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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식 시스템에서의 서비스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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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 정보 추론에 필요한 상황 정보 표현은 육하원칙에 의해 분류되어 4W1H

의 상황 정보와 추론된 Why의 상황을 통합하여 상위 상황들을 추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론된 상황 정보에 
Whom(특정 정보나 서비스)과 How much(정확성)를 추가한 팔하원칙(6W2H)에 의해 특정 상황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분류된 상황들과 부정확한 지식에 대한 표현과 추론을 위해 러프집합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서비스 제공의 정확성을 표현할 때 0과 1이라는 일반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이를 위해 퍼지집합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러프 집합 개념을 이용하여 상황 속성에 대한 리덕션(reduction)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함으로서 각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유비쿼터스 컴퓨팅, 상황인식, 퍼지 집합, 러프 집합, 팔하원칙

Abstract  In this thesis, I categorize expression of context data required for context data inference according to 
five Ws and one H(5W1H) in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and infer superordinate context by combining 
context data of 4W1H with inferred context of why. This thesis suggests that we categorize specific context and 
service according to 6W2H added Whom(specific data or service) and How much (accuracy), and determine 
proper services for specific context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rough set for expression and inference of 
categorized contexts and inaccurate knowledge. Since there is an limitation of the set of 0 and 1 when 
concerned with accuracy of services, I introduce the concept of fuzzy set. To provide users with the most 
appropriate service by ridding of unnecessary properties through the process of reduction, I also use the concept 
of rough set. 

Key Words : Ubiquitous Computing, Context Awareness, Fuzzy Set, Rough Set, 6W2H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은 언제 어

디서든 구나 자료를 처리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컴퓨  환경을 의미하며 유비쿼터스 컴퓨 을 실 시키

기 하여 자동차, 집, 사무실 등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컴퓨 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 은 여러 기술들로 이루어

지는데 가장 핵심 인 요소가 상황인식 시스템

(context-awareness system)이다. 상황인식 시스템은 사

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악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상황이란 다양한 에서 정의되는데 A. K. Dey는 사

람, 사물, 장소 등 객체의 상황에 한 특징을 기술한 모

든 정보를 상황이라고 하 다. 즉, 상황정보는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시 에서 가용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다[2][8].

사용자의 상황정보들은 매순간 발생하며 사용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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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나 정보를 요청했을 때, 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나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상황인식 시스템은 사용자의 다양

한 상황정보들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한 서비스 

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상황인식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스 결정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황들은 애매모호하며 각 상황들 

사이에는 수많은 인과 계가 존재하게 된다. 상황 추론

에 있어서 통  집합 이론은 어느 한 원소가 임의 집합

에 완 히 배제되거나 소속되는 것을 나타내며 실세계의 

환경을 표 하는데 있어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4]. 그래서, 어느 한 집합에 한 극단  소속이 아닌 모

호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퍼지 집합과 추론된 상황에 

합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러  집합 개

념을 도입하 다.

아래 그림 1처럼 상황 정보 추론에 있어서 기존의 상

황 정보 표 은 육하원칙에 의해 분류되어 Context 

Broker에 의해 4W1H의 상황 정보와 추론된 Why의 상

황을 통합하여 상  상황들을 추론하 다. 본 논문에서

는 이 게 추론된 상황 정보에 Whom과 How much를 

추가한 팔하원칙에 의해 특정 상황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서비스의 정확성을 퍼지 값으로 나타내고 분류된 상황들

과 부정확한 지식에 한 표 과 추론을 해 러  집합 

개념을 도입하여 재 사용자가 한 환경의 상태에 따

라 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Service 

Discoverer를 제안하고자 한다[2].

[그림 1] 상황인식 프레임워크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에 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상황인식 시스템에서 사용

자의 환경에 맞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서비

스 결정 규칙을 리덕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게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 알아보고 5장에서는 결론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상황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 하에서 상황인지를 한 핵

심  키워드는 상황(Awareness)이다. 상황이란 객체의 

상황에 한 특징을 기술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8]. 여

기서 객체는 사용자와 응용 소 트웨어를 포함하며 사용

자와 응용 소 트웨어와의 상호작용도 포함한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상황은 컴퓨 의 역을 가상세

계에서 실세계까지 확 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황은 크게 사용자 상황, 물리  환경 상황, 컴퓨  

시스템 상황, 사용자-컴퓨터 상호작용, 기타 미분류 상황

으로 나  수 있으며 개념 으로는 순서에 따라 논리  

공간에서의 상황, 사람에 한 상황 그리고 물리  공간

에서의 상황로 분류할 수 있다[5][6][9]. 그리고 사용자 

상황과 물리  상황은 사용자와 주변 환경의 상황에 

한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활용하여 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한 추론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상황 정보의 표 은 상황 인식 아키텍처 설계 시에 필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육하원칙 표 법은 상황 정보

를 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표 한 구조

화된 형식이며 정형화된 상황인식 응용 모형에 합한 

상황 정보를 사용자 심의 으로 제공한다. 이 표

법은 육하원칙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구조화함으로

써 센서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사용자의 상황을 정확하

게 표 할 수 있다.

상황 추론은 수 의 상황 정보들로부터 고수 의 

상황 정보를 이끌어내는 논리  과정으로 센서로부터 수

집된 다양한 상황 정보들을 사용자 심으로 융합하고 

이 게 융합된 상황을 이용하여 한 인공지능 추론 

기법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다[2].

2.2 러프 집합

러  집합(Rough set) 이론은 1982년 Pawlak에 의해 

개발 되었다. 이것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군집화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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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것으로 데이터는 실세계에서 반 된 것이라

야 하며 상한근사  하한근사 개념을 이용하여 데이터

의 속성에 한 계를 정형한다. 러  집합은 데이터의 

분류에 효과 이고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취

하기 한 근 방법을 제공하며 불확실한 정보의 리

와 부정확한 지식에 한 표 과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

[1][10].

러 집합에서의 속성 값을 사용함으로서 제한 으로 

식별 가능한 객체에 의하여 발생된 애매함을 다루고 있

다. 동일한 조건 속성을 갖는 집합들이 다른 결정 클래스

에 속해 있는 경우 지식베이스는 시스템에서 결정상의 

불일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을 처리하기 해서 러

집합에서는 두 가지의 근사를 정의한다. 결정에 의해 나

타내어지는 개념 X에 항상 포함되는 기본집합으로 표

되는 하한근사와 개념 X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존

재하는 모든 기본집합으로 정의되는 상한근사이다. 상한

근사에서 하한근사를 제외시키면 불확실한 개체들만 

다른 부분집합으로 표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경계 역이

라 한다.

지식기반  가 주어졌을 때, 부분집합 ⊆

와 동치 계 ∈을 써서 하한근사와 상한근사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하한근사 : 

∈   ⊆

  상한근사 : ∈  ∩≠
       경계 역 :   





러 집합에서는 경계 역이 커질수록 그 집합의 정확

성은 떨어진다. 다시 말해, 경계 역이 작고 하한근사에 

해당하는 범 가 클수록 그 집합은 정확도가 높다고 한

다. 체집합의 정확성 정도는 정확성 척도 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근사화의 정확도라고 한다. 다음은 정확성 척

도를 나타낸다[1][3][7].

  






≠ ≤ ≤

2.3 지식의 축소

러 집합에서 지식의 축소에는 2가지 개념, 즉 리덕트

와 코어가 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의 리덕트는 재의 

지식내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본 인 개념들을 정의하기

에 충분한 지식의 필수 인 부분이고 코어는 지식의 가

장 핵심 인 부분이다. 러 집합의 지식표 에서 식별가

능 행렬의 장 은 리덕트와 코어등과 같은 개념들을 간

단히 계산할 수 있게 해 다.

만약   는 결정 시스템이고 ⋯

이라 할 때 S의 식별행렬은 로 표기하며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   ≠  ⋯
여기서 는 와 를 구별하게 하는 모든 속성들

의 집합이다. 그리고 코어는 식별행렬의 모든 단  원소 

엔트리의 집합이므로 다음 식과 같다.

∈     ∃
한 더 은 속성을 사용해서 객체들을 구별할 수 있

게 해 주는 부분집합들 에서 최소 부분집합인 리덕트

는 다음과 같다.

의 임의의 엔트리에 ≠에 해서 

∩≠∅ ⊆이고 A의 최소 부분집합이면 B는 A의 

리덕트이다[1][3].

3. 서비스 결정 규칙의 리덕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결정 시스템은 러  집합

의 지식 추론 방법에 근거한다. 기존의 exact solution 방

법 이나 식별행렬은 결정 속성과의 연 성이 있는 리덕

트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7].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특정 상황과 가장 연 성

이 높은 리덕트를 구하고 재 상황에 합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1은 각 환

자들의 상태 정보이며 환자들의 재 상태를 신속하게 

단함으로써 그에 맞는 한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

게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각각의 서비스 값을 퍼지한 값으로 바

꾸고 러  집합을 이용하여 상황 요소에 한 리덕션 과

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다음 서비스를 결정

하는 방법에 해 알아본다.

서비스 결정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정의. 1 상황 인식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 집합 

  ⋯ 과 상황 정보 집합 

  ⋯ 로 구성되며, F는 U와 

C사이의 계 집합    →이고, 

는   ⋯의 유한 값이다.

정의. 2 S는  상황 인식 정보 서비스 결정 시스템이며 

정의 1에서 명시한 상황 인식 정보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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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속성(독감)을 나타낸다.

다음은 정의 2를 기 로 퍼지화된 상황인식 정보 서비

스 결정 시스템을 나타낸다.

환자    

 0 1 1 0.7
 1 0 1 0.5
 1 1 2 0.9
 0 1 0 0.1
 1 0 1 0.3
 0 1 2 0.8

<표 1> 환자의 상태정보와 독감 여부

 , 는 각각 두통과 근육통을 나타내며 유무로 구분

하고  로 표시한다. 은 열을 나타내며 고열, 

열, 정상으로 구분하고  로 표시한다. 결정 

속성 는 독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 는 의 값 

필드이다. 의 경우 의 값은 0.9이며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정보 결정 시스템에서 몇몇 속성들은 결정에 있어서 

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결정에 있어서 

요한 속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먼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3  만약 ⊆ ∀∈  이면 정확성 척도는

       ⋯

 
  

 



 


와 같으며 
   

 이고 B의 모든 서 셋 D에 해 


 ≠

 이면 B는 리덕트된다. 한, 의 값이 0과 

1사이에 있다면 는 B에 의해 결정된 동치 계를 나타

낸다.

⋯는 에 해 U에 의해 결정된 동치류 

이라고 가정하자. 퍼지 집합 


 는 결정 속성 의 퍼지 

하한근사를 나타내고 상황속성집합 B와 일치한다.



 


   ∈

 ∙


 

는 퍼지 집합 



  


 

 


  ≥의 -cut을 나타낸다.

한, 퍼지 집합 
 는 결정 속성 의 퍼지 상한근사

를 나타내고 상황속성집합 B와 일치한다.


 


   ∈

  ∙ 는 퍼지 집합 


     


  ≥의 -cut을 나타낸다. 이

것은 


⊆⊆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1에서 시스템의 결정은 U에 정의된 퍼지 집합들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사용자 집합      는 에 

해 5개의 동치류로 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라고 하면,




 

∪∪ , 


 

∪∪∪  이며 


      

  
 


이다.

이제 리덕션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다

음 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 알아보자.

첫째로, 상황속성 집합  로 

     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5개의 동치류로 나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동치류로서 최소 부분 집합이 되지 못하

므로 상황속성 집합  는 리덕트되지 않는다.

둘째로, 상황속성 집합  로 

     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동치류로 나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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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

 

∪∪  이며


      


 


이다

앞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

   이므로 

상황속성 집합  도 리덕트되지 않는다.

셋째로, 상황속성 집합  로 

     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동치류로 나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라고 하면,




 



∪ ,

 

∪∪  이며


     

  
 


이다

앞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므로 

상황속성 집합  는 리덕트된다.

이것은 두통 속성인 은 독감 여부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서비스 결정 방법

상황인식 정보 서비스 결정 시스템의 결정 규칙들은 

다음의 세 단계로 유도되어질 수 있다.

첫째로, 상황 속성 집합 ⋯에 의해 사용

자 집합 ⋯을 m개의 동치류로 분류하고 

⋯으로 표시한다.

둘째로, 상황 속성 집합 C와 일치하는 각각의 결정 속

성 을 하한근사로 계산한다.

∀∈ , ∈⋯,  ≤, 


   


 

∀≠, ∈ , ∈ , 그러므로 


  는 



   


  ∈이다. 

셋째로, 모든 사용자 분류(동치류)  ∈⋯
에 한 결정인  를 선택한다. 결정 규칙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는   로 표시한다.

리덕트된 상황속성 집합   을 결정 규칙에 따라 

집합      을 분류하면 4개의 동

치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로 표 할 수 있으며 결정 규칙과 그 정확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상황 속성  들이 (1 ,1)의 값을 가질 때

는 그 결정 규칙의 정확성은 0.7이다.

둘째로, 상황 속성  들이 (0, 1)의 값을 가질 때

는 그 결정 규칙의 정확성은 0.3이다.

셋째로 상황 속성  들이 (1, 2)의 값을 가질 때

는 그 결정 규칙의 정확성은 0.8이다.

넷째로 상황 속성  들이 (1, 0)의 값을 가질 때

는 그 결정 규칙의 정확성은 0.1이다.

그러므로, 의 내용을 종합 으로 분석해 보면 독감

여부는 근육통과 고열이 있을 때 독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상황인식 정보 서비스 결정 시스템에서는 상황속성의 

최소 부분집합을 구하는 문제, 즉 리덕트를 구하는 문제

는 어렵고 난이한 문제이다. 퍼지 규칙인 if ～ then 기법

은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무 많고 exact 

solution 방법 한 결정 속성과 련성이 높은 리덕트를 

구하기가 어렵다. 식별행렬은 특정 속성의 값이 어느 한

쪽 값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정 속성과의 연 성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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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discernibility degree는 작은 값이 나오게 되어 리덕

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러  집합과 퍼지 집합 개념을 이용하

여 상황인식 정보 서비스 결정 방법을 제안하 다. 이 결

정 방식은 사용자의 과거 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 속

성에 한 리덕션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다음 재 상황에 합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모든 사용자에 해 개인 인 서비스 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선택에 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편리하

게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

비스 결정 시스템 개발과 다른 결정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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