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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기술 연구는 핵심 기술의 선점뿐만 아니라 보다 지능화, 고도화된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형 프로비저닝 시스템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현재까지의 프로비저닝 기술 시스템은 사용자의 적합한 상황을 인식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상황이 고려된 지능형 상황인지 프로비저닝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상황과 사용 패턴을 고려한 온톨로지 기반의 지
능형 프로비저닝 서비스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추천을 위해 이에 따른 추
론 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능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 유비쿼터스, 프로비저닝, 온톨로지, 지식베이스, 상황인식

Abstract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as a new paradigm of the digital information era, has been 
introduced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society and culture. Today, technology research around the world 
competes for the preoccupancy of the core technolog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viding 
context aware system more intelligent, more sophisticated. Research in recent is underway the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provisioning system using the ontology. Erstwhile provisioning system did not providing a 
personalized service that provides the service after context awar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studies of 
intelligent context aware provisioning technique considering environments and context necessary to user.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vide a service that is optimized for the needs of the user, propose an ontology-based 
intelligent provisioning service method taking into account the usage patterns and the context of the user. The 
proposed system is recognized the status of the user and demonstrated a process of reasoning techniques for fit 
service. And it is possible to the expansion of intelligence.

Key Words : Ubiquitous, Provisioning, Ontology, Knowledge Base, Context-Aware

*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Received  6 March 2014, Revised 19 April 2014

Accepted 20 May 2014

Corresponding Author: Euiin Choi(Hannam University)

Email: eichoi@hnu.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1. 서론

Ubiquitous Computing의 목 은 서비스를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편

리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1]. Ubiquitous Computing 환경은 디지털 시 의 흐름

에 맞춘 인간을 한 환경으로서, 사용자의 욕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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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 해야 한다[2].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사

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해서 사용자의 요청

에 최 화된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기존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검색을 요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사용자의 

치정보만을 참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에 사용

자 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

에 따라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최 화된 서비스를 해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비된 리소스를 제공하

는 기술인 로비 닝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즉, 사용자의 행   상황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공간의 다양성과 사용자의 상황을 

반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축, 구 하는 기법에 

해 연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합한 최 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비 닝이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미리 비해놓고 사용자 요청에 해 인

라에 미리 정의된 정책에 의해 서비스를 할당, 배치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스토리지나 시스템에 모든 자원을 소유

하지 않고도 쉽고 안정 이게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따라서, 사용자의 

요청에 합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해서는 여

러 환경으로부터 획득한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인 라 리

소스와 연동한 온톨로지 기반의 로비 닝 기법이 요구

된다. 이를 해서는 요청 서비스에 해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 요구에 최 화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활용한 지능형 로비

닝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사용자 서비스에 합한 능동  로비

닝 온톨로지 기반의 서비스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을 특정 지식과 련된 용어  

용어 사이의 계를 정의하여 추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통해 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로비

닝과 온톨로지에 한 기본 인 개념을 설명한다. 3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능형 로비 닝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다. 4 에서는 지능형 로비 닝을 한 

온톨로지 모델링을 설계하 다. 5 에서는 제안된 온톨

로지 모델링과 기존의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6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

시한다.

2. 관련 연구

2.1 CB-SeC

CB-Sec[4]는 치에 상 없이 사용자의 요청을 만족

시키고 퍼베이시  컴퓨  환경에서 리소스를 하여 상

황정보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발견하기 해 제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응용 로그램 계층, 서비스 로비 닝 층, 

상황 리 층  물리층 4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로비 닝 층은 서비스를 리한다. 모든 사용자 선호

도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실행 모듈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5].

2.2 UBIDEV 미들웨어

UBIDEV[6]는 상황인식 환경을 리한다. 이는 로

그램이 자동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으며 서비스  상황정보에 한 통합 리 모델을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 유비쿼터스 액세스 계층에서 

리자는 기본 서비스를 어 리 이션 계층에서 오는 복잡

한 쿼리를 분석한다. 서비스 리자는 서비스를 인스턴

스화  모니터링을 한다. 한 응용 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자원과 서비스를 결합하기 해 자원을 분석한다. 

상황정보 리자는 어 리 이션에 따른 문맥 종류로 상

황정보를 분류한다[5]. 

CB-SeC  UBIDEV 모두 상황정보에 한 기본 서

비스를 제공하지만 서비스 이력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2.3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프로비저닝

로비 닝은 시스템 디자이 에 의한 수동 로비

닝과 자동화 툴을 통한 자동 로비 닝으로 나뉜다. 가

상화 시스템, 유틸리티 컴퓨 ,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서는 IT 인 라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 구성하는 작업

들을 자동화 기능을 통해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

동 로비 닝’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로비 닝 기법은 재 다섯 가지 기법이 혼재되어 있다

[7]. 

․Server Resource Provisioning: 서버의 CPU나 

memory 등의 자원을 할당 는 하게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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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할 수 있도록 비한다.

․OS Provisioning: OS를 서버에 설치하고, 구성 작업

을 통해 OS가 가동되도록 한다.

․SW Provisioning: Software(WAS, DBMS, 

Application)를 시스템에 설치, 배포하여 작업을 실

행할 수 있도록 한다.

․Storage Provisioning: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장소를 식별하고 공동 풀로 옮긴다. 장소에 

한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수되면, 시스템 리자는 

공동 풀에서 장소를 꺼내 사용할 수 있으며, 장

소의 효율을 극 화할 수 있는 인 라 구축이 가능

하다.

․계정 Provisioning: 조직 내 인사 이동이나 직무 변

경으로 사용자가 근하는 리소스의 범주 한 변

경되었을 시, 리자는 한 승인 차 이후 필요

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근 권한을 수정하게 되는

데, 계정 로비 닝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

로비 닝 모듈 설계를 해서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서비스에 따르는 정책과 메커니즘의 정의가 필요하다[3]. 

로비 닝 시스템 구조는 SaaS, PaaS, IaaS로 구분된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부분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Admission 

Service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SaaS로부터 

작업요청을 받아 리소스 할당을 결정하는 랫폼 부분이

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요청받은 서비스

에 해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구성, 제어, 

리할 수 있다.

2.4 온톨로지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인지체계, 지식을 표 , 

공유, 활용하고 기존의 방 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

터를 추론하기 해서는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명

시 (explicit) 지식 표  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지식 표

 기법들은 각각의 특징과 상이한 표 력(expressivity) 

수 을 갖고 있다[8,9]. 보다 복잡한 지식 표 과 강력한 

추론을 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표  방법이 제공

되어야 한다. 온톨로지는 논리  지식 표  체계로서 논

리, 규칙, 임,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모두 통

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온톨로지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10].

․지식의 공유를 말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사용은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질 인 에이 트와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도메인에 한 일반 인 개념의 

집합을 쉽게 가지도록 한다.

․논리  추론이 가능하다. 온톨로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술논리(description logic)에 기반하

여 표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논리  추

론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지식  정보의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는 온톨로지

의 구성을 더욱 쉽게 만든다.

온톨로지 표  언어는 매우 다양하다. 

KIF(Knowledge Interchange Format), OWL을 포함해 

부분 1차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추론시 결정 가능성

을 보장하는 서술 논리 기반의 언어들이 세를 이루고 

있다. OWL는 W3C에 의해 가장 최근에 제안된 언어로

써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11]. 특히, OWL-DL(Web 

Ontology Language-Description Language)는 OWL의 

하  언어로 계산학  완 성(computational 

completeness)과 결정 가능성(decidability)이 유지되는 

최 의 표 력을 제공한다. 완 성은 모든 결론이 계산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정 가능성은 모든 계산이 유한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12]. [Fig. 1]은 OWL 

 OWL-DL의 표 력을 나타낸다.

[Fig. 1] Expressive power of OWL and OWL-DL

효용성이 높은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해서는 클래스

를 생성할 때, 논리  제약 조건들을 기술하는 것이 요

하다. 제약 조건들을 구체 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추론 

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리는 추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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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향을 다. 추론 품질을 높이기 해서는 많은 

공리를 용하는 것이 좋다. 재는 컴퓨터에 의해 

OWL-DL 수 의 지식 표 과 추론이 가능하다[13,14]. 

같은 지식을 표 한 온톨로지라 하더라도 그 설계에 

따라 온톨로지의 활용 범 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온톨

로지의 응용 분야에 따라 지식의 확장, 추론, 활용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온톨로지 모델링은 특정 도메

인에서 사용되는 어휘들과 어휘들 간의 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정보를 구조화한다[15].

3.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능형 

   프로비저닝 시스템

본 에서는 온톨로지 모델을 용한 지능형 로비

닝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한다. 체 시스템은 크게 세 부

분으로 나  수 있다[4]. 기본 인 하 계층으로는 사용

자 디바이스로부터 상황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식하는 

Context Generator, Reasoning Engine Module과 획득된 

상황을 분석하는 Ontology Modifier Module, 그리고 분

석, 수정된 상황의 결과를 사용자 질의와 매핑하여 해당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Ontology Mapper, Actuator 

Module이 있다. 각 모듈의 역할은 아래의 [Fig. 2]와 같다.

[Fig. 2] The structure of an intelligent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Context Generator: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들로부

터 인식된 상황데이터를 수집하여 획득된 상황의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Reasoning Engine: 획득된 상황을 정의된 추론 규

칙을 통해 의미를 악한다. 추론 규칙과 지식베이

스를 활용하여 추론 결과를 얻는다.

․Ontology Modifier: Context Generator와 

Reasoning Engine을 통해 획득된 상황들의 상태와 

행동 등을 모델링하여 지식베이스를 수정한다.

․Ontology Mapper: 획득된 상황을 통해 도출된 사용

자 질의와 수정된 지식베이스를 매핑하여 Target 

Device를 제어하는 Actuator의 행동을 정의한다.

4. 프로비저닝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본 에서는 상황정보의 OWL-DL 모델링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로토타입을 구 하 다. 온톨로지 

모델링의 실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일정한 

하루 일과 패턴이 있다고 가정한다. 사용자는 모바일 디

바이스에 화 추천 검색을 요청한다.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시간과 치 정보를 얻게 되면, 모델링

된 상황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시간과 치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한다. 로비 닝 서비스는 화 추천 검색의 

결과뿐 아니라 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진 카페나 식

당 등의 추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상황 모델은 사용자 

심의 상황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Fig. 3]은 사용자의 

상황에 미치는 도메인 구성 개체를 나타낸다. 각 개체들

은 사용자의 하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서 주체인 사용자

와 object property의 계로 연결되어 있다. 한, 각 인

스턴스들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  클래스  속성

들의 상  클래스로 표 할 수 있다.

[Fig. 3] Modeled using OWL-DL

4.1 OWL 모델링 컴퍼넌트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개발 도구인 Protègè를 이용

하여 OWL-DL 기반의 상황 온톨로지를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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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ss screen

4.1.1 Class

사용자의 상황 정보는 시간, 치, 상황으로 구분된다. 

클래스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User People who use mobile devices 

Time Of the time people who use mobile devices 

Café Cafe for referral services 

Restaurant Restaurant recommendations for service 

Theater
The theater might be the subject of a service 

discovery 

User 
Location

The user's current location

<Table. 1> Class

4.1.2 Individuals

각 Class는 기본 인 Individuals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해

당 클래스가 가지는 정보로서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Individuals 
Name

Upper 
Class

Related 
Property

Description

G.I.Joe: 
Retaliation

Screen 
Movie

hasValue, 
hasTime

Sort of 
film and 
time

Warm Bodies

Django 
Unchained

Transformer

Americano

Café 
Menu

hasValue
Sort of 
Coffee

Vivero

Espresso

Cappuccino

Bibimbap

Korean 
Food

hasValue
Sort of 
Korean 
Food

Ox Bone Soup

Hot Spicy meat 
stew

Fried Rice

Chines
e Food

hasValue
Sort of 
Chinese 
Food

Black bean 
sauce noodles

Chaomamian

<Table. 2> Individuals

4.1.3 Object properties

Class는 Object properties를 통해 서로 간의 계로 

연결되어 있다. 사용자를 의미하는 User Class는 모든 상

황의 주체이므로, Time Class와 hasTime, Location 

Class와 hasLocation, Context Class와 hasContext의 

계를 가진다.

hasTime

User

Time
The user has time 

information 

hasLocati
on

Location
Users will have the 
location information 

hasConte
xt

Context
The user context 

information

<Table. 3> Object properties

4.1.4 Data properties

각 Class는 Data property를 통해 각각의 속성을 나타

낸다. Restaurant와 Café의 메뉴의 계는 hasMenu로, 

극장의 종류는 hasKind, 상 화는 hasScreen의 속성을 

가진다.

hasMenu
Food string Sort of Menu

Cafe string Sort of Café

hasKind
Theater, 

Restaurant
,   Cafe

string
Sort of Theater,   

Restaurant and Cafe

hasTime
Screen 
Movie

string Running Time

hasScreen
Screen 
Time

string Film

<Table. 4> Data properties

4.2 상황인식

지능형 에이 트는 획득된 상황을 추론하여 의미를 

악, 지식을 수정한다. 상황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SWRL 규칙에 의해 생성된다. 온톨로지를 구성한 후의 

상황에 한 SWRL 규칙 정의는 다음의 표와 같다. [Fig. 

5]은 화 검색 상황에 해 <Table. 5>의 추론규칙으로 

추론 결과를 얻은 결과 다이어그램이다.

Context User Defined Inference Rules

Near CGV 

Theater

User(?u)  ̂ hasLocation(?u, ?x, ?y)  ̂   

CGVTheaterLocation(?x, ?y)  ̂

Movie(?m)  ̂ Profile(?u, ?profile, 

?frequency) →   contextValue(?theater)

Near Lotte 

Theater

User(?u)  ̂ hasLocation(?u, ?x, ?y)  ̂

LotteTheaterLocation(?x,   ?y)  ̂

Movie(?m)  ̂ Profile(?u, ?profile, 

?frequency) → contextValue(?theater)

<Table. 5>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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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규칙은 조건부와 결론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

는 논리곱을 나타낸다. 조건부의 모든 조건이 만족할 경

우에만 결론부가 도출된다. hasLocation(?u, ?x, ?y)과 

CGVTheaterLocation(?x, ?y)는 개념 hasLocation과 

CGVTheaterLocation의 하  개념이지만 개체를 각각 

변수 ?u, ?x, ?y로 지정한다는 것을 뜻하며, 

contetValue(?theater)은 각 변수에 지정된 개념이나 개

체가 contextValue라는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의 경우, 사용자가 화를 보고자 하

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상황과 시간으로부터 추론 규칙에 

의해 정의된 각 극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나타낸다. 지

능형 에이 트는 획득된 상황을 추론하여 의미를 악, 

지식을 수정한다.

[Fig. 5]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ule

사용자 디바이스를 통해 획득된 상황정보를 이용한 

OWL-DL 모델링 로토타입의 구 은 [Fig. 6]과 같다. 

윗 부분에는 화추천 서비스로 화 ‘황해’가 제공되었

다. 아래는 사용자의 치와 가까운 화 의 맵이 나타

난다. [Fig. 7]은 화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변의 음식

 치를 검색하는 확장된 추가 서비스 결과이다.

[Fig. 6] OWL-DL modeling prototype

[Fig. 7] Search results

온톨로지를 이용한 로비 닝 서비스의 확장형태는 

다음의 시를 들 수 있다. 오후 4시에 사용자는 거실 소

에 앉아있으며 TV에는 화 채 이 나오는 상황을 가

정한다. 같은 시각, 로비 닝 시스템의 상황 스  정

보는 사용자가 일상 인 스 에 따르고 있다고 악한

다. 이때 사용자가 주방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주방에

서도 TV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이 자동 으로 

높아진다. 주방에서의 지체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을 

과한다면 주방에서 시청 가능한 자 디바이스를 검색하

여 TV 화를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 한, 사용자가 재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에 정보를 달할 때에도 유동 으로 인터페이스를 변환

하여 해당 디바이스에 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5. 비교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사용 패턴을 고려한 지능형 

로비 닝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의 상황 정보를 이용한 OWL-DL 모델링을 설계하

다. 기존에는 단순히 사용자의 치 정보에 의존한 서비

스를 제공하 으며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기에는 어려

움이 많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OWL-DL을 활용함으로

써 상황 정보를 모델링하고 사용자의 로 일과 추론 

규칙을 용하여 상황정보 사이의 의미 추론이 가능하도

록 하 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실 할 수 있었

다. <Table. 6>은 기존의 사용자 디바이스 활용 서비스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비교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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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

n is used

Location-based 

services 

Location, time, 

Context Service 

Form User location servic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according to 

user patterns 

Service 
Search for a user to 

select the service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in a context 

modeling 

Inference -
Inference rules and 

inference engine 

Ontology -
Using semantic 

ontology

Prediction -

Providing predictable 

service to the user to 

determine the 

pattern 

Accuracy
Choose your own 

service, so high

Services according 

to inferred relatively 

low, so the 

mountains

<Table 6> Existing location-based services,
methods and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proposed system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

 서비스를 검색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마 도 상

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도면에서는 

기존의 서비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과 사용 패턴을 고려한 지능형 로비 닝 

서비스라는 에서 보다 편리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실 하고자 하 다. 한, 추가 인 상황을 한 

OWL-DL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역에의 용이 가능

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6. 결과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로비 닝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업이나 

일반 사용자의 정보 리와 활용에 큰 변화를 가져다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로비 닝을 한 온톨로지 시

스템 구축은 지식의 표 이 자유롭고 추론이 가능해 사

용자에게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하다. 하지만 

동일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표  방법에 따라 활

용 범 와 효용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에서, 지능형 

로비 닝을 해서는 합한 온톨로지 모델의 설계가 반

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특정 상황을 인식하여 그에 합

한 반응의 과정을 정의하고, 온톨로지 추론규칙과 추론

엔진을 통해 지능 확장이 가능한 개인 맞춤형의 로비

닝 온톨로지 모델링을 설계하 으며, 로비 닝 상황

인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로토타입 구 하

다. OWL로 정의한 상황은 다양한 종류의 상황을 표 할 

수 있는 풍부한 표 력을 제공한다. 기존의 서비스는 사

용자의 상황이나 사용 패턴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

자의 치 정보에 국한된 서비스 기 때문에 이를 사용

자 심의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로비 닝 

시스템은 OWL을 사용하여 상황정보를 모델링하고, 사

용자 로 일  추론 규칙과 추론 엔진을 통하여 상황

정보 사이의 의미 계를 악하여 개인의 상태에 따른 

최 화된 지능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다. 한, 사용

자가 서비스를 검색하지 않아도 상황정보를 고려한 추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OWL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역에 서비스를 용하기에 용이하다.

 향후 연구의 방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톨로지 기

반의 로비 닝 모듈에서 나아가 지능형 스 링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 더욱 다양한 상황들과 데이터를 추가

하여 그 사용성과 타당성을 평가 검증  보완하는 과정

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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