware 
new context, the system converses the context into problem context ontology with case structure. Any 
context is defined by a case with a formal knowledge representation structure. Thereby, social context 
as implicit knowledge is also represented a formal form like a case. In addition, for the context modeling, 
ontology is also adopted. Second, we select a proper case as a decision making solution from decision 
maker’s personal case-base. We convince that the selected case should be the best case depending 
on context related to decision maker’s current status as well as decision maker’s requirements. However,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environment and context around the decision maker and it is necessary 
to adapt the selected case. Third, if the selected case is not available or the decision maker doesn’t 
satisfy according to the newly arrived context, then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and solution ontology 
is applied to derive new solution for the decision maker. The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uses to 
the previously selected case to adopt and solution ontology.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ology 
is processed by searching a meeting place according to the decision maker’s requirements and context, 
the extracted solution shows the satisfaction depending on meeting purpose.

Key Words : Social Context, Ontology, Case-Based Reasoning,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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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개

김 우

현재 KAIST EEWS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

하고, 경영정보학 석사와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녹색

기술 사업화 전략, 지능형정보시스템, 사례기반추론 등이다.

손미애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정보공학으로 박

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

영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멘틱 웹, 시맨틱 웹 서비스, 
BPMS 및 Enterprise Architecture/Architecture Framework 등이며, 현재 온톨로지상에

서의 유사도 계산과 SBA를 위한 EA 구축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경영공학회

와 ITA/EA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CACM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정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및 전자계산학 석사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강대학교

BK21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능정보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

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시멘틱 웹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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