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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컴퓨 은 사람을 포함한 실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상물들을 기능 , 공간 으로 연결

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에 제공하는 기반 기술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

황정보를 고려하기 한 시공간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자동으로 서비스 패턴을 추출하는 트리거 규칙 기반의 마이닝 시스템을 제안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Ubiquitous Computing)은 수많은 

지능형 컴퓨터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물(object)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

와 련 있는 컨텍스트 정보가 요한 역할을 한다[1,2].

기존의 연구[3,4]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컨텍

스트 온톨로지의 생성에 하여 인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 와 한 연 이 있

는 시공간 정보를 온톨로지로 생성하고, 이벤트 기반의 지

능 인 동작을 수행하는 트리거 규칙기반의 능동 마이닝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상황정보에 따른 요구에 지

능 으로 반응할 수 있는 ECA(Event-Condition-Action) 

규칙 시스템[5]의 결합 구조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ECA 규칙 시스템은 규칙 실행의 구조  형태에 따라 시

스템의 성능에 많은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마이닝 엔진

과 결합되는 시스템 통합 설계, 규칙 실행 구조 등에 하

여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에

게 친화 인(easy to use, easy to customize)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하기 한 지능형 시스템의 기  연구가 될 것

으로 기 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

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31-D00486)

2. 련연구

   유비쿼터스 컴퓨 은 사람을 포함한 실 공간에 존재

하는 모든 상물들을 기능 , 공간 으로 연결하여 사용

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히 제공하는 기술을 

포함한다[4].

  온톨로지는 특정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단어를 정형화

되고 명확하게 개념으로 기술함으로써 의미 인 요소를 

부여할 수 있다[3, 4]. 사용자의 환경과 배경을 개념 인 

도메인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컨텍스트 온톨로지는 시

간과 공간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에 한 정보를 모두 포

함하여야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가 된다. 

즉, 미리 정의된 컨텍스트 온톨로지 스키마를 사용하여 개

인화된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 에서 요한 연구인 컨텍스트 인지 

서비스를 한 소 트웨어 아키텍쳐로 ECA패턴[5], 멀티 

에이 트 아키텍쳐, 블랙보드 패턴 등이 있는데, ECA 패

턴은 이벤트를 심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매우 효과 으

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ECA 규칙 시스템과 결합되는 마이닝 시스템은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서비스를 지능 으로 리

하여 제공하기 한 기반이 된다.

3. 상황 정보를 고려하기 한 온톨로지   

  컨텍스트는 시간 흐름의 에서 분석한다. 하나의 컨

텍스트는 사람의 행동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 

 환경을 의미한다. 측정된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

여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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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llen의 시간 계  

그림 2. 시공간 온톨로지 

그림 3. 상황정보를 고려하는 트리거 기반

마이닝 시스템

한 연 이 있는 시공간 정보를 정형화 하는 시공간 

온톨로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황 

정보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고려하는 온톨로지를 통해 사

용자의 이동과 행동에 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시간의 상 계는 Allen의 시간 연산자[7]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본 시간 계 연산자를 이용한다.

공간 상 계 연산자는 두 개 이상의 공간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 계에 한 질의를 수행하기 한 것이다. 

공간 객체들이 이웃한 계로서 정의되는 연속성, 페쇄, 

내부, 경계의 개념을 사용한다[6]. 

  시공간 정보는 시간 요소와 공간 요소를 함께 고려함으

로써 생성될 수 있다. 시공간 정보 탐사의 주요 태스크는 

시공간 객체와 련된 사용자의 행 에 한 인과 계

(casual relationship)를 탐사하기 한 기반이 되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2는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고

려하기 한 시공간 온톨로지를 보여 다.

4. 트리거 규칙 기반의 마이닝 시스템   

 사용자의 상황 정보와 환경를 고려하고 트리거 규칙 시

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합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한 마이닝 시스템의 구조를 그림 3에서 보여 다.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고려하기 한 컨텍스트 온톨로지

와 사용자의 이동에 따른 행동 패턴과 제공된 서비스의 

규칙을 발견하기 한 마이닝 엔진 그리고 상황  주기

인 이벤트에 의해 지능 인 마이닝을 수행하기 한 트

리거 엔진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추론 엔진이 포함되어 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시공간 온톨

로지와 서비스 규칙을 지능 으로 발견하기 한 트리거 

규칙 기반의 마이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

은 서비스 규칙 발견의 자동화를 통해 상황에 따라 변화

되는 규칙을 주기 으로 자동화하여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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