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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맨틱 기반 IoT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시맨틱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부가가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IoT 기술 및 응용에 대한 핵심
이슈는 지능적 IoT 플랫폼 아키텍쳐의 개발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센서들의
IoT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들을 RDF로 변환한 후 시맨틱 주석 처리한다. 변환된 시맨틱 데이터는 온톨로지
레포지토리를 통해 공유되고 활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써 KT의 IoTMakers를 이용하고, 온톨로지
레포지토리는 Jena의 Fuseki 서버를 사용하여 SPARQL 질의 결과를 Daum Map API와 Highcharts API를 사
용하여 웹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시맨틱 IoT 매쉬업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
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다.
ABSTRACT
The semantic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e semantic-based IoT system will produce new high value-added
product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have known and experienc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key issue
of current IoT technology and applications is the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IoT platform architecture. The proposed
system collects the IoT data of the sensors from the cloud computer, converts them into RDF, and annotates them with
semantics. The converted semantic data is shared and utilized through the ontology repository. We use KT's IoTMakers
as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and the ontology repository uses Jena's Fuseki server to express SPARQL query
results on the web using Daum Map API and Highcharts API. This gives people the opportunity to access the semantic
IoT mash-up service easily and has various application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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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관련 연구

최근 스마트폰이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한 것처럼
IoT(: Internet Of Things)에서는 사물이 지능화됨으

시맨틱 IoT 기술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선 아직 활
성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ETRI에서 개방

로써 기존에 얻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정보를 제공
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형성에 크게

형 시맨틱 USN 서비스 플랫폼[3]을 개발하였으며, 이
플랫폼은 센싱 정보의 시맨틱 의미정보 생성과 공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IoT 디바이스가 계
속해서 출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시장 조사 기
관들의 전망처럼 2020년 전 세계 디바이스 간 연결은

그리고 활용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들 데이터로 실제 시맨틱
IoT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서

500억 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렇게 IoT의 디바이스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
르는 데이터의 양이 폭증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사물 인터넷 정보처리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지능
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 정보로 가공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시맨틱 기반의 IoT 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시맨틱 IoT 기술은 아직 초
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M2M(: Machine to
Machine),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
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2].
IoT 서비스는 상황 정보(Situation Information)를
끊임없이 수집하여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수행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IoT 환경의 상황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기반의 IoT 상황 정보를 모델링한다.
온톨로지는 IoT 환경의 사람 및 다양한 사물들로부터
수집되는 상황 정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적
합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IoT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계
들 사이에서 상황 정보에 대한 의미적인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수 있다. 공개되는 IoT 오픈 데이터는 시맨틱
데이터 표현방식인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에 따라 각 USN 자원의 메타데이터

비스 간 매쉬업과 LOD 연계 서비스 개발은 아직 초
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링크드 데이터 환경을 고
려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으로써 문승
일 등[4]은 IoT 네크워크 환경에서 장애 상황 인지를
위한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김은희 등[5]
은 IoT 환경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모델을
제안하였다. 우동희 등[6]은 상황 정보에 따른 시맨틱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및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본 논
문에서 다루는 시맨틱 IoT 매쉬업 서비스 기술은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유럽의 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2014∼2020)과 W3C의 시맨틱 센서 웹 등에서 다수
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시맨틱 IoT 기술에 관
한 논문으로써 Shi 등[7]은 시맨틱 IoT에 대한 시스
템적 관점에서 리뷰을 수행하였고, Liu 등[8]은 IoT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 시맨틱 주석에 관한 알
고리즘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들 논문들의 주된 관점
은 온톨리지 러닝 기법이다. Zhang 등[9]은 시맨틱
센서 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를 제안하였고,
Heo 등[10]은 IoT 매쉬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설
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실질적

를 변환하고 센싱값에 의한 이벤트 정보 추론을 통해
추론된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인 링크드 데이터 매쉬업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
하고 있지 않다. Fiesta IoT Ontology[11]는 IoT Lite,

정보를 재생산하게 된다. IoT 플랫폼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Open API 형

M3-lite, SSN, DUL 등과 같은 다양한 온톨로지의 언
어의 결합으로 시맨틱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태로 제공되고 시맨틱 기반 검색 엔진에 의해 IoT 서
비스가 지능적으로 검색된다. 또한 매쉬업 엔진에 의
해 다른 IoT 서비스와 기존의 Open API, LOD(:

있으나 시맨틱 IoT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
술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성이 부족하다.

Linked Open Data) 등과 결합하여 새롭고 값어치 있
는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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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톨로지 기반의 IoT 상황 정보 모델링

KT IoTMakers를 말한다.
센서(Sensor) 클래스는 온도, 습도 등 센서가 측정

3.1 데이터 선정 및 수집

되는 정보를 표현한다. 하위 클래스로 QuantityKind,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IoT 플랫폼인 KT의
IoTMakers[12]에서 가상 디바이스를 통해 온도와 습
도 센서 데이터를 발생시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KT IoTMakers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통해 가상
디바이스의 정보를 JSON 형식으로 받아 온다.

Unit, Observation 클래스가 있다. QuantityKind 클래
스는 측정된 센서의 종류를 나타내며, 여기서는 온도,
습도 센서를 말한다. Unit 클래스는 센서가 측정한 값
의 단위를 뜻한다. Observation 클래스는 센서가 측정
한 정보에 대한 클래스이다. Observation 클래스의 하
위 클래스로 TimeInterval 클래스는 데이터 속성인

3.2 IoT 온톨로지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KT IoTMaker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Fiesta IoT Ontology 모델로부터 필요한 Entity들을 추
가하고 각 Entity간의 관계도 설정하였다. IoT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 장치, 센서, 컨텍스트를 상위 클래스
로 정의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rotégé OWL 저작툴을 사용한다.
Protégé를 이용한 온톨로지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정
의하였다.

hasIntervalDate를 이용하여 센서의 측정 시간을 정의
하였고, 그림 2에서와 같이 ObservationValue 클래스
는 데이터 속성인 hasDataValue를 이용하여 센서의
측정값을 정의하였다.

장치(Device) 클래스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센서
와 장치의 속성 및 위치를 표현한다. 데이터 속성인
id, hasName, hasSequence, hasStatus를 이용해 장치
속성들을 표현하였다. 장치의 아이디는 Fiesta IoT
Ontology를 재사용하였고, 장치의 이름, 일련번호, 상
태 정보는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Point 클래스는
해당 디바이스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로써,
데이터 속성인 geo:lat, geo:long을 이용하여 위도, 경
도를 정의하였다. DomainOfInterest 클래스는 관심 분
야를 뜻하며, 여기서는 시맨틱 IoT를 말한다.
Platform클래스는 플랫폼 정보를 뜻하며, 여기서는

그림 2. 클래스, 오브젝트, 그리고 데이터 속성
Fig. 2 Class, object, and data attributes

그림 1. IoT 온톨로지 모델링
Fig. 1 IoT ontology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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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Context) 클래스는 센서가 측정한 값을
상황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컨텍스트로 정의
한다.예를 들어, 디바이스 ‘device1’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온톨로지의 속성(Property)을 이용하여 ‘device1’
의 상태 표현이 가능하다. 센서가 Temperature인 경
우, 속성 ‘hasDataValue’를 이용해 28 이상이면 ‘Hot
(덥다)’라는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18 이하인
경우 ‘Cold(춥다)’라는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센서가 Humidity인 경우, 속성 ‘hasDataValue’를
이용해 30 미만인 경우와 80 이상인 경우 ‘Humid(습
하다)’라는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V. 시맨틱 기반 IoT 매쉬업 서비스
4.1 매쉬업 서비스 설계 및 구현

구현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측은 Java 기반의
Spring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온톨
로지 처리를 위해 Apache의 오픈소스 시맨틱 웹 프
레임워크인 Jena[13]를 사용했다. Jena는 자바로 구
현되어 있어서 자바언어가 갖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RDF 파서도 제공하며 내부적인
추론은 그래프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한다[14].
또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접속
환경 및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는 웹 사이트의 화면크기,
플랫폼 및 방향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행동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인터페이스 설계방식
을 의미한다[15]. 시맨틱 기반 IoT 시스템 아키텍쳐
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맨틱 기반 IoT 시스템 아키텍쳐
Fig. 3 Semantic-based IoT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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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KT의 IoTMakers을 이용하고,
온톨로지 레포지토리는 Jena의 Fuseki 서버를 사용
한다. KT의 IoTMakers에서 가상 디바이스 시뮬레
이터를 동작시키면 시뮬레이터가 생성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가상 데이터들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디바이스, 태그스트림 등)를 받을 수 있다.
Open API 구조는 RESTful 방식이며, 개인의
Access Token을 얻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JSON 형
식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KT의 IoTMakers에서
Open API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RDF 트리플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변환된 RDF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Jena의 Fuseki 서버를 동작시켜 RESTful 방식
으로 전송한다.
서비스의 동작 순서는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정
보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요청된 정보에 해당하는
SPARQL 질의를 통해 Fuseki 서버에 저장된 RDF
형식의 데이터를 얻게 된다. 그리고 Fuseki 서버로
부터 얻은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하여 클라
이언트로 전송하면 사용자에게 그림 4, 그림 5와 같
이 반응형 웹 페이지 형태의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4. PC 환경의 시맨틱 IoT 매쉬업 서비스
Fig. 4 Semantic IoT mashup service for PC
environment

그림 5. 모바일 환경의 시맨틱 IoT 매쉬업 서비스
Fig. 5 Semantic IoT mashup service for mob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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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바이스 위치와 센서 로그 검색 알고리즘

디바이스 위치 검색 및 센서 로그 검색 알고리즘
을 작성하면 그림 6과 같다.
IF Device location retrieval command
THEN

Create a map at a specified location
using the Daum Map API
Get device and sensor information
using SPARQL query on Fuseki server
Create a marker on the map using the
device's latitude and longitude in the
query result
ELSE
Notify device location retrieval failure

그림 7. 위치기반의 디바이스와 센서 정보
Fig. 7 Location-based device and sensor information

대쉬보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Fuseki 서버에 저장
된 모든 디바이스의 센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림 8과
같이 디바이스명, 태그스트림(센서명), 센서 측정값,
센서 측정시간, 해당 공간의 상황 정보를 보여준다.

IF Sensor log retrieval command
THEN

Get sensor log information using
SPARQL query from Fuseki server
Create a graph using the HighCharts
API in the query result
ELSE
Notify sensor log retrieval failure
그림 6. 디바이스 위치와 센서 로그 검색 알고리즘
Fig. 6 Device location and sensor log retrieval
algorithm

첫 번째로 디바이스 위치 검색 관련 처리 과정은
디바이스 위치 검색 명령을 확인하여 디바이스 위치
검색이 성공한 경우 Daum Map API를 통해 지정된
위치에 지도를 생성한다. 그리고 Fuseki 서버에서
SPARQL 질의를 통해 디바이스 및 센서 정보를 받
아와서 해당 디바이스의 위도, 경도에 따라 지도에
마커를 생성한다. 만약에 디바이스 위치 검색이 실
패한 경우 사용자에게 실패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한, 지도에서 마커를 선택했을 때 해당 디바이스와
센서 정보들을 그림 7과 같이 나타냈다.

그림 8. 디바이스와 센서 대쉬보드
Fig. 8 Device and sensor dashboard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디바이스의 센서 정보들
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태그스트림(센서
명)을 클릭한 경우 해당 센서의 최근 로그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센서 로그 검색 관련 처리 과정은 센서
로그 검색 명령을 확인하여 센서 로그 검색이 성공
한 경우 Fuseki 서버에서 SPARQL 질의를 통해 센
서 로그 정보를 받아온다. 질의 결과를 자바스크립
트로
차트를
표현하는
오픈소스
API인
HighCharts[16]를 이용하여 그림 9와 같이 그래프를
생성한다. 태그스트림(센서명)을 그래프 위에 나타내
며, 세로축은 센서 단위, 가로축은 센서 측정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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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에 센서 로그 검색이 실패한 경우 사용자에
게 실패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통하여 디바이스
와 센서 정보를 반응형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의 RDF 변환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UI
는 Java GUI로 개발하였으나, 위치기반 검색 기술 및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하지는 않았다.
Heo의 논문에서는 IoT 매쉬업 어플리케이션 플랫
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였으며, Oliot[18] 플랫폼을 사
용하였다. 하지만 Android OS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관련 기술은 구현하지 않
았다.
Lee의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웹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위치기반 검색 및 RESTful
API 등을 이용한 UI를 탑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동
적인 센서 정보를 획득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하
지만 PC 환경만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고, 개방형 플
랫폼을 사용하여 개발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KT IoTMakers 플
랫폼을 통해 손쉽게 Open API를 통하여 다양한 디

그림 9. 센서 로그 그래프
Fig. 9 Sensor log graph

V.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규모나 개발 범위가 상당히 다른 시
스템 간 성능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완전히 동
일한 서비스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Zhang[9], Heo[10], 그리
고 Lee[17] 시스템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들과의 기
능 및 구현기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1. 유사 시스템 간 기능 및 구현기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functions and implementation
technologies between similar systems

Proposed

Zhang

Heo

Lee

YES

YES

YES

YES

YES

NO

NO

YES

Platform

KT
IoTMakers

NO

Oliot

NO

Service
environment

PC, Mobile

PC

system
Semantic
architecture
Locationbased search

Android PC

Zhang의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시맨틱
센서 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를 제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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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및 센서 정보를 손쉽게 받아서 제공한다. 또
한, Daum Map API를 이용하여 위치기반 검색이 가
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
여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기반 IoT 매쉬업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시맨틱 IoT 관련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Protégé를 이용하여 기존의 Fiesta IoT
Ontology 모델로부터 필요한 Entity들을 추가하여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
였다. 제안된 시맨틱 기반 IoT 플랫폼의 클라우드는
KT의 IoTMakers를 이용하였으며, Open API를 통
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RDF 트리플로 변환되고 시맨
틱 주석 처리된다. 변환된 시맨틱 데이터는 Jena의
Fuseki 레포지토리에 저장되어 공유되고 활용되며,
SPARQL 질의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반응형 웹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미개척 분야인 시맨틱 기반 IoT 매쉬업
개발에 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사람들이
시맨틱 IoT 매쉬업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
공하여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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