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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센서와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상황 정
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
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 서비스를 위한 상황 정보 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방법 제안한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하여 OWL 과 Protege 가 사용되었으며, 추론을 위해서는 Hermit 가 이용
되었다. 온톨로지는 단순한 센서 정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을 통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다 상위 
수준의 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
을 만들어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들의 사
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정보
를 인식하고 판단하여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ETRI의 Zigbee Conference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센서 시장은 한해에 2018년까
지 매년 33%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 
ICT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스마트 기기 시장은 2030년
까지 80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TV는 스마트 홈 환경의 일부로서 네트워크 연
결과 고성능 프로세서, 그리고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단말들과 연동하여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스마
트 홈 환경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
었고,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SOCAM은 스마트홈 환경의 여러 장치를 온톨
로지 모델으 통해 기술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1]. Paganelli 등은 홈 환경에서 환
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을 온톨로지를 이용하
여 기술하였다[3].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환경의 구성요
소를 환자(Patient), 가족(Family members), 의사(Doctors), 
간호사(Nurses) 등의 7 가지 요소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위한 온톨로지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 외에
도 많은 연구자들이 상황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
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활용하였다[4].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설치

된 센서나 장치들의 ID, 입력 값, 센서의 종류, 시간, 설
치 장소 등의 저수준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용되
었으며, 사용자의 개념적인 상황 정보를 고수준으로 모
델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스마트 TV 라는 특정 객체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 TV
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정의된 환
경 구성요소를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이렇게 
모델링된 온톨로지는 서비스와 기능에 독릭접으로 설계 
되었으므로 기능이나 서비스가 확장/변경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의 고수준 
상황 정보를 추론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설
계한 온톨로지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스마트 TV 환
경에서 발생 가능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하여 사용하
였다.

2. 온톨로지 기반 스마트 TV 상황 모델링

2.1. 스마트 TV　상황정보 구성요소 정의
  상황정보(Context)는 상황 인지 서비스를 연구하는 여
러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5,6,7,8]. Dey는 특정 객체(entity)의 주변 환경을 특징짓
는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람, 장
소, 물체 등의 정보로 정의하였다 [6]. Kofod-Petersen 등
은 행동 이론에 입각하여 특정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6가지 행동 요소로 나누고 각각을 상황 정보의 구성요소
로 정의하였다 [7]. Norbisrath 등은 상황 정보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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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의 요소로 구분하여 사람, 장치, 환경, 서비스 
등의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8].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참조하여 스마트 TV에
서의 상황 구성요소를 크게 사용자(Person), 환경
(Envrionment), 스마트 TV(Smart TV)의 세 가지로 구분
하고, 각각에 따른 정보를 사용자 상황정보(Personal 
Context), 환경 상황정보(Environmental Context), 그리고 
스마트 TV 서비스 상황정보(Service Context) 로 정의한
다.  표 1은 각 상황 정보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세 내
역을 정리하고 있다.

표 1. 스마트 TV를 위한 상황정보 구성요소
상황정보 

구성 요소
상세 포함 요소

사용자 

상황정보

사용자 직업, 나이, 사용자 자세, 

사용자 옷, 핸드폰 상태, 난방 선

호도, 냉방 선호도, 밝기 민감도, 

이어폰 사용, 귀질병 유무

환경 

상황정보

움직임, 주변소음, 조명 상태, 날

씨 정보, 실내 온도, 대화량, 날짜, 

시간

서비스 

상황정보

시청자, 방송 프로그램 및 장르, 

화이트 라벨(밝기/명암 관련 영상 

단위), 블랙 라벨(밝기/명암 관련 

영상 단위)

2.2. 스마트 TV 상황 정보 온톨로지 모델링
  이전 섹션에서 정의한 3가지 상황 정보 구성요소를 온
톨로지로 모델링하였다. 온톨로지의 개념 계층 모델은 단
순히 정보를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논리 추론을 가능
하게 하여 보다 상위 수준의 상황 정보를 위한 토대를 제
공한다.

그림 1. Protege를 이용한 온톨로지 구축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언어와 도구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OWL과 Portege 4.1을 선택하였다. OWL은 W3C
에서 표준 온톨로지 언어로 권고하는 언어로 이미 많은 

온톨로지가 OWL로 작성되었다. 또 Protege 는 오픈소스 
기반 온톨로지 편집도구로 OWLViz 등을 통하여 시각화 
도구 및 OWL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은 
Protege 로 구성된 온톨로지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온톨로지 구축은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이 방법론들은 대개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이라 할 
만한 방법론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9].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표 1에 정의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포함 요소들
을 이용하여 각 포함요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 2는 구성된 OWL 파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OWL 구성의 일부
<?xml version="1.0"?>

...

   <Declaration>

        <Class IRI="#Background_Sound"/>

    </Declaration>

    <Declaration>

        <Class IRI="#Cellphone_State"/>

    </Declaration>

...

    <SubClassOf>

        <Class IRI="#Background_Sound"/>

        <Class IRI="#Environment"/>

    </SubClassOf>

    <SubClassOf>

        <Class IRI="#Cellphone_State"/>

        <Class IRI="#User"/>

    </SubClassOf>

...

3. 시나리오 기반 실험 환경 구성
  

그림 2.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의 예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스마트 TV
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 환경을 구성하고, 서비스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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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 따라 가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그림 2는 
Unity 로 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 청력이 약한 사용자가 현재 시
청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 상황 정보 가
운데 귀 질병 유무에 대한 내용과 나이에 대한 정보값이 
입력되면 이 입력 값은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온톨로
지에 의거하여 추론 결과, TV 의 볼륨을 높이게 한다. 
  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활동량과 사
용자가 실제 시청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토
대로 절전을 위하여 TV를 끄거나 볼륨을 줄일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를 위한 상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온톨로지 구성 요
소를 정의하였다. 또한 가상 환경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동작함을 테스트 하였다. 그러나 가상 환경에서 제공된 
실험은 실제 센서나 환경을 통해서 제공된 데이터와 달
리 불확실성이 없고, 항상 온전한 센서 값이 제공되므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환
경에서 테스트하고 입력되는 정보들의 불확실성을 모델
링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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