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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홈케어 시스템, 지능형 빌딩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지능형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연구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의 표현이 자유롭고 추론을 통해 지식의 확장이 가능한 온톨로지는
그 활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온톨로지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관제 시스템에 온톨로
지를 이용하여 모델링 한 뒤 지능형 보안 시스템이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관제가 이루
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온톨로지 추론을 통해 상태변화, 지능확장이 가능한 온톨로지 기반 지
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유비쿼터스, 온톨로지, 보안, 지능형 관제

Abstract
Recently, interests and studies in ubiquitous environment such as home network, intelligent building have
been getting high and doing actively. Also, studies for development of intelligent agent have been getting
attention. Ontology which can provide free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expansion by reasoning needs
suitable ontology model design according to application purpose. In this paper, we made the model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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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 for Monitoring-Control system and showed the process of suitable monitoring and control by
context awareness. Hence, we proposed ontology based intelligent security monitoring-control system which
can provide the knowledge expansion and the state change.
Keywords : Ubiquitous, Ontology, Security, Intelligent Monitoring-Control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목적은 서비스를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기 자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이 일상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추구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인간을 위한 환경으로서 인간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즉, 환경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기
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으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제외시킴으로써 인간과 환경의 가치 있는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해진다[2].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지원하는 상황인지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지만 지금까지의 컨텍스트[3] 및 상황인지[4]에 관한 연구는 기술 개발위주의 연구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삶의 질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용자의 행위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
하는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상황, 공간의 다양성 및 서비스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구현 가능한 접근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당위성 및 서비스 선택의 적절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의 표현이 자유롭고 추론을 통해 지식의 확장이 가능한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관제 시스템이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하는 과정을 정의한다. 그리고 온톨
로지 추론을 통해 상태변화, 지식 확장이 가능한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온톨로지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설계한다.

2. 관련연구
2.1 온톨로지
온톨로지란 인간과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 개념화 명세서로 정의된다[5]. 온톨로지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지식
의 공유를 말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사용은 시맨틱 웹 또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질적인 에이
전트와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도메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집합을 쉽게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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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로직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톨로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술논리에 기반을
두어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로직 추론 메커니즘[6-7]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지식
및 정보의 재사용성이다. 이는 이종 혹은 다른 도메인의 잘 정의된 웹 온톨로지의 재사용으로 온
톨로지의 구성을 더욱 쉽게 한다.
온톨로지를 구현하는데 OWL(Web Ontology Language) 온톨로지 언어는 W3C 에 의해 가장 최
근에 제안된 언어로, 현재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어이다. 이는 형식적인 시맨틱을 가진 어휘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언어들보다 표현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8].
2.1.1 OWL Full
OWL 의 전체 언어를 OWL Full이라 부르며 모든 OWL 의 근원어를 사용한다. 이 근원어들은
RDF 나 RDF 스키마와 임의대로 조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언어의 기본 단위들을 상호간에 적
용함으로써 이미 정의된 언어의 의미를 변경할 수도 있다. OWL Full의 장점은 문법적으로나 의미
론적으로 상호호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법에 맞는 RDF 문서는 문법에 맞는 OWL Full 문서
가 되고, 타당성 있는 RDF/RDF 스키마의 결론 역시 타당성을 지닌 OWL Full의 결론이 될 수 있
다. 하지만 OWL Full은 논증 불능이 될 정도로 너무 강력해졌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OWL Full이 효율적인 추론 기능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9].
2.1.2 OWL DL
OWL DL(Description Language)은 OWL Full의 하위 언어로 계산의 효율성을 얻기 위한 목적
으로 만들어졌으며, OWL 과 RDF 의 구성자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제한한다. OWL DL 의 장
점은 효율적인 추론 기능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단점으로는 RDF와의 온전한 호환성을 잃게 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F 문서가 문법이 맞는 OWL DL 문서가 되려면 어떤 면으로는
확장이 필요하고 다른 면에서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반대로 말하면 문법에 맞는 OWL
DL 문서는 문법이 맞는 RDF문서가 된다[9, 10]. 본 논문에서는 OWL DL 을 사용하였다.
2.1.3 OWL Lite
OWL Lite 는 클래스 분류 계층과 간단한 제약 사항의 표현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언
어로 더 강화된 제약 조건들을 통해 언어 구성자들의 부분집합으로 제한한다[9]. OWL Lite 의 장점
은 다른 OWL 하위 언어보다 복잡도가 낮아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타 분류 체계의 표현 언
어를 빠르고 쉽게 OWL 화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복잡도가 낮은 만큼 표현력이 떨어진다.

2.2 상황인지 미들웨어
2.2.1 Context Tool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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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Toolkit은 센서 기반의 상황인지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프
레임워크와 재사용이 가능한 공통 모듈을 제공한다. Context Toolkit에서 모듈 간의 통신 방법은
분산 컴퓨팅의 peer-to-peer 로 각 모듈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되고 분산되어 있는 프로세스간에
XML 로 인코딩한 메시지를 HTTP 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Context Toolkit은 여러 개의
context widget과 이러한 widget들을 호스팅하는 인프라로 구성된다. Context widget은 어플리케
이션에서 상황정보에 접근할 때 하위 센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Interpreter 는 하위 레벨의 상황정보를 추상화하여 상위 레벨의 상황정보를 추론하
는 모듈이다. Aggregator 는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황정보들을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위
젯으로부터 수집하여 공통저장소에 저장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 시 제공한다[11].
2.2.2 CoBrA
CoBrA 는 smart space(e.g. intelligent meeting rooms, smart homes, and smart vehicles)에서 상
황인지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에이전트 기반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CoBrA 구조의 중심에는 에이
전트, 디바이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에 공유되는 상황 모델을 관리하는 Context Broker가 있
다.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추론하는 기능에 대한 부담이 리소스가 제한적인 이동 단말에서 리소스
가 넉넉한 중앙 서버의 브로커로 이동한 것이다. CoBrA 는 OWL 온톨로지 언어로 smart space 의
디바이스, 이벤트/ 액션, 공간, 에이전트 등의 상황정보를 모델링하였다. 추론엔진은 Flora-2 를 사용
하여 개발되었는데 OWL 데이터 모델과 객체 지향기반 룰 언어를 지원한다[12].
2.2.3 Gaia Project
Gaia 프로젝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온톨로지와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
례이다. Gaia 에서 구축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객체 간에 통신하는 방법으로 전
통적인 미들웨어인 CORBA 를 사용한다. CORBA, Java RMI, SOAP 기반의 미들웨어들은 이종 객체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semantic interoperability를 위한 수단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 프로
젝트에서는 CORBA 미들웨어 기반에 상황을 술어(predicate)로 기술한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룰과
기계학습 기반의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맨틱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환경에
있는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할 때에서 의미적으로 공용되는 상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13].
2.2.4 SOCAM
SOCAM(a Service-Oriented Context-Aware Middleware)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황인지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된 미들웨어다. SOCAM 에서도 다양한 상황정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온톨로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온톨로지를 사용한 상황정보 모델은 시맨틱
표현, 상황추론, 상황에 대한 지식공유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다른 상황인지 시스템 간에 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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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발견, 해석, 접근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Service-oriented 구조에 기반 한 미들웨어를 개발하였
다. 상황정보에 대한 모델링은 OWL 온톨로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객체 간에 상황에 대한 지식
을 공유하고, 하위 수준의 상황으로부터 상위 수준의 상황까지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14].

2.3 관제 시스템
2.3.1 Aperture
Aperture는 기존의 CAFM(Computer Aided

Facility Management)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Visual-CAFM 의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CAFM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으로 비전문가
가 사용하기에는 다루는 내용이나 시스템의 사용법이 너무 어려운 단점이 있다. Aperture 는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관적인 그림이나 도면형태로 관리정보를 가시화 시켰다. 이는 관리
의 범위가 관리자의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현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필
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외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약점과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구축된 공동주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15].
2.3.2 IMHOTEP
IMHOTEP[16]은 CIFM(Computer 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를 표방하며 국내 기술로 개
발된 시스템이다. 기존의 CAFM 의 단순한 시설 유지 및 관리업무를 추구하는 제한적 FM 에 대한
단점과 낮은 시스템 활용도, 시스템 개발에 유효한 피드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였다. 특히, 첨단 시설 장비 및 IT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창조적 확대 및 정보통합, 업무 표
준화를 제안했다는 점과 공간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속성으로 인해 시설물 정보는 공간적, 시각적
으로 구성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 점은 시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상 건축물을 일반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공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IMHOTEP 에서 주
목 할 만한 점은 XML 을 통한 자료의 교환이다. 이는 시스템의 확장성 부분에서 중요한 요건이다.
XML 은 W3C 에서 주창한 표준정보로서 Web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 및 활용 측면에
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XML 은 Tree형태의 데이터 구조로서 공간정보, 시설물, 서비스, 관리자간의
그물과 같은 연관성을 기술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OWL 을 이용한 온톨로지 모델링 및 설계
동일한 지식이라도 그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또한, 같은 지식을 표현한 온톨로지라 할지라도
그 설계에 따라 온톨로지의 활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온톨로지의 응용 분야와 목적에 따라
지식의 확장, 추론, 활용이 가능하도록 온톨로지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활용범위를 한
가족을 단위로 주거공간의 활용을 주목적으로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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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위한 온톨로지 설계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지식, 특성, 상태, 행동 등의 정보를 온톨로지로 표현한다.
3.1.1 지식의 표현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이상
의 주거공간(집)에서 생활한다.’라는 지식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주거공간의 각
구성 정보도 온톨로지로 표현한다.

[그림 1] 지식의 표현
[Fig. 1] Representation of knowledge

3.1.2 특성의 표현
개체의 고유 성질을 나타낸다. [그림 2]와 같이 개체 Father와 개념 TV 의 관계를 canUse로 설정
함으로써, canUse(Father, TV)를 표현한다. 개체 mother의 경우에는 canUse(Mother, Computer_2)
로 표현함으로써 ‘개체 Mother는 개체 Computer_2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할 수도 있다.

[그림 2] 특성의 표현
[Fig. 2] Representation of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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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상태의 표현
행위 주체들의 현재 상태(상황)를 위치 기반으로 나타낸다. 각 주체들은 [그림 3]과 같이
locatedIn(Mother, Kichen)로 그 위치를 표현하며, 정의되지 않은 구역일 경우 Coordination 속성으
로 위치 좌표로 정의한다.

[그림 3] 상태의 표현
[Fig. 3] Representation of state

3.1.4 행동의 표현
행위자의 현재 행동을 나타낸다. ‘어머니가 요리하고 있다.’ 라는 표현은 doAction(mother,
Cook)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행동표현을 위해 Object와 Cook 을 명세한 개체들
을 추가하여 [그림 4]와 같이 ‘어머니가 생선을 굽고 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행위
가 아닌 이동 중을 표현하기 위해 Moving 속성을 두었고 때에 따라 개체를 추가 혹은 삭제할 수
있다.

[그림 4] 행동의 표현
[Fig. 4] Representation of action

3.2 상황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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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감시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을 획득하게 된다. 획득된 상황의
지식체계가 [그림 5]와 같이 표현이 된다면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획득된 상황
이 아래와 같지 않다면 추론 절차를 거쳐 신뢰성 있는 상황을 획득해야 한다.

[그림 5] 획득된 상황의 형태
[Fig. 5] Representation of acquired context

3.3 상황인식
지능형 에이전트는 획득된 상황을 추론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여 지식을 수정한다. 그림 5의
상황에 대해 [Rule_1]의 추론 규칙으로 [그림 6]과 같은 추론결과를 얻는다.
[Rule_1]
Human(?h)^HomeApp(?ha)^locatedIn(?ha)^Food(?f)^Cook(?gr)^doAction(?h,?gr)
^Target(?gr, ?ha)^Object(?gr, ?f)
→ state(?ha, true)^inside(?f, ?ha)^degree(?ha, 100)
추론규칙은 조건부와 결론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 는 논리곱을 나타내며 조건부의 모든 조건
이 만족할 경우에만 결론부가 도출된다. Human(?h)와 HomeApp(?ha)는 개념 Human 과 개념
HomeApp 의 하위 개념이나 개체를 각각 변수 ?h 와 ?ha로 지정한다는 것을 뜻하고 doAction(?h,
?gr)은 각 변수에 지정된 개념이나 개체가 doAction 이라는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6] Rule_1 에 의해 추론된 결과
[Fig. 6] Reasoning result by Rule_1

위 그림의 경우 [Rule_1]에 만족하여 새로운 속성 inside(fish, oven)가 생성되고, oven 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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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와 degree 가 true 와 100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Mother라는 행위자가 주방에
위치하고 fish 를 요리하려고 하는 상황이 인식이 된다면 oven 의 전원이 켜지고 요리재료인 Fish 가
oven 안에 넣어지며, 요리하기 알맞은 정도를 나타내는 Degree 를 통해 oven 을 조정하는 지능형 서
비스를 표현한다.

4. 온톨로지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
본 절에서는 위의 3절에서 논의한 온톨로지 모델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
한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하위계층으로 센서에서 인식
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황을 획득하고, 인식하는 Context Generator, Reasoning Engine 모
듈과 획득된 상황을 분석하여 지식베이스를 수정하는 Ontology Modifier 모듈, 그리고 수정된 지
식베이스의 결과를 사용자 질의와 매칭하여 해당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Ontology Mapper,
Actuator모듈 부분이다. 각 모듈들의 역할은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구조
[Fig. 7] Structure of intelligent monitoring-control sysem

(1) Context Generator :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들로부터 인식된 상황데이터를 수집하여 획득된
상황의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상황의 지식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Reasoning Engine 으로 상황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2) Reasoning Engine : 획득된 상황을 정의된 추론 룰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모듈로서, 추
론 룰과 지식베이스를 활용하여 추론 결과를 얻는다.
(3) Ontology Modifier : Context Generator 와 Reasoning Engine을 통해 획득된 상황들의 상태
와 행동 등을 모델링하여 지식베이스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4) Ontology Mapper : 획득된 상황을 통해 도출된 사용자 쿼리와 수정된 지식베이스를 매핑하
여 Target Device 를 제어하는 Actuator의 행동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오후 8 시 현재 사용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고, TV 의 오락 채널이 켜있는 상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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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같은 시각 상황의 환경정보는 스케줄 상 사용자의 일상적인 스케줄에 따르고 있으며, 행위
정보는 여가 행위임이 파악된다. 이때 사용자가 주방으로 이동하자 주방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
게 TV 의 볼륨이 높아졌다가 주방에서 지체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자 주방에서 시청 가능한 기기
를 탐색, 웹 패드를 선택하여 TV 방송을 끊김없이 방영하는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
용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도 유동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변환하
여 해당 디바이스에 적합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5. 온톨로지 모델 테스트 및 기존 관제 시스템과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위해 상황 데이터의 온톨로지
모델 기법은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링 기법은 OWL DL 과 이를 모델링하기 위한 OWL Tool인
Protégé 4.0[17]을 이용하였다. [그림 8]은 Protégé 4.0을 이용하여 3 절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모델을
구성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습이다.

[그림 8] Protégé 4.0 을 이용한 온톨로지 모델
[Fig. 8] Ontology model using Protégé 4.0

또한 이 온톨로지 모델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ETRI에서 개발한 Bossam[18] 추론엔진을
사용하여 추론과정을 진행해보았다. 먼저 설계한 온톨로지 모델 중 일부를 추론엔진으로 로드하여
12 개의 Fact들을 생성했다. 그리고 3.3절의 [Rule_1]을 적용해보았다. 그 결과, [그림 9]에서 보여지
는 바와 같이 추론 룰을 통해 Fact들로부터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Fact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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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ossam 추론 엔진을 이용한 추론과정
[Fig. 9] Reasoning process using Bossam reasoning engine

지능형 시스템이 상황정보를 이해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한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잘 정의된 모델이 필요하므로 명확히 잘 정의된 모델은 인위적인 시스템 설계를 방지하여 상호 운
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Device 와 에이전트들이 상
호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러 센서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 간의 관
계성을 규명하거나, 사용자 행동 패턴 인식 등의 상황정보 경향성 분석을 위해서는 모호성이 없는
컨텍스트와 그들의 관계표현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상황
정보 모델링 방법들 보다 온톨로지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이 유리하다. 아래의 [표 1]은 기존의 상
황정보 모델링 방법들과 온톨로지 모델링 방법을 비교한 것이며, [표 2]는 기존 관제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비교이다.
[표 1] 상황정보 모델링 방법의 비교
[Table 1] A comparison of context modeling methods
분산조합

부분확인

표현되는
정보의 질

불명확
정보 대처

표현의
정규도

응용
가능성

Key-Value
모델

지원안함

지원안함

부족

부족

부족

지원

마크업 기반 모델

지원

우수

지원안함

지원안함

지원

우수

그래픽 기반 모델

부족

지원안함

지원

지원안함

지원

지원

객체지향
기반 모델

우수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로직 기반 모델

우수

지원안함

지원안함

지원안함

우수

부족

온톨로지
기반 모델

우수

우수

지원

지원

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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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상용 중인 관제 시스템 비교
[Table 2]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monitoring-Control systems
Aperture

IMHOTEP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분

그래픽 기반 모델
(외산)

마크업 기반 모델
(국산)

온톨로지 기반 모델

특/ 장점

직관적인 그림이나
도면형태로 가시화

제한적 설비 관리 개선,
XML 을 기반으로 정보저장

상호 운용성 확보, 추론을
통한 불명확 상황 대처,
확장 가능성

관리
대상

대규모 시설물, 공장,
빌딩관리

일반 업무 공간 및
주상복합

온톨로지 지식 베이스
구성에 따라 통합관제 가능

단점

일반 시설에 맞지 않음,
지능형 관제에 대한
고려 없음

관리 요소간의 연관관계
설정 어려움

온톨로지 구성에 따른
전문가의 필요성

6. 결론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온톨로지는 지식의 표현이 자유롭고 추론을 통해 지식의 확장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지능형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온톨로지가 지식 표현의 자유성과 확장의 용이성 및 추론과 검
색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동일한 지식이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 온톨로지
의 활용 범위와 효용성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하
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에 적합한 온톨로지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관제 시스템들은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각 관리 요소들 간의 연
관관계 설정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특정 상
황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반응을 하는 과정을 정의하고 온톨로지 추론을 통해 상태변화, 지능확
장이 가능한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 상태에 따라 지
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톨로지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의 방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톨로지 모델과 지능형 에이전트를 사용한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고, 더욱 다양한 상황들과 데이터를 추가하며 그 사용성 및 타당성을 평가 검증하여
방법론을 보완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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