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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에 입력된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 리 이션의 

구축에 있어서 비용 감과 경쟁력 향상을 해 사용된다. RFID 리더기는 수백 개의 태그에 해당하는 객

체들의 식별과 지속 인 탐색을 수행한다. 동 인 연결과 추 의 요청에 따라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RFID 기술은 정보 인 라를 지원하는 어 리 이션의 컴포 트로 구성된다. 그러나 원격 RFID 장치 사이

에 실시간 데이터 통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어 리 이션은 이기종 간의 연결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어 리 이션에 개별 으로 설치되어 각각의 쿼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모니터링의 지연 는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어 리 이션에 상 없이 통합 리하기 하여 시맨틱 웹 환경에서 RFID 데

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구 한다. 어 리 이션에 장착된 RFID 리더기를 통해 사용자의 RFID 태그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에 송하면 로세스가 시맨틱 웹 언어로 정보를 변

환한다. 표 화된 시맨틱 웹 기반에서 송된 데이터는 스마트 라우 에 의해 해석되어 화면에 출력한다. 

시맨틱 웹 언어의 사용은 의미 있는 계에 한 추론이 가능하여 추가 인 모듈을 장착하여 기능을 쉽게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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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a entered into RFID tags are used for saving costs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al areas. RFID readers perform the identification 

and search of hundreds of objects, which are tags. RFID technology that identifies objects on 

request of dynamic linking and tracking is composed of application components support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spite their many advantages, existing applications, which do not 

consider elements related to real‐time data communication among remote RFID devices, cannot 

support connections among heterogeneous devices effectively. As different network devices are 

installed in applications separately and go through different query analysis processes, there 

happen the delays of monitoring or errors in data conversion. The present study implements a 

RFID database handling system in semantic Web environment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extracted from RFID tags regardless of application. Users’ RFID tags are identified 

by a RFID reader mounted on an application, and the data are sent to the RFID database 

processing system, and then the process converts the information into a semantic Web language. 

Data transmitted on the standardized semantic Web base are translated by a smart browser and 

displayed on the screen. The use of a semantic Web language enables reasoning on meaningful 

relations and this, in turn, makes it easy to expand the functions by adding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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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획일화된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량의 정보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시맨틱 웹

의 등장으로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 좀 더 편리하게 정

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어 리 이션은 

이러한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라우 의 형태

로 보여주며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뉴

스를 검색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웹은 단순한 텍스트 페이지에서 복잡하고 방향

인 애 리 이션으로 발 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라

우 가 아닌 웹페이지와 애 리 이션을 한 새로운 

랫폼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오  소스 

라우 인 Google 크롬은 Apple의 Webkit과 Mozilla 

Firefox 등 여러 라우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만들

어졌다. 를 들어, 각각의 탭은 서로 다른 “샌드박스”

에서 독립 으로 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탭에서 에러

가 발생해도 다른 탭은 향을 받지 않는다[2].

다양한 분야의 어 리 이션은 정보 시스템, 네트워

크 시스템 등이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가사 활동뿐만 아

니라 생산,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행 에 

능동 으로 처하고 나아가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황

에 가장 합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우

를 통해 로세스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RFID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한 사용자의 정보와 

서로 다른 어 리 이션들의 통신 규약, 제어 방법 등

의 정보를 통합하여 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시맨틱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간단한 

스마트 라우 를 구 한다. 스마트 라우 는 시맨

틱 웹 기반 어 리 이션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개발되었다. RFID 태그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어 리 이션에 상 없이 통합 리하기 하여 시맨

틱 웹 환경에서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구

한다. 어 리 이션에 장착된 RFID 리더기를 통해 

사용자의 RFID 태그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RFID 데이

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에 송하면 로세스가 시맨틱 

웹 언어로 정보를 변환한다. 체 시스템에서 RFID 리

더기는 Sirit의 Infinity 210를 장착하 으며 데이터베이

스는 MySQL 과 로그래  언어로는 RDF를 사용하

다.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

는 스마트 라우 를 포함하여 모든 어 리 이션에

서 응용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반 기술인 RFID와 

시맨틱 웹에 해서는 2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한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의 설

계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 시스템의 구성  특징에 

따라 시맨틱 모델링을 통해 정보를 변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우 를 구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실험 후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종합한다.

II. 관련 연구

1. 기본적인 RFID 기술

라디오 주 수를 사용 태그와 리더기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RFID 기술은 객체 정보의 공유와 추 을 

해서 개발되었다. 기존의 바코드와는 달리 인식을 

해 직  조 할 필요가 없으며 태그의 정보 변경  추

가가 자유롭고 일시에 다량의 태그 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도, 습기, 먼지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

율이 높다. 다양한 분야의 RFID 시스템과 특정 어 리

이션을 해서 RFID 타입의 선택은 요하다[3][4].

RFID 시스템은 태그와 안테나와 리더기로 구분하며 

이  태그는 배터리 내장 유무로 Active 타입과 

Passive 타입으로 구분한다. Active 타입은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수명이 있지만 능동 으로 주변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에 Passive 타입은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으며 안테

나에서 송되는 에 지로부터 기에 지를 얻기 

때문에 고정된 정보만 장할 수 있으나 수명이 반 구

이고 가격이 렴하다는 장 이 있다. 형 인 

RFID 태그는 고유한 시리얼 번호를 갖고 있으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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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리콘 마이크로칩은 통신으로 추가 인 정보를 

장한다. 마이크로칩은 2Kbyte 정도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다[5].

를 들면, 제품에 한 정보로 제조일, 운송시 도착

일과 실제 매일 등을 태그에 쓸 수 있다. RFID 리더

기는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장착하여 라디오 주 수를 

방출하고 반응한 태그로부터 신호를 받는다. 리더기에 

도작한 정보는 해당 어 리 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RFID의 목 은 재난재해 리, 생산 리, 물

류시스템, 재고 리 등을 목 으로 개발되었고 비

식으로 정보를 장하고 달하는 특징으로 경로 추 , 

도난 방지 등의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6][7].

2. 시맨틱 웹

기존의 웹에서 HTML을 이용한 표 방식은 사용자

에게 문서의 내용을 그 로 보여 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로그램 는 소 트웨어 에이 트가 문서로부

터 자동으로 의미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를 들면, 흔

히 말하는 배가 음식으로서의 배인지 운송수단으로서

의 배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과 무 한 많은 양의 내용으로 인해 웹의 검색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표 은 같지만 

뜻이 다른 데이터를 본래 의미로 해석하고 인식하며, 

표 화된 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시맨틱 웹이 연구

되었다[8][9].

시맨틱 웹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XML로 정의한 태그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어 리 이션이 자동 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태그 사이의 의미 연 성을 

추론하기란 매우 어렵다. 임의로 만든 태그의 사용법은 

알 수 있어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태그인지 악하

기는 어려운 것이 XML의 단 이다. RDF는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제시된 기술이다. RDF는 특정 자원

에 한 숨은 자료를 설명하는 XML 기반의 임워

크다[10].

RDF는 객체 지향  근의 지식표  방식을 취하며, 

세 개의 요소로 이 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즉, 개체

(object)-속성(attribute)-값(value)의 구조를 갖고 있으

며 A(O,V)로 표 된다. 그러나 일반 인 객체 지향  

혹은 임 방식과는 다르게 RDF는 객체 심이 아니

라 속성 심의 구조를 가진다[11].

자원의 속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들 사이에는 의미

(semantics), 구문(syntax), 구조(structure)의 세 가지 

조건을 상호간에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RDF는 서로 

다른 의미, 구문, 구조를 가지는 메타데이터들이 공동의 

약을 이루어 상호간의 호환이 가능하다. RDF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들의 모든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

라 각각의 메타데이터들이 제각기 필요한 데이터요소

를 선언하여 사용한다. RDF는 XML을 이용하여 구문

을 표 하기 때문에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웹 환경에서 

랫폼과는 독립 으로 메타데이터를 구 할 수 있다.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하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요소의 

의미와 문서 사이의 련성 표시가 쉬워지고 어 리

이션 간에 자동화 처리가 한결 쉬워진다[12][13].

III.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설계 환경은 다음과 같

이 가정한다. RFID 기술을 이용하는 각각의 어 리

이션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 다. 모든 

어 리 이션과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은 

개발, 테스트, 디버깅을 해 모듈로 설계하 다. [그림 

1]은 시스템의 단계별 동작을 나타낸다: (1) RFID 태그 

인식 - RFID 리더기의 라디오 주 수에 반응한 태그의 

타입을 알 수 있다; (2) 데이터 통신 - RFID 리더기와 

태그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진다; (3) 데이터베이스 서

버 송 - 정보를 어 리 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에 장한다; (4) 분석 -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의 

로세스가 동작한다; (5) 시맨틱 변환 - 로세스 분석 

결과로 정보의 형식이 XML에서 RDF로 변환된다; (6) 

데이터베이스 서버 갱신 - 변환된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반 한다; (7) 어 리 이션 정보 제공 - 요

청에 의해서 어 리 이션에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8 Vol. 8 No. 1240

그림 1. 모듈 시스템의 방법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갱신하기 해서 RFID 리더기 동작에 따라 송된 정

보의 분석과 시맨틱 변환을 처리한다. 그 후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서 최  장을 실행한 후 추가 정보의 

장과 변동이 없을 때 필요한 SQL 쿼리 요청을 리스트 

체크와 함께 실행된다.

1. RFID 리더기 동작

[그림 2]는 RFID 리더기와 통신을 한 메세지 포맷

이다. Sirit의 Infinity 210은 Gen 1  Gen 2 태그를 모

두 읽을 수 있으며 어떤 태그를 읽느냐에 따라 주어지

는 명령어가 다르다.

그림 2. RFID 리더기 메세지 포맷

RFID 리더기로 주는 Command 포맷은 Message 

치에 Command, Sub Command, Parameter가 들어간

다. Command 에는 시스템 시스템 명령어 인지 아니면 

태그에 한 명령어를  것인지, 태그에 한 명령어

라면 Gen 1 태그에 한 것인지 Gen 2 태그에 한 것

인지 등의 정보를 나타낸다. Sub Command에는 수행

해야 할 동작, 즉 태그의 정보를 읽을 것인지 태그의 메

모리에 데이터를 입력할 것 인지와 안테나의 출력을 조

하는 등의 명령어가 치한다[14].

RFID 리더기로부터 받는 포맷은 Status, Response로 

이루어지며 명령어에 따라 응답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Status는 성공, 실패 는 처리 을 나타내는 값이 

치하며 만약 읽기 명령이 성공했을 시에는 Response 

부분에 RFID 태그로부터 읽은 태그의 ID나 태그가 가

지고 있는 정보 등이 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정보

는 [그림 3]과 같이 XML 형식으로 추출되어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 장된다.

그림 3. 리더기 정보의 XML 추출

2. 시맨틱 웹 언어로 정보 변환 

각각의 어 리 이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표 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문서 형식

을 RDF로 변환한다. RDF는 상황정보 모델링을 한 

요소들이 확장된 지식 표  언어로 본 논문에서 RFID

태그 정보의 시맨틱 표 을 해 사용된다. RDF의 기

본 구조는 주어, 동사, 목 어에 해당하는 세 개의 정보

(Subject, Predicate, Object)를 한 으로 가진다. 이를 

문장(statement)이라 하고 사람이나 웹 문서 등 특정 

상이 특정 속성에 해 특정 값을 가지는 것을 표

한다. 속성의 타입, 각 속성 값의 범 와 RDF 스키마에

서 표 으로 도메인(domain)과 범 (range)라 불리

는 주어진 속성의 자원 타입을 포함한 트리  구조 기

반 템 릿들의 을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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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보의 시맨틱 변환 모듈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설계와 정보 갱신을 한 차

는 [그림 4]와 같다. XML 형식으로 입력 받은 RFID 리

더기 정보는 스타일 재설정 논리를 경유하여 RDF로 변

환된다. 한 RFID 태그 정보도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

스템의 로세스에 의해 RDF로 변환된다. 스타일 재설

정 논리는 XSL로 설계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갱신 

모듈은 트리  추가, 정확한 값 갱신 그리고 트리 간 

동일 표 의 통합 기능이 있다.

RDF로 표 된 정보를 처리하기 해 RDF 데이터 

처리 언어를 사용한다. RDQL은 어 리 이션 개발자

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선언 부분 

상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RDQL을 사용하여 리더기와 태그 정보를 데이터베이

스 처리 시스템 로세스에 의해 값을 처리한다[15].

3. 데이터베이스 접속 요건

만약 어 리 이션들이 동시에 실행 이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과 

속을 한다고 가정한다. 어 리 이션은 서 루틴으

로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과 직 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정보의 갱신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첫 번째, RFID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스템의 IP 어드

스인 호스트 네임의 정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의 네임 테이블인 데이터베

이스 네임의 정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RFID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의 근을 하기 해서 사용자 네임과 패스

워드의 정의가 필요하다.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되면 데이터베이스 연

결 정보가 담긴 일을 생성한다. 생성된 일은 시스

템의 서 루틴 자체에서 필요하며 한 번의 요청에 의해

서 주기 으로 장된다. 따라서 시스템은 효과 이고 

어 리 이션의 과도한 스트 스를 감소할 수 있다.

IV. 실 험

1. 구성 및 특징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어

리 이션에 상 없이 통합 리하기 하여 시맨틱 웹 

환경에서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구 하고 

스마트 라우 의 동작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을 해 사용한 체 하드웨어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RFID 리더기는 900Mhz 역의 RFID 리더

기인 Sirit사의 Infinity 210 모델을 사용하 고 사용한 

태그는 900Mhz 역의 2세  RFID 태그를 사용한다. 

제어부는 Atmel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Mega128을 

사용하고 통신을 하여 한백 자의 Zigbex 모듈상에

서 SOAP 메시지를 사용하여 서버와 연결한다.

표 1. 하드웨어 구성

CPU Atmel AVR mega 128

RFID 리더기 Sirit  Infinity 210

RFID 태그
900MHz 역

  Genaration 2 태그

통신 모듈 한백 자 Zigbex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사용

한 소 트웨어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도우 XP 

환경에서의 OSGi 임워크인 Knopflerfish 1.3.3을 

사용하 고, Eclipse 3.0과 Knopflerfish Eclipse 

Plug-in 0.7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한 정보의 시맨틱 표 을 해 RDF DL과 

RDQL을 사용한다.

표 2. 소프트웨어 구성

운 체제 Windows XP SP2

Java SDK Java 1.6.0

RDF 언어 RDF DL, RDQL
OSGi Framework Knopflerfish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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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시스템에 근을 허가하기 에 RFID 태그 

인식을 통과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근으로부터 시스

템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 각 사용자는 사용자 벨에 

따라 제한된 근을 할 수 있다. 를 들면, 리자는 

모든 보안 허가를 갖는다. 그동안 다른 사용자는 시스

템에 제한된 근을 한다.

2. 시맨틱 모델링

RFID 리더기  태그 정보를 어 리 이션에 상 없

이 사용하려면 추론이 가능하고 잘 정의된 RDF 언어가 

필요하다. RDF 언어는 련 개념을 충분히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표 이 가능해야 하면서 상 으로 추론

을 통한 결정이 가능해야 한다. DL은 이러한 조건을 만

족하기 때문에 RDF 언어의 이론  배경으로 DL을 사

용한다[16].

DL은 구조화되고 형식화된 표  방식이므로 응용 도

메인의 지식을 표 했을 때 이해하기 좋은 언어 의 하

나이다. DL은 다소 형식 인 논리에 기반한 의미를 사

용하고 있으며, 시맨틱 네트워크나 임워크와는 구

별된다. DL은 개념과 규칙을 구성요소로 갖는다. 개념

은 클래스, 규칙은 클래스간의 계를 표 할 수 있다.

가장 기본 인 DL 언어 의 하나인 ALCHI[16]는 

⊓ (논리곱), ⊔ (논리합), (부정), ∃R.C(existential 

restriction constructor), ∀R.C(value restriction 

constructor)의 표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DL 

ALCHI의 표 을 사용하며 표  DL ALL은 반  역할

과 함께 계층 역할을 확장하 다.

시맨틱 언어인 RDF 사용은 사용자에게 규칙을 정의

하여 특별한 타입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7]. 

[표 3]은 ReadTag의 스마트 시스템 속시 RFID 태그 

정보가 달되기 해서 어떻게 표 되는지 보여 다. 

심 없는 게임 어 리 이션은 제외하고 집에서 DVD 

이어로 추천된 화를 시청한다.

표 3. 사용자 정보

≡∃
⊓∃
⊔∃

⊓∀
⊔∃

3. 브라우저 동작

스마트 라우 는 RFID 기술을 이용한 시맨틱 웹 

환경에서 스마트 시스템들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간단하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이드 탭 메뉴는 

RFID 태그, RFID 리더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

베이스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RFID 리더기와 

태그 사이의 정보의 송 과정과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

스템에서 RDF 형식 문서로 변환된 후 데이터베이스 서

버에 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스마트 브라우저 메인화면

간단하게 사용자의 로 일을 등록할 수 있으며 최

근 스마트 라우 의 이용내역이 표시된다. 스마트 시

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어 리 이션들을 모듈

별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림 5]는 ReadTag이란 사용자

가 자신의 정보가 담긴 태그를 소지하고 스마트 시스템

에 근했을 때 RFID 리더기에 의해 인식되어 스마트 

라우 가 실행되는 모습이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처럼 ReadTag 사용자의 근이 확인되면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

을 거쳐 스마트 라우 에 송된다. 간단한 개인 정

보가 화면에 출력되고 이용가능한 어 리 이션이 모

듈별로 등록된다. 사용자는 필요한 모듈만을 마우스 클

릭을 통해 추가/제거가 가능하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

이스 서버에 상 없이 모든 사용자의 통합된 정보로 어

리 이션에 근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FID 기술을 이용한 시맨틱 웹 기반 스마트 브라우저 43

V. 결론 및 향후연구

스마트 시스템에서 RFID 기술의 사용은 태그에 입력

된 데이터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어 리 이션의 구

축에 있어서 비용 감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그

러나 원격 RFID 장치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 통신 요소

들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어 리 이션은 이기종 간

의 연결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서로 다른 네

트워크 디바이스가 어 리 이션에 개별 으로 설치되

어 각각의 쿼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모니터링의 지연 

는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 태그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어

리 이션에 상 없이 통합 리하기 하여 시맨틱 웹 

환경에서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스마트 라우 를 구 하 다. 어 리 이션에 장착

된 RFID 리더기를 통해 사용자의 RFID 태그를 인식하

고 데이터를 RFID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에 송하

면 로세스가 시맨틱 웹 언어로 정보를 변환한다. 표

화된 시맨틱 웹 기반에서 송된 데이터는 스마트 

라우 에 의해 해석되어 화면에 출력된다. 한 시맨틱 

웹 언어의 사용은 의미 있는 계에 한 추론이 가능

하여 추가 인 모듈을 장착하여 기능을 쉽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산업체와의 연동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를 산출하는 것이다. 재의 스마트 라우 는 가상의 

어 리 이션을 설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상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주기 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다양

한 산업 어 리 이션과 호환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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