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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IoT 기술과 시맨틱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상황인지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하지만 시맨틱 기술인 온톨로지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행 연구는 
특정 서비스 시나리오를 도메인으로 선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서비스 요구사항 
등의 변경을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 
개념이 등장하 지만 상황정보를 표 하기 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이외의 추가 인 
요소를 필요로 하며, 환경구성요소의 상태정보를 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해 본 논문은 상황정보를 표 하기 한 요소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환경
구성요소의 상태표 이 가능한 SISO(Semantic-based IoT Service Ontology)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SISO의 특징을 검증하기 해 서비스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용한 
결과를 제시하 다. 한 서비스 시나리오 용 결과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와의 정성  비교
결과를 제시하 다.

ABSTRACT

The many researches on context-aware servic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emantic 
technology and IoT environment are being actively done. However, the previous study 
exploiting ontology has limitations not to accommodate the service requirement changes 
due to ontology prebuilt by specific service scenario. Although the concept of cross vertical 
ontology has emerg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it has other limitations that need 
additional components composing service environment for expressing context information 
and can’t represent state information of environment elements. To cope with these limitations, 
we propose SISO (Semantic-based IoT Service Ontology) that can represent the states 
of environmental element without the need for additional context-information element. To 
verify SISO’s characteristics, we select the service scenario and present applied results. 
The qualitative analysis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y is also presented by the applied 
results of servic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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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oT 기술을 이용한 여러 분야의 다양

한 제품이 등장하고 이와 련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표 으로 스마트 홈, e-헬스, 

운송, 리  물류 환경에서 서비스가 있다[1, 

6, 8, 11].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간에 

설치된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코디네이터(coordinator)에게 직

 제공하는 형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간에 

한 코디네이터의 직 인 상황 단과 단 

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한 장치제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재가 필

요하지 않은 능동 인 서비스를 해 장치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

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정보로 변환을 해야 한다. 

이는 시맨틱 기술인 온톨로지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IoT 환경의 장치가 수집

한 데이터를 상황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

으로 IoT 기술과 시맨틱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2, 

3, 4]. 그 , 도메인을 특정 서비스 시나리오로 

한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한 선행 연구들은 

해당 도메인에 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그

러므로 서비스의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해당 

도메인 역을 벗어날 경우 온톨로지의 개념

을 변경하거나 재구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

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해 다양한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을 한 크

로스 버티컬 온톨로지 개념이 등장하 다[10].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는 IoT 퍼런스 모델

을 통해 서비스 정의에 필요한 범용 인 요소

를 각각 독립 으로 정의함으로써 서비스 요

구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온톨로지의 개

념 변경  재구축을 필요로 하는 앞서 언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요소 추가만으로 서비스

의 변경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는 상황정보의 표 을 해 

상황(Context) 온톨로지를 독립 으로 정의하

기 때문에 상황정보를 표 하기 해서 서

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구성요소 이외의 

추가 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황정보의 표 을 해 상황을 

표 하는 요소를 반복 으로 추가해야하는 한

계가 있다. 한 앞서 언 한 상황정보의 지속

인 표 을 해서는 기반이 되는 장소  장

치의 상태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는 센서가 측정한 값에 해

서만 상황정보로 변경 가능할 뿐 장소  장치

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  장치

의 상태정보를 기반으로 상황정보의 추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IoT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장소와 장치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고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환경구성요소 이외의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상황정보로 변환이 가능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서비스의 정의  

제공이 가능한 온톨로지 SISO(Semantic-based 

IoT Service Ontology)를 제안한다. SISO는 기

본 으로 IoT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인 사용자(User), 서비스(Service), 시간(Time), 

장소(Space), 장치(Device) 각각을 상  클래스

로 정의하 다. 하  클래스는 상  클래스를 

표 할 수 있는 속성을 비롯해 서비스 환경구

성요소 이외의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상황정보

를 표 할 수 있는 속성과 장치  장소의 상태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속성으로 구성함으로써, 

상황정보 표 을 한 데이터의 재가공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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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양한 상황표 을 가능  구성하 다. 

한 환경구성요소의 실제인 인스턴스를 추가

하여 서비스 환경을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추가 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통해 미리 정

의한 서비스 제공항목 이외의 서비스 환경의 

상황정보에 따른 동 인 서비스 제공 항목의 

추가  제거가 가능함을 보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가 상황정보로 변환이 가

능하고 상황정보에 따른 시맨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톨로지인 SISO를 제안한다. 

제3장에서는 제안한 온톨로지 SISO가 실제 

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해 가상 서비스 

시나리오에 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

서는 제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톨로지 SISO

를 평가한다. 제5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2. 상황정보 변환  시맨틱 기반 

서비스 제공을 한 온톨로지 구축

본 장에서는 장소  장치의 상태 표 이 가

능하며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상황정보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톨로지 SISO를 제안한다. 

한 SISO를 통해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가 상

황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인다. 

2.1 SISO(Semantic-Based IoT 

Service Ontology)

SISO는 IoT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용

자, 서비스, 시간, 장소, 장치를 각각의 상  클

래스로 정의하 다. SISO는 상  클래스를 표

하기 한 속성을 하  클래스로 구성하고 

있으며,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에서 독립 으

로 구축한 상황 온톨로지를 각 상  클래스의 

하  클래스로 구성하 다. 한 상황정보를 

표 하기 한 기반 데이터가 되는 장소와 장

치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장

소 클래스와 장치 클래스의 하  클래스로 포

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황정보 표 을 한 

상황구성요소 이외의 추가 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를 들면, ‘Office A’의 설치된 

PC, 로젝터 등의 장치의 상태  온도, 조도, 

움직임감지, 감압측정 센서 등의 측정값을 통

해 ‘Office A’의 상황정보를 표 할 수 있으며 

온도  습도, 조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 ‘Office 

A’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 항목이 아닌 서비스 

항목을 동 으로 추가하는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다. 아래에는 온톨로지 SISO의 각 클래

스에 해 기술한다.

서비스 클래스는 상황정보에 따른 서비스를 

정의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조건을 검사하는 

‘ConditionCheck’ 클래스와 서비스 제공 조건

을 만족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항목을 

표 하는 ‘Operation’ 클래스로 하  클래스를 

구성하 다. 

장소 클래스는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 는 

장치들이 치한 장소 정보를 표 한다. 하  

클래스로 경도와 도를 표 할 수 있는 ‘GeoSpatial’ 

클래스와 장소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는 

‘SpaceState’ 클래스 장소의 타입을 표 할 수 

있는 ‘SpaceType’이 있다. 

시간 클래스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  장

치들이 데이터를 수집한 시간 등을 표 한다. 

재 시간을 표 하는 ‘Current’ 클래스, 요일

을 표 하는 ‘Day’ 클래스, 년도를 포함한 날짜



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1권 제3호

<Figure 1> SISO: Semantic-based IoT Service Ontology

를 표 할 수 있는 ‘Date’ 클래스 계 을 표

할 수 있는 ‘Season’ 클래스를 하  클래스로 

구성하 다. 

장치 클래스는 액 에이터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센서, 서비스 제공항목이 될 수 있는 

장치의 속성을 표 한다.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 ‘DevID’ 클래스와 장치의 타입을 

표 할 수 있는 ‘DevType’ 클래스, 장치의 소유

자  리자를 표 할 수 있는 ‘DevOwner’ 클

래스, 장치가 센서일 경우 센서가 측정한 값을 

표 할 수 있는 ‘DevValue’ 클래스, 장치가 액

에이터나 장비일 경우 장치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는 ‘DevState’ 클래스, 장치가 설치된 

치를 표 할 수 있는 ‘DevLocation’ 클래스와 

센서 타입의 장치가 측정한 값을 상황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DevContext’ 클래스를 하  클

래스로 구성하 다. 

사용자 클래스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속성을 

표 할 수 있는 ‘Profile’ 클래스와 그 하  클

래스들로 구성하 다. 사용자의 식별을 한 

고유 식별자 ‘UserID’ 클래스와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 , 휴 폰번호, e-mail의 표 이 가능

한 ‘Birthday’, ‘Sex’, ‘Department’, ‘Position’, 

‘Mobile’, ‘Email’ 클래스로 구성하 다. <Figure 

1>은 Protégé를 이용해 SISO를 시각화한 것

이다[7].

2.2 SISO를 통한 상황정보 추출

SISO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

는 환경구성요소만으로 상황정보의 표 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아래에는 표 으로 장치와 

장소에 한 상태  상황정보를 추출하는 과

정을 보이고 있다. 

장치 클래스의 하  클래스인 ‘DevState’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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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의 추론을 통해 장치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다. 를 들어, 컴퓨터 ‘PC-A’가 있다고 가

정할 때, 온톨로지의 속성(Property)을 이용해 

‘PC-A’의 상태표 이 가능하다. <Figure 2>와 

같이 속성 ‘hasDevStateValue’를 이용해 ‘0’일 

때는 ‘Off’, ‘1’일 때는 ‘On’, ‘2’일 때는 ‘Down’ 

등 장치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치의 상태에 근거하여, 를 들

어 상태가 ‘Down’일 경우 다른 구성 요소의 추

가 없이 ‘장치에 이상이 있다’라는 상황정보의 

추출이 가능하다. 한, 센서의 지속 인 작동

인 력 등의 제한으로 힘든 경우에도 장치  

공간의 상태를 악해 효율 인 작동을 가능

 한다. 

<Figure 2> Reasoning Result: Class 

‘Off’

한 ‘DevContext’ 클래스의 추론을 통해 센

서가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공간의 상황정보를 

얻을 수 있다. 를 들면 온도 센서의 측정값을 

이용할 경우, 속성 ‘hasDevDetectTempValue’

를 이용해 공간 ‘Space-A’의 여름철 실내온도가 

26℃일 때 ‘실내온도가 높다’라는 상황정보의 추

출이 가능하다. 구체 인 는 <Figure 3>을 

통해 보이고 있다.

<Figure 3> Reasoning Result: Class ‘Hot’

장소 클래스의 하  클래스 ‘SpaceState’ 클래

스의 추론을 통해 장소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다(<Figure 4>). 속성 ‘hasSpaceStateValue’

를 이용해 ‘0’일 때는 ‘Vacant’, ‘1’일 때는 ‘Occupied’, 

‘2’일 때는 ‘CheckIn’ 등 장소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다.

장소의 상태가 를 들어 ‘Checkin’일 때 ‘수

리 이다’라는 상황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Figure 4> Reasoning Result: Class 

‘Va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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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stance of Service 

Scenario Environment 

이외에도 날짜에 따른 계  정보를 추출하

여 계 에 맞는 동 인 서비스 항목의 추가 제

공이 가능하다. 동 으로 서비스 항목을 추가

하는 구체 인 는 제3장에서 보인다.

3. 온톨로지 용을 한 서비스 

시나리오 구성  결과

본 장은 앞장에서 구축한 온톨로지 SISO가 

IoT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

정보로 변환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맨

틱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를 

해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를 시나리오로 선정

하여 해당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SISO에 

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3.1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 시나리오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

(Intelligent Lecture-Room Service)

<Figure 5>는 학 강의실에 용할 수 있는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 시나리오의 환경이다. 

시나리오의 환경이 되는 강의실은 교육 장소에서 

일반 으로 볼 수 있는 강의실을 상정하 다. 

서비스 상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강의 시간 5분  잠겨있던 강의실 문이 열리

고 강의실의 상태가 ‘사용 ’으로 변경된다.

- 강의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강의실의 장치들의 상태를 체크한다.

- 추가 으로 강의실의 온도, 조도, 습도 등의 

센서 측정값과 날짜, 계 정보 등을 확인한다.

- 강의 장비와 함께 에어컨이나 히터, 제습

기, 형 등 등의 장치를 동작시킨다.

<Figure 5> Service scenario: Intelligent 

Lecture-Room 

Environment 

3.1.1 서비스 시나리오 환경요소 추가

<Figure 6>은 서비스 시나리오인 지능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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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실 환경을 구성하는 인스턴스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강의실명은 ‘G207’이며 

서비스 환경 요소에 한 상세는 아래와 같다. 

- 2015년 12월 16일 14시 강의실 G207에서 

알고리즘 강의가 있다. ( 재 시간은 13시 

55분이라고 가정)

- 강의실 G207의 사용가능한 장비는 형

등, PC, 로젝트, 에어컨, 히터이다.

- 강의실 G207은 온도센서와 조도센서가 설

치되어 있다. 

3.1.2 서비스 시나리오 용 결과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 시나리오를 SISO에 

용시킨 결과는 온톨로지 질의 언어 SPARQL

을 이용하여 보 다[9].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를 

한 서비스 기본 으로 정의한 서비스 제공 

항목은 <Figure 7>과 같다. 

<Figure 7> Service Elements: 

Intelligent Lecture-Room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의 제공을 해 서비

스 제공 조건인 해당 강의실과 재 시간을 

<Figure 8>과 같이 확인한다. 

<Figure 8> Service Condition Search: 

Intelligent Lecture-Room 

Service

서비스 조건을 만족한 경우, 강의실의 문을 개

방하고 강의실의 상태를 ‘사용 ’으로 변경한다. 

<Figure 9> Reasoning Result: G207’s 

State

<Figure 9>와 같이 강의를 해 장치들을 

동작시키기 해 강의실에 사용가능한 장비와 

상태를 확인한다. 

<Figure 10> Search Result: G207’s 

Available Devices an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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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은 ‘hasDevStateValue’ 속성을 

통해 강의실에 치한 장치들이 모두 ‘0’의 값

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장비가 꺼져 있다는 

‘Off’ 상태임을 추론으로 알 수 있다. 해당 강의

실의 센서에 한 값은 <Figure 11>의 추론을 

총해 알 수 있다.

<Figure 11> Reasoning Result:  

G207’s Devices State

한 강의실 실내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의 값과 해당 날짜, 계 정보를 바탕으로 강의

실의 사용가능한 장치인 냉/난방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 <Figure 12>는 날짜가 속한 

계 에 한 추론 결과이다.

<Figure 12> Reasoning Result: Season 

Information Exploiting 

Data

<Figure 13>은 G207의 설치된 온도측정 센

서의 정보  측정한 G207의 실내온도이다.

<Figure 13> Value: G207’s 

Temperature Sensor

<Figure 14> Reasoning result: G207’s 

State Through 

Temperature Sensor Value

실내온도를 측정한 센서의 값과 해당 계

과의 계를 통해 “2015년 12월 16일 13:55:00

의 G207의 실내온도는 낮음”이라는 G207의 상

황정보 추출결과를 <Figure 14>에서 보이고 

있다.

장치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얻은 

상황정보를 통해 기존에 정의한 지능형 강의

실 서비스 제공항목 외에도 히터의 동작을 추

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Figure 7>과 

<Figure 15>의 비교를 통해 SISO가 상황정보

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항목을 동 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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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ure 15> Elements operation: 

Intelligent Lecture-Room 

Service

3.2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시나리오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Smart Office Service)

<Figure 16>은 일반 사무실에 용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시나리오의 환경이다. 

재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날짜  시간을 확인해 사무실의 문을 개

방한다.

- 사용자가 자리에 않을 경우 감압센서를 

감지해 컴퓨터와 조명을 작동시킨다.

재는 없지만 향후에 추가되는 서비스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조도센서를 측정해 채 창을 연다.

3.2.1 서비스 시나리오 환경요소 

<Figure 16>은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가 

용되는 일반 인 사무실의 나타낸다.

<Figure 16> Office Setup

 

 <Figure 1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실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등과 사무실 내의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 져있다. 

3.2.2 서비스 시나리오 용 결과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SISO에 

용시킨 결과를 온톨로지 질의 언어 SPARQL

을 이용하여 보 다. 

<Figure 17>과 같이 스마트 오피스 서비스 

제공을 해 미리 정의된 조건인 재 날짜  

시간을 확인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

실의 문을 개방하고 사무실내 환경구성 요소

인 센서의 상태를 ‘On’으로 바꿔 다. 

 

<Figure 17> Reasoning Result: Sensor 

and Devi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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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based 

ontology

Cross 

vertical 

ontology

SISO

Application of 

altered service
X O O

Representation of 

state of service 

environment 

element  

X - O

Dynamic addition 

of service element 
X X O

<Table 1> Qualitative Analysis Result 

of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y

조도센서  채 창의 인스턴스의 추가만으

로 온톨로지 변경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동

으로 추가한다. 인스턴스 추가는 <Figure 18>

와 같이 이 진다.

<FIgure 18> Instance Addition: Skylight

4. 시나리오 용 결과에 따른 온톨

로지 SISO 평가

본 장에서는 시나리오 용 결과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상황정보 변환을 통

한 시맨틱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온톨로지 SISO

를 평가한다. SISO의 정성  평가를 해 3가지 

측면에서 도메인을 특정 서비스 시나리오로 한

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한 선행연구들과 다양

한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을 한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를 제안한 선행연구를 

비교 상으로 선정하 다. 선행연구와 SISO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1>로 제시하 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한 선

행연구의 경우 이기종의 센서  장치의 이질성

을 제거하고 표 화를 해 노력했지만 해당 

도메인 역에 안에서 제한 인 서비스만이 제

공 가능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 다[5]. 한편, 

다양한 IoT 환경에서 상황인지 서비스 제공을 

한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를 제안한 선행연

구는 도메인 역에 해 폐쇄 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한 선행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기 해 IoT 서비스 요소 각각을 온톨

로지로 구축한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지를 제안

하고 다양한 환경의 시나리오 용을 통해 도메

인 역에 한정 인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크로스 버티컬 온톨로

지는 상황정보를 표 하기 해 상황 온톨로지

를 독립 으로 구축하 기 때문에 수집한 데이

터를 상황정보로 변환함에 있어 추가 인 가공

단계가 필요하고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이외의 요소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한 환경

구성요소의 상태정보에 해서는  언 하

지 않는다. 이에 비해 SISO는 각 상  클래스에 

상황을 표 할 수 있는 속성을 하  클래스로 

구성함으로써 환경구성요소 외의 요소를 추가

하지 않고 상황정보의 표 이 가능하다. 한 

환경구성요소의 상태정보를 표 하여 서비스 

제공이 에 서비스 제공항목에 한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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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태 확인을 통해 주변 환경

에 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한, 미리 

정의해 놓은 서비스 제공항목만을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지속 인 환경구성요소의 상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환된 상황정보에 

따라 동 으로 서비스 제공항목의 추가  제거

가 가능하다. 즉, 서비스 요구사항 등의 변경에 

있어 유연하고 능동 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IoT 환경에서 장소  장치의 상태 

 수집한 데이터를 상황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온톨

로지 SISO를 제안하 다. SISO는 IoT 서비스 

요소를 각각 상  클래스로 정의하고 상  클

래스를 표 할 수 있는 속성을 하  클래스로 

구성하 다. 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요

소의 상태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속성과 상황

정보를 표 할 수 있는 속성을 하  클래스로 

추가하 다. 이를 통해 특정 시나리오를 도메

인으로 선정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한 선행연구

의 폐쇄성과 상황 온톨로지를 독립 으로 정의

해 상황정보의 표 을 해 서비스 환경구성요

소 외의 추가 인 요소를 필요로 하고 환경구

성요소의 상태에 해서 표 하기 어려운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용결과를 제시하 다. 한 온톨로지 SISO

를 평가하기 해 시나리오 용결과를 기반으

로 정성  비교결과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SISO가 선행 연구에 비해 직 인 상황정보

의 표 이 가능하고 동 인 서비스 제공 항목

의 추가  삭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 

본 논문에서 선정한 지능형 강의실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IoT 환경에 용하여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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