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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IoT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상황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해 센서

나 액 에이터 같은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온톨로지를 통해 상황정보로 변환한다. 기존의 상황인지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는 타겟 서비스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 서비스 조건, 

환경 등이 변하거나 는  다른 서비스를 원할 경우 온톨로지를 반 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불편함

이 있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장소나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

는 장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크로스 버티컬(Cross-vertical) 온톨로지 모델인 Generic 

Ontology Models(GOMs)를 제안한다. 한 IoT 서비스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는 IoT 서비스 개념 모

델과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IoT 서비스 환경을 제안하고 제안된 환경에서 GOMs를 이용하여 다양

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용해 으로써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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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IoT environment, context information is important to provide context service to the 

user. For this, collected data from devices such as sensors or actuators, converts to context 

information using the ontology. Because the existing ontologies designed for target service, if 

the user wants to change the service requirements, service condition, service environment or 

another service, overall ontology will be redesigned to the changed service. To overcome this 

difficulty, we propose the cross-vertical ontology model called the Generic Ontology 

Models(GOMs). It can define the user’s desired services without regarding to place and 

situation. Also, we propose IoT service concept model that represents data flow of the IoT 

service and IoT service environment. Moreover, as the use case, we show that the proposed 

GOMs are able to provide the IoT servic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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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유비쿼터스 환경의 도래를 더욱 가속화시키

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개념으로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이 떠오르고 있다[1]. IoT는 지능화된 사물들이 인터넷

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

물 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

어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상황인지 기술이 필수 이다[2]. 상황인지 기술은 사용

자 주변 곳곳에 편재된 센서 는 액 에이터와 같은 

장치들이 수집한 각종 주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사용

자 주변의 상황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해서 사용자가 필

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각종 장치들의 

데이터를 상황정보로 변환하는데 온톨로지는 특정 

역과 련된 개념들과 이들 간의 계, 제약 조건  공

리들을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

하고 부호화함으로써 기계에 의해 조작되고 사용될 수 

있게 한다[5]. 

기존의 온톨로지는 특정 지식 역에 한 어휘의 표

에 집 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거나 타겟 서비스만

을 정의하기 한 버티컬 온톨로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톨로지는 한정된 버티컬 서비스를 정의하기 한 목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의하 던 서비스

에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건, 주변 상황이 변할 경우 기존의 온톨로지에 이러

한 변경사항을 용하기 해서는 온톨로지를 재분석

한 후 설계, 구 , 검증까지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크로

스 버티컬(Cross-vertical) 온톨로지 모델인 GOMs 

(Generic Ontology Models)를 제안한다. 우선 IoT 서비

스 퍼런스 모델을 통해 상황인지 서비스 정의에 필요

한 범용 인 요소들인 장치, 리소스, 오 젝트, 서비스, 

사용자, 장소, 시간, 상황을 각각 독립 으로 버티컬하

게 정의하 다. 이러한 요소들을 각각의 온톨로지로 

용하며 리소스, 오 젝트, 서비스, 사용자, 장소, 시간, 

상황 온톨로지로 설계하 다. GOMs를 통해 기존에 정

의하 던 상황인지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변하거나 기

존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정의하더라도 GOMs는 새

로운 온톨로지를 추가하거나 재설계할 필요 없이 각각

의 온톨로지 하 에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필요한 요

소들을 추가하여 버티컬한 요소들을 계( 로퍼티)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연결하여 상황인지 서비스를 정의

할 수 있는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이다. 

이를 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는 IoT 랫폼, 상  온톨로지 모델, 기존의 온톨로지 

구축에 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IoT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환경을 제안한다. 4장에서

는 제안하는 환경에서 IoT 서비스를 정의하기 한 

퍼런스 모델과 이를 반 하여 설계한 온톨로지 모델인 

GOMs를 제안한다. 5장에서는 GOMs를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용하여 IoT 서비스 정의가 가능함을 보

인다.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연구

2.1 IoT 서비스 플랫폼  
재 IoT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IoT 랫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IoT 랫폼인 Open IoT Planet[6]은 IoT 기술

을 매개로 하여 디바이스 제조사, 서비스 제공자, 애

리 이션 개발자, 소비자 사이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공 을 가능하게 한다. 개방형 IoT 랫폼은 D- 랫폼

(Device-Platform), P- 랫폼(Planet-Platform), M-

랫폼(Mashup-Platform)  S- 랫폼(Store-Platform)

의 네 가지 랫폼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 개발  서

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IoT 서비스 제공하기 

해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방 인 랫폼이 아닌 개발자, 공 사, 소비자 모두가 

개방형 IoT 랫폼을 통해 시장에 참여해서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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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시맨틱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서

비스 랫폼(COMUS: Common Open Semantic USN 

Service Platform)[7]는 지 까지 여러 사업을 통해 구

축해온 방 한 USN 인 라와 사용자의 다양한 IoT 기

기와 센서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실시간 기기  센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정보 기반의 USN/IoT 서비스 랫폼이다. [7]은 

소비자들이 쉽게 센서를 구매, 설치, 망 속, 등록, 인

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물에 센서를 러그 앤 이(Plug & Play)하여 주

변 환경에 한 감지  반응과 같은 제어를 용이하게 

한다. 

2.2 온톨로지 모델   
IoT-A(Internet of Things-Architecture) 로젝트[8]

는 IoT 서비스를 한 아키텍처 퍼런스 모델 (Archi- 

tectural Reference Model: ARM)을 제안하 다. ARM

은 IoT 서비스를 해 다양한 서비스 랫폼의 상호운

용성을 제공한다. 한 ARM의 이해를 해 IoT-A 도

메인 모델을 만들었다. IoT-A 도메인 모델은 장치, 장

치의 기능을 구성하는 자원, 서비스, 물리  실체, 상황, 

치 등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IoT-A 도메인 모델을 통

해 개념과 계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한다. [8]은 

사용자에게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실제 구

이 아닌 IoT 서비스 모델링을 제안하 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SSN(Semantic 

Sensor Network) 인큐베이터 그룹은 SSN 온톨로지[9]

를 표 화하 다. SSN 온톨로지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

크에서 생성  제공하는 센싱 정보를 의미에 따라 결

합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온톨로지를 표 화하고, 이

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센서 네트워크들에서 생성되

는 정보를 통합하고 상호연동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9]는 센서의 생명주기, 성능, 범 , 로세스, 측값, 

시스템, 랫폼 치 등과 같은 센서의 모든 것을 리

하여 센서 심의 서비스에 쉽게 용할 수 있다. [9]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한 온톨로지 모델이 아닌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단하는데 목 이 있다. 

MonCa[10]은 스마트 폰 센서와 이에 연 된 온톨로

지를 기반으로 상황인지 스마트 폰 애 리 이션 구축

을 한 임워크에 해 기술하 다. [10]의 상황인

지 서비스는 학교 내에서 치에 따라 서비스를 미리 

정의해 놓고 스마트 폰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치에서 

지정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은 온톨로지

를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감지된 센서 값을 추상화하고 

온톨로지 추론 엔진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론하여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11]은 상황인지 서비스를 해 상황 온톨로지를 설

계하 다. [11]의 사용자, 물리  오 젝트, 애 리 이

션 등이 모두 상황 엔티티로 존재하며 이러한 엔티티들

이 시맨틱 상호운용성을 가지기 해 온톨로지를 사용

한다. 한 효율 으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환경을 정의하기 해 SOCAM(Service-Oriented 

Context-Aware Middleware) 아키텍처를 제안하 다. 

[10]과 [11]의 온톨로지는 타겟 서비스를 심으로 온

톨로지를 설계하 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사항, 조건, 환

경 등이 변할 경우 온톨로지 모델을 추가하거나 재설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Ⅲ. IoT 서비스 환경

본 장에서는 IoT 서비스 개념 모델과 IoT 서비스 

랫폼에 해 기술하여 IoT 서비스 환경을 정의한다. 

3.1 IoT 서비스 개념 모델 
IoT 서비스 개념 모델은 상황인지 IoT 서비스 정의

하기 한 데이터 흐름을 나타내기 해 [그림 1]과 같

이 5단계로 계층화 하여 구성하 다. IoT 서비스 개념 

모델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장치들을 표 하는 물리

 세계(Physical World), 장치의 기능이나 소 트웨어 

구성요소를 추상화하여 표 하는 리소스 벨

(Resource Level), 리소스의 조합을 통해 IoT 서비스를 

한 오 젝트를 표 하는 가상 세계(Virtual World),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타내는 서비스 요소

(Service Element), 서비스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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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정의하는 서비스 벨(Service Level)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 간의 연결을 통해 IoT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주변 상황  환경도 정의할 

수 있다.

각 계층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물리  세계(Physical World): IoT 서비스 개념 

모델의 최하  계층인 물리  세계는 실제 세계

에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센서 는 액 에이

터와 같은 장치들의 기능이나 소 트웨어 구성요

소를 나타낸다.

리소스 벨(Resource Level): 물리  세계의 장

치의 기능이나 소 트웨어 구성요소는 리소스 

벨에서 추상화되어 독립 인 리소스 개념으로 존

재한다. 만약 장치가 여러 가지 기능과 소 트웨

어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리소스 벨에서 

그 수만큼 추상화된 리소스들(r1 - r5)이 있다.

가상 세계(Virtual World): 리소스 벨에서 추상

화된 리소스들은 가상 오 젝트(Virtual Object)

와 복합 가상 오 젝트(Composite Virtual Object)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이다. [그림 1]의 가상 오 젝

트1(Virtual Object 1)은 물리  세계의 장치 

2(Device 2)를 구성하는 동일한 리소스들의 조합

으로 표 하며 복합 가상 오 젝트 1(Composite 

Virtual Object 1)은 사용자가 원하는 리소스들

(r1, r3, r4)을 조합하여 표 한다.

서비스 요소(Service Element): IoT 서비스를 구

성하는 구성 요소인 서비스 조건(Service Condition)

과 서비스 동작(Service Behavior)을 정의한다. 

서비스 조건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의하며 서비스 동작은 서비스가 제공

하는 행  자체를 정의한다. [그림 1]의 서비스 요

소들은 가상 세계의 추상화된 리소스들이다.

서비스 벨(Service Level): IoT 서비스는 서비

스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동작을 포함한다. 

이 게 정의된 서비스는 분해하거나 조합하여 다

양하게 서비스를 재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 IoT 서비스 개념 모델
 

3.2 IoT 서비스 플랫폼 
IoT 서비스 랫폼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거나 사물에 한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1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림 2]의 

IoT 서비스 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장치들은 상호 연

결되고 이를 제어하여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와 같

이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oT 서비스 랫폼은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 

모델인 GOMs와 온톨로지 추론(Reasoning) 결과를 통

해 주변 상황을 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실

행기(Service Executor)로 구성된다.

집, 농장, 사무실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자가 

제공받길 원하는 IoT 서비스의 서비스 요구사항

(Service Requirement)들이 GOMs로 달된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사용자 친화  UI(User Interface)[13]

를 통해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GOMs는 상황인지 

정의에 필요한 기본 인 요소를 정의한 리소스, 오 젝

트, 서비스, 사용자, 상황, 시간, 장소 온톨로지로 구성

되어 있다. GOMs에 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기술

한다. GOMs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통해 서비

스를 정의하고 사용자의 장소에 치한 장치들의 리소

스 데이터는 게이트웨이[14]를 통해 GOMs로 달된다. 

리소스 데이터를 달받은 GOMs는 온톨로지 추론을 

통해 상황을 단하고 추론 결과가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조건을 만족하면 서비스 실행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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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장소에 있는 장치들을 동작(Actuation)시켜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 IoT 서비스 플랫폼 

Ⅳ.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델

본 장에서는 IoT 서비스 퍼런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반 한 온톨로지 모델인 GOMs를 제안한다.

4.1 IoT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 
본 논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IoT 서비스는 사용자 

주변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IoT 서비스 퍼런스 모델은 IoT 서비스를 

해 사용자의 주변 환경  장치들과 서비스 사이의 

추상화를 제공한다. IoT 서비스 퍼런스 모델은 디바

이스, 리소스, 오 젝트, 시간, 상황, 장소, 서비스, 사용

자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는 IoT 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기본 인 요소가 되며 서비스 퍼런스 모델이 크로

스 버티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기본 인 틀을 제공

한다. 정의된 퍼런스 모델은 온톨로지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 서비스마다 온톨로지를 재설계할 

필요 없이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들만 용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IoT 서비스 퍼런스 모델을 UML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IoT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

장치(Device):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센서나 액

에이터와 같은 장치들을 표 하며 이런 장치들은 

다른 장치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물리  하드웨

어이다. 실 세계에서 센서는 물리  특성을 측

정할 수 있는 장치이며 액 에이터는 시스템 

는 물리  개체를 제어하거나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리소스(Resource): 리소스는 장치로부터 추출되

며 장치의 종류, 기능, 소 트웨어 구성요소, 찰 

값, 상태 등을 표 한다. 이러한 리소스들은 장치 

의존성 없이 독립 으로 존재한다. 

오 젝트(Object): 오 젝트는 리소스의 조합으

로 표 한다. 오 젝트는 장치와 동일한 소 트

웨어 구성요소와 치정보를 가질 수도 있고 사

용자가 임의로 리소스를 조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오 젝트는 서비스 구성요소가 되고 서비

스를 제공받는 장소에 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간(Time): 시 을 단하기 해 시간 값을 표

한다. 이러한 시간 값은 리소스를 구성하는 요

소로서 센서의 측정 주기, 측정 시간과 액 에이

터의 재 상태를 나타내기 해 사용한다. 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을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사용하고 사용자의 재 

치를 나타내기 한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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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Context): 센서가 측정한 값이나 액 에이

터의 상태정보를 통해 주변 상황을 단하며 

단된 상황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된

다.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상황 정

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장소(Place): 사용자의 다양한 장소를 표 한다. 

장소는 사용자가 IoT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사

용자의 치에 상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가 제공되는 곳이며 사용자의 오 젝트가 치하

는 곳이다. 장소의 종류는 가변 인 요소로서 사

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다양하게 확장 할 수 있으

며 도와 경도 같은 지리정보와 특정 장소를 매

핑하여 장소의 내·외부 치를 식별 할 수 있다.

서비스(Service): IoT 서비스는 서비스 구성요소

들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서비스 구성요소는 서

비스 조건과 서비스 동작이 있다. 서비스 조건은 

상황을 단하기 한 기 과 서비스 제공 시간 

등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건들을 

정의하며 서비스 동작은 오 젝트의 상태나 기능

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하는 행  자체를 정의한

다.

사용자(User): IoT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를 

표 한다. 사용자는 오 젝트와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상황정보  사용자 최

의 환경을 고려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2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 모델
    (GOMs: Generic Ontology Models)  
일반 으로 온톨로지는 클래스(Class), 인스턴스

(Instance), 속성(Property), 계(Relation)의 4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클래스는 일반 으로 우리가 사물이나 

개념 등에 붙이는 이름을 말한다. 인스턴스는 사물이나 

그 사물의 개념, 사건 등이 실질 인 형태로 나타나는 

자체를 말한다. 속성은 클래스나 인스턴스의 특정한 성

질, 성향 등을 나타내기 하여 클래스나 인스턴스를 

특정한 값(Value)과 연결시킨 것이다. 계는 클래스, 

인스턴스 간에 존재하는 상호 계들을 의미한다[15]. 

GOMs는 앞장에서 제안한 IoT 퍼런스 모델의 구

성요소들을 각각의 온톨로지로 설계하 으며 각각의 

온톨로지는 하향식 정보구조로 이를 클래스 계층 구조

에 용하여 버티컬하게 설계하 다. GOMs는 이 게 

각각의 버티컬한 온톨로지들을 속성과 계를 통해 상

호 연결하여 상황인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이다. GOMs는 크게 도메인 온톨로지

와 하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도메인 온톨로지는 IoT 

서비스 정의에 심이 되는 온톨로지 모델로서 [그림 

1]의 IoT 서비스 개념 모델을 반 하여 리소스, 오 젝

트, 서비스, 사용자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상황인지 서

비스를 정의하기 해 필요한 물리 인 요소들을 리소

스와 오 젝트 온톨로지로 설계하고 서비스 조건과 행

동을 구성하기 해 서비스 온톨로지를 설계하 으며 

사용자를 정의하기 해 사용자 온톨로지를 설계하

다. 하  온톨로지는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 환경인 장

소, 서비스 조건이 되는 시간  상황 온톨로지로 구성

되어 상황인지에 필요한 환경 인 특징들을 반 하여 

설계하 다. [그림 4]는 GOMs를 온톨로지 작도구인 

Protégé[16]를 통해 구 한 것이다. 

그림 4. GOMs: Generic Ontolog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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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도메인 온톨로지(Domain Ontology)
리소스 온톨로지(Resource Ontology)

장치가 가지고 있는 소 트웨어 구성요소나 기능들

을 리소스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표 한다. [그림 5]는 

리소스를 표 하는 공통 리소스 포맷을 도식화 하여 나

타낸 것이다. [그림 5]의 벨 1은 각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 인 정보에 해 기술하고, 벨 2는 측정 유

형이나 작동 유형과 같은 리소스 유형을 나타낸다. 

벨 3은 리소스 유형에 따라 리소스의 상세 정보를 나타

낸다. 

그림 5. 공통 리소스 포맷

[그림 6]은 이러한 공통 리소스 포맷의 벨에 따라 

리소스 온톨로지의 클래스로 계층화 하여 표 한 것이

다. 사 에 정의 되지 않은 장치의 기능이나 소 트웨

어 구성요소는 공통 리소스 포맷에 따라 벨 2에서 새

로운 리소스 유형을 추가하고 벨 3에서 해당 리소스 

유형의 상세정보를 기술하여 새로운 리소스 정보를 분

류하여 장한다. 이처럼 온톨로지를 통해 리소스 정보

를 일 성 있게 리할 수 있고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조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리소스를 온톨로지

로 표 한 [그림 6]-(1)은 IllumiSensing 인스턴스로 표

한다. 이 리소스는 벨 1에서 모든 리소스가 공통

으로 가지는 요소인 ID(URI), 소유주, 재시간, 재 

치를 sensor/illumisensor, Jun, 08:30:00, Room302  

인스턴스들로 표 하고 측정 타입의 리소스로서 측정

하는 종류, 값, 측정주기, 단 를 Measurement_Illumi, 

500, 0.5, Lux 인스턴스들로 표 한다. 

(1) 조도 측정 리소스

(2) TV 제어 리소스
그림 6. 리소스 온톨로지 

[그림 6]-(2)는 TV를 제어하는 리소스를 온톨로지로 

표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리소스와 마찬가지로 벨 

1에서 모든 요소가 가지는 요소를 actuator/TV, Jun, 

07:00:00, Bedroom 인스턴스들로 표 한다. 하지만 이 

리소스는 작동 타입의 리소스로서 작동하는 기기의 

API/Parameter, 재 상태, 기능을 api/actuatortv, 

TVOff, TVPowerControl 인스턴스들로 표 한다.

오 젝트 온톨로지(Object Ontology): 오 젝트 

온톨로지는 리소스 온톨로지의 리소스 인스턴스

를 조합하여 오 젝트를 표 한 온톨로지이다. 

[그림 7]의 가상 오 젝트는 실제로 사용자가 가

지고 있는 카메라, 모션센서, TV, 오디오 같은 장

치들을 인스턴스로 표 한다. 를 들어 실제 카

메라가 표 된 Camera 인스턴스는 리소스 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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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의 CameraSensing 리소스 인스턴스와 

hasCameraResource 로퍼티로 연결되어 해당 

인스턴스의 기능이나 소 트웨어 구성요소를 표

한다. 만약 사용자가 방안의 TV와 오디오의 

원을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가상의 장치

(AlarmCoop- erationDevices)를 만들고 싶다면 

오 젝트 온톨로지를 통해 TV와 오디오 원을 

제어하는 기능인 TV- Contorol과 AudioControl  

리소스 인스턴스들을 has- AlarmCooperation 

DevicesResource 로퍼티와 연결하여 복합 가

상 오 젝트를 표 할 수 있다.

그림 7. 오브젝트 온톨로지

서비스 온톨로지(Service Ontology): 서비스 온톨

로지는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동작을 조합하여 

IoT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아침에 

자신을 깨워주는 서비스(IntelligentAlarmService)를 

제공받길 원한다면 [그림 8]의 ServiceCondition 

클래스가 서비스 조건이 되는 상황 인스턴스 

Morning_Jun과 시간 인스턴스 07:00:00을 가지

며 서비스 동작을 나타내는 ServiceBehavior 클

래스는 리소스 온톨로지에서 오 젝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PhoneAlarmOn, Camera- On, TVOff, 

AudioOff 인스턴스들을 가진다. IoT 서비스를 정

의하는 것에 한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기술한다.

그림 8. 서비스 온톨로지

사용자 온톨로지(User Ontology): 사용자를 정의

하는 온톨로지이다. 를 들어 1987년에 태어난 

공인회계사 (Jun)이라는 여성은 주말농장과 수

이 취미이다. 만약 Jun이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되면 Jun의 로필 정보는 사

용자 온톨로지에 장된다. [그림 9]의 사용자 온

톨로지에 장된 사용자 로필 정보는 인스턴스

로 표 하며 로필 클래스에 분류되어 장된

다. 한 사용자의 근무일, 약속시간, 휴일과 같은 

스  정보도 인스턴스로 나타내어 사용자 온톨

로지에 장된다. 사용자 인스턴스 Jun은 로퍼

티를 통해 사용자 정보 인스턴스들과 연결되어 

다수의 사용자 정보가 사용자 온톨로지에 장되

더라도 용이하게 리 할 수 있다.

그림 9. 사용자 온톨로지 

4.2.2 하위 온톨로지(Sub Ontology)
장소 온톨로지(Place Ontology): 장소 온톨로지

는 각 장소를 정의하는 클래스 하 에 사용자의 

실제 장소와 그 장소의 도와 경도를 인스턴스

로 표 한다.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사무실인 302

호에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면 

[그림 10]의 장소 온톨로지에 사용자의 장소인 

Room302를 인스턴스로 표 한다. 이 사용자의 

장소 인스턴스인 Room302는 도 인스턴스인 

36.3520635와 경도 인스턴스인 127. 3014114가 

hasLatitude와 hasLongitude 로퍼티와 연결되

어 장소를 표 한다. 도와 경도는 변하지 않는 

수치로서 다양한 장소 정보가 장소 온톨로지에 

장되더라도 복성 없이 리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266

그림 10. 장소 온톨로지

시간 온톨로지(Time Ontology): 시간 온톨로지

는 Io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 정보, 리소스

를 구성하는 정보, 사용자의 재 치를 나타내

기 한 정보를 표 한다. [그림 11]의 시간 온톨

로지는 재 시 을 표 하기 한 Date, 

DateTime 클래스가 있고, 사용자의 스 을 

리하기 해 ScheduleTime 클래스가 있다. 한 

식사시간 혹은 계  등 특정한 시 을 분류하고 

표 한 MealTime, Season 클래스가 있다. 2014

년 9월 8일은 2014-09-08의 날짜 인스턴스로 표

하고 오  7시는 07:00:00 인스턴스와 and 로

퍼티와 연결하여 2014년 9월 8일 오  7시를 시간 

온톨로지를 통해 표 한다.

그림 11. 시간 온톨로지 

상황 온톨로지(Context Ontology): 이는 상황정

보를 분류한 클래스에 합한 조건을 용하고 

센서나 액 에이터로부터 값을 받아 사용자의 상

황 정보를 분류하고 단한다. 를 들어 사용자

의 사무실 조도가 1000 Lux 이하일 경우 사용자

는 이를 ‘어둡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2]는 

이러한 조건(hasIllumi _ObservationValue some 

integer [<= 1000])을 Dark 클래스에 용한 것이

다. [그림 13]은 특정 상황(Darkness_Jun)의 OWL 

description이다. Darkness_ Jun은 IlluminationSensor

와 hasIllumiObservation- ValueFrom 로퍼티

로 연결된다. 한 hasIllumi- ObservationValue 

로퍼티를 통해 조도 센서로부터 측정된 정수형 

500이라는 값을 가진다. 이 값으로 온톨로지 추론 

엔진인 Pellet[17]을 이용하여 클래스의 기 에 

따라 재 사용자의 주변이 어둡다고 단한다. 

[그림 12]의 Darkness_Jun 인스턴스는 1000 이

하라는 조건을 만족하여 Dark 클래스로 분류된다.

그림 12. Dark 클래스 설명  

그림 13. OWL description 

Ⅴ. 온톨로지 구현 결과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델인 

GOMs를 Protégé를 사용하여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에

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보이기 해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는 지능형 알람 서비스, 농장 리 서비

스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 시

나리오를 용하여 제안된 온톨로지를 이용한 구  결

과를 제시한다.

5.1 서비스 시나리오
지능형 알람 서비스(Intelligent Alarm Service): 

[그림 14]는 사용자의 침실에서 제공되는 지능형 

알람 서비스의 시나리오 환경이며 상세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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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기상시간에 스마트 폰 알람이 울린다. 동

시에 카메라와 모션센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

지하여 사용자의 기상 여부를 단한다.

- 사용자가 일어났다면 지능형 알람 서비스는 종료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용자 

침실에 있는 TV와 오디오는 사용자를 깨우기 

해 자동으로 켜진다.

그림 14. 서비스 시나리오 환경: 침실
  

농장 리 서비스(Farm Management Service): 

[그림 15]는 사용자의 농장에서 제공되는 농장 

리 서비스 제공 환경이며 상세 시나리오는 다음

과 같다. 한편 사용자는 [그림 16]의 농장 리 서

비스 UI(User Interface) 시 화면을 통해 재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농장의 장치를 

제어 할 수 있다.

- 일어난 사용자는 스마트 폰을 통해 자신의 주말농

장인 토마토 농장의 상태를 [그림 16]을 통해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 재 토마토 농장의 온도와 습도가 기 치 보다 높

고 건조하기 때문에 환기를 해 창문이 열려있고 

습도를 맞추기 해 수장치가 켜져 있다. 

그림 15. 서비스 시나리오 환경: 토마토 농장 

그림 16. 농장 관리 서비스 UI 예시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Office Energy Mana- 

gement Service): [그림 17]은 사용자의 사무실에

서 제공되는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 제공 환

경이며 상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가 회사로 출근해 본인의 자리에 앉으면 자

동으로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고 주변 조도에 따라 

조명이 작동한다.

- 만약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조명과 모니터가 

꺼지고 사용자가 자리에 앉으면 다시 켜진다. 

그림 17. 서비스 시나리오 환경: 사무실 

5.2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구현 결과 
세 가지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온톨로지 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오 에 사용자의 침실에서 사용자를 깨우는 지능형 

알람 서비스(IntelligentAlarmService)를 정의하기 

해서는 서비스 온톨로지의 서비스 요소인 서비스 조건

과 서비스 행동이 필요하다.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행

동은 IntelligentAlarmService와 hasHomeServic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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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on, hasHomeServiceBehavior 로퍼티로 연결된다. 

[그림 18]은 지능형 알람 서비스의 구성요소인 서비스 

조건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먼  서비스 조건은 상황 온톨로지의 사용자가 일어

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의 상황정보를 단하는 

Morning_Jun 인스턴스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

간을 나타내는 시간 온톨로지의 07:00:00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림 18. 서비스 조건 SPARQL 검색 결과: 지능형 알람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구성 요소인 서비스 조건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상황 온톨로

지를 이용한 사용자의 주변 상황 단이 필요하다. 지

능형 알람 서비스를 한 사용자의 기상 여부는 [그림 

19]의 상황 온톨로지의 FallAsleep 클래스 추론 결과로 

알 수 있다. 

그림 19. 상황 온톨로지 FallAsleep 클래스 추론 결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MotionCoope- 

rationDevice)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1(움직

임이 있음)’ 는 ‘0(움직임이 없음)’의 값을 가진다. 사

용자가 일어나지 않았다(움직임이 없다)면 FallAsleep 

클래스의 조건(hasDetectionValue some Integer [<= 

0])을 만족하여 상황 인스턴스(Morning_Jun)는 Fall- 

Asleep 클래스로 이동한다.

이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건을 만족하면 사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행동이 필요

하다. [그림 20]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행동

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그림 20. 서비스 행동 SPARQL 검색 결과: 지능형 알람 서비스

서비스 행동은 리소스 조합을 통해 정의한 오 젝트 

온톨로지의 스마트 폰(SmartPhone), 스마트 TV(Sma- 

rtTV), 스마트 오디오(SmartAudio) 인스턴스들로부터 

오 젝트 상태를 나타내기 한 리소스 온톨로지의 

재 스마트 폰 알람이 울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Phone- 

AlarmOn 인스턴스, TV가 꺼져있는 원 상태를 나타

내는 TVOff 인스턴스, 오디오가 꺼져있는 원 상태를 

나타내는 AudioOff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 폰 알람이 울려도 사용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면 TV와 오디오를 켜는 지능형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이를 해 필요한 서비스 행동을 해야 하는 오

젝트를 검색해야 한다. [그림 21]은 지능형 알람 서비

스를 제공하는 AlarmCooperationDevices를 구성하는 

리소스 SPARQL 검색 결과이다. 

오 젝트 온톨로지의 복합 가상 오 젝트인 Alarm- 

CooperationDevices는 사용자가 스마트 TV와 스마트 

오디오의 원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가진 TV- 

Control, AudioControl 리소스를 조합한 복합 가상 오

젝트이다. 이를 제어하여 사용자에게 지능형 알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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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1. AlarmCooperationDevices의 리소스 SPARQL 
검색 결과

한편, 사용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 폰으로 토마

토 농장을 리할 수 있다. 이러한 농장 리 서비스

(FarmMgmtService)의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행동 인

스턴스는 hasFarmServiceCondition, hasFarmServic- 

eBehavior 로퍼티와 연결되어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

소가 된다. 

서비스 조건은 재 시각을 나타내기 한 시간 온톨

로지의 07:30:00 인스턴스, 온도 센서로부터 측정된 온

도 값으로 농장 온도를 단하는 Temp_Farm 인스턴

스, 습도센서로부터 측정된 습도 값으로 농장의 습도를 

단하는 Humidity_Farm 인스턴스가 있다. [그림 22]

는 농장 리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조건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그림 22. 서비스 조건 SPARQL 검색 결과: 농장 관리 서비스

농장의 상황을 단하기 해서는 농장 온도와 습도

를 측정한다. 상황 온톨로지에서 온도 센서를 통해 측

정한 온도가 24℃면 사용자가 덥다고 정의해 놓은 [그

림 23]의 Hot 클래스의 기 (hasTempObservationValue 

some integer [>= 20])을 충족하고 습도 센서를 통해 

측정한 습도가 35%면 사용자가 건조하다고 정의해 놓

은 [그림 24]의 Dry 클래스의 기 (hasHumidityObser- 

vationValue some integer [<= 49])을 충족한다.  

그림 23. 상황 온톨로지 Hot 클래스 추론 결과

그림 24. 상황 온톨로지 Dry 클래스 추론 결과
 

이에 따라 온도 센서의 값과 연결된 상황 인스턴스

(Temp_Farm)는 추론을 통해 Hot 클래스로 이동하고 

습도 센서의 값과 연결된 상황 인스턴스(Humidity_ 

Farm)는 추론을 통해 Dry 클래스로 이동한다. 따라서 

재 농장의 상태는 ‘덥고 건조하다’고 단한다.

재 농장의 상황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농장의 창

문을 열고 수장치를 켜야 하는 서비스 행동이 필요하

다. [그림 25]는 농장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

스 행동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그림 25. 서비스 행동 SPARQL 검색 결과: 농장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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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행동은 오 젝트의 재 상태를 나타내는 리

소스 온톨로지의 리소스 인스턴스이다. 보일러가 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BoilerOff, 구가 꺼져있는 상태

를 나타내는 LEDOff, 환풍기가 꺼져있는 상태를 나타

내는 VentilatorOff, 수장치가 켜져 있는 상태를 나타

내는 SprinklerOn,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WindowOpen 인스턴스가 있다. 

농장 리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농장에 치한 

오 젝트들을 검색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6]은 농장에 치한 오 젝트 검색 결과이다. 

농장에 있는 오 젝트는 환풍기(Ventilator), 창문

(Window), 일사센서(Pyrheliometer), 수장치(Sprin- 

kler), 온도센서(TemperatureSensor), 습도센서(Humi- 

ditySensor), LED 구(LEDLight), 보일러(Boiler)가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농장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그림 16]의 UI를 통해 

농장에 있는 오 젝트들을 직  제어할 수 있다.

그림 26. 농장 오브젝트 SPARQL 검색 결과  

사용자가 사무실로 출근하면 사무실 에 지 리 서

비스(OfficeEnergyMgmtService)가 제공된다. 이 서비

스는 hasOfficeServiceCondition, hasOfficeServiceBe- 

havior 로퍼티로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행동이 연결

된다. 서비스 조건은 상황 온톨로지의 사용자 착석한 

여부를 감지하기 한 Movement_Jun 인스턴스, 사용

자 주변의 조도를 단하기 한 Darkness_Jun 인스

턴스, 재 시각을 나타내는 시간 08:30:00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림 27]은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 조건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그림 27. 서비스 조건 SPARQL 검색 결과: 사무실 에너지 
관리 서비스

먼  사용자의 자리 착석 여부 단은 [그림 28]의 상

황 온톨로지에서 ComeIn 클래스의 기 으로 추론 결

과로 단할 수 있다. 

그림 28. ComeIn 클래스 추론 결과 
 

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된 값 10μm가 사용자가 자리

에 ‘앉았다(압력이 15 이하)’고 정의해 놓은 기 (has- 

PyroeletricInfraredObservationValue some integer 

[< = 15])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

하는 상황 인스턴스(Movement_Jun)은 ComeIn 클래

스로 이동한다. 사용자 주변의 조도를 단하는 설명은 

4장에서 [그림 12][그림 13]에 한 설명과 같다. 에

지 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실

질 으로 오 젝트를 작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행동이 필요하다. [그림 29]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서비스 행동의 SPARQL 검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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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행동은 오 젝트 상태를 나타내기 한 리소

스 온톨로지의 컴퓨터 모니터가 꺼져있는 상태를 나타

내는 MonitorOff 인스턴스, 등이 꺼져있는 원 상태

를 나타내는 LampOff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그림 29. 서비스 행동 SPARQL 검색 결과: 사무실 에너지 
관리 서비스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리에 착석

하면 모니터가 켜지고 주변 조도를 악하여 주변이 어

둡다고 단되면 등이 켜지는 서비스이다. 이를 해

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작동해야 하는 오 젝트

를 검색해야 한다. [그림 30]은 사무실(Room302)에 

치한 오 젝트 검색 결과이다. 

그림 30. 사무실에 있는 오브젝트 SPARQL 검색 결과

사무실에 있는 오 젝트는 모니터(Monitor), 등

(Lamp), 조도 센서(IlluminationSensor), 외선 센서

(PyroeletricInfraredSensor)가 있다. 이들  모니터와 

등을 제어하여 사무실 에 지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Ⅵ. 결 론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의 목 은 센서나 액

에이터와 같은 장치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치들의 데이터를 상황 정보로 변환하기 해

서는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자 주변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온톨로지 설

계 연구들은 타겟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설계된 버티

컬 온톨로지이다. 이러한 버티컬 온톨로지는 서비스 요

구사항이나 조건이 변할 경우 온톨로지를 반 으로 

재설계해야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다양한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는 크로

스 버티컬 온톨로지 모델인 GOMs를 제안하 다. 이러

한 온톨로지 모델의 용을 해 IoT 서비스 환경을 제

안하 다. IoT 서비스 퍼런스 모델을 통해 일반 으

로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에 기본이 되는 범용 인 요소

들을 버티컬하게 정의하 으며 이 게 정의된 요소들

을 주축으로 GOMs를 통해 공유하여 자유롭게 살을 붙

이고 상호 연결하여 크로스 버티컬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필요한 요소

가 GOMs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각 온톨로지 하 에 

새로운 유형을 하향식 정보구조 형태로 추가하여 손쉽

게 온톨로지를 확장  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GOMs는 도메인 온톨로지와 하  온톨로지로 구성

된다. 도메인 온톨로지는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리소스, 오 젝트, 서비

스, 사용자 온톨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온톨로지

는 장소, 시간, 상황 온톨로지로 구성되어 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환경 인 특징들을 반 하고 있다. 

우리는 제안하는 GOMs를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에

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보이기 해 지능형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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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서비스 시나리오를 용 하 다. 각각의 서

비스를 정의하기 해서는 필요한 서비스 조건과 서비

스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해 SPARQL을 사용하여 

서비스 정의에 필요한 조건과 서비스 행동을 검색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오 젝트들을 검색하

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추후 다  오 젝트에 연 된 상황 정보의 결합 는 

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복합 상황정보에 한 연구를 통

해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날씨 정보, 교통 정보 등과 같은 외부 

API와 GOMs와의 연결을 통해 더욱 확장된 IoT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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