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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는 주 의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합한 정보를 능동 으로 제공해주

는 서비스 는 애 리 이션 로그램을 말한다.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는 재의 상황을 정확

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합한 정보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인지 기능, 상황인식 기능, 정보 

검색  추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로야구에서 상황기반 정보제공 서비

스 실 을 해 상황기반 포인트 제공 시스템을 구 한 사례를 소개하 고, 구 에 있어 시간에 

따른 상황변화를 정의할 수 있는 지식화 모델 구조를 제시하 다.  그 결과 이  로야구에서 제공되

고 있는 일방 이고, 제한 인 포인트 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역이 확 되고 있다.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다양한 도

메인에서 지능형 에이 트의 개발이 진행 에 있다.  이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는 주 의 상황을 인식하

고 상황에 합한 정보를 능동 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는 애 리 이션 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에이 트

는 동 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응해야 하고, 

상황정보에 따라 행 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다.[2]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는 융정보 서비스, 교

통정보 서비스, 상품추천 서비스, 스마트 홈 시스템 제어, 

연 검색어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도메인에 응용 가능하

므로 사회 반에 걸쳐 많은 향을  것으로 기 된

다.[1]  기존의 상황기반 정보제공 시스템의 연구에는 스마

트폰 사용자의 치 변화에 따라 주변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능형 치안내 시스템
[3], 고객의 성향에 따른 융

상품 추천을 한 문가시스템[4], 스마트 홈에서 상황정

보를 통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5], 모바일 사용 환경의 

상황정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와 단말기의 근  사용

을 제어하는 사용제어 시스템[6] 등이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은 상황에 한 정확한 인식과 인식상황에 합한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

  상황을 인식할 때에는 여러 주 환경 요인들에 한 종

합 인 단이 이루어지고 에이 트는 단에 근거하여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재라는 시 에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환경변화도 의사결정

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흐름에 따

른 환경변화의 인식 한 필요하고, 이를 해 상황표 의 

폭을 넓히는 지식모델링 방법이 필요하다.  에이 트가 시

간이라는 차원을 인식하기 해서는 시간차원까지 포함된 

지식화 모델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기반 정

보제공 에이 트 구  사례를 소개하고 구 에 있어 시간

에 따른 상황변화를 정의할 수 있는 지식화 모델인 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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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의 기능

(그림 2) 체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경기 기록 인터페이스

로지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는 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합한 정보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인지 기능, 상황인식 기능, 정보검색  추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그림1)  상황인식을 해서는 인

지된 상황 정보를 히 정형화하여 모델링하는 상황모

델링 기술이 필요하다.
[7]  상황 센싱(Context Sensing) 등

의 기술을 통하여 인지된 상황은 모델링 차를 거쳐 정

형화된 모델  언어로 표 된다.  이러한 모델을 분석하

여 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단하는 기능을 상황인식 기

능이라 한다.  상황인식을 해서는 상황요소에 한 명확

한 정의가 필요하다.  한 복잡한 상황을 표 하기 해

서는 요소들의 군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지식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재의 상황에 한 인식이 이루

어지면 에이 트는 지식화 모델을 통하여 상황에 합한 

정보를 추론하게 된다.  지식화 모델은 상황요소와 정보요

소를 정의하고 둘 사이의 계를 생성하는 지식맵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에이 트는 상황에 합한 구체  자료를 

DB에서 검색,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는 상황기반 정보제

공 에이 트 기능을 로야구의 상황기반 포인트 제

공 시스템에 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상황기반 포인트 제공 시스템 구

  로야구는 기록경기라 불릴 만큼 기록거리가 다양하다.  

이러한 기록들은 야구를 분석하고, 즐기는데 리 사용되

고 있다.  야구를 시청하는데 있어서 계를 통해 제공되

는 기록 분석 정보는 야구의 재미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기록 분석 서비스는 부분 해설자의 해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설을 통한 기록 분석 정보는 

일방 이고,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로야구에서 상황기반 포인트 제공 시스템의 도입

은 제한 인 서비스를 개선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시

킬 수 있다.  포인트란 재 상황에 합한 선수 기록 

분석 내용들로써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만한 경기 련 정

보를 의미한다.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의 기능을 

로야구의 포인트 서비스에 용시킨 체 시스템 구

조도는 (그림2)와 같다.  본 장에서는 시스템 구조도의 각 

모듈에 한 설명과 상황인지에서 포인트 제공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설명하고자 한다.

  로야구의 경기 진행에 따른 포인트 도출의 큰 흐

름은 이벤트 발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벤트 발생이란 인

지되는 상황변화라 할 수 있고 경기 기록원에 의해 상황

인지가 이루어진다.  본 시스템에서 이벤트 발생은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투구 는 견제)로 정의한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황 데이터 추출 모듈에서는 재의 상황을 기

록하게 된다.(그림 3)  한 상황 분석 모듈에서는 기록된 

상황을 분석하여 구체 인 상황을 모델을 생성하고, 상황

DB에 장한다.(그림 4)

  서버에서는 DB의 상황 추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 추가가 있을 시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합한 

포인트를 도출하여 UI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인트 도출은 미리 정의된 상황- 포

인트 계 온톨로지 모델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버는 상

황- 포인트 계 온톨로지 모델을 싱하여 재의 상

황과 온토로지 모델에 정의된 상황을 비교하고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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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황- 포인트 계 온톨로지 모델

구조 다이어그램

(그림 4) 경기 상황 모델 장소

(그림 5) Protege를 사용한 상황- 포인트 계 모델링

(그림 6) UI에서의 포인트 제공 서비스

를 확인한다.  이후 재의 상황과 일치되는 상황 인스턴

스를 추출하고 추출된 상황 인스턴스와 계를 형성하고 

있는 포인트 인스턴스를 추론한다.  포인트 인스

턴스에는 분석DB에 장된 해당 포인트를 서버에서 

추출할 수 있게 련 테이블 명, 컬럼 명, 검색 조건들을 

정의하여 놓았다.(그림 5)  포인트는 경기상황에 합

한 선수마다의 의미 있는 기록 분석결과를 의미하고 이러

한 분석결과는 분석DB에 장하 다.  한 온톨로지 모

델에는 포인트의 우선순 를 단할 수 있게 인스턴

스마다 가 치를 부여하 다.  재 상황에 합한 포

인트들은 이러한 일련의 추론과정에 의해 추출되어 가

치별로 정렬된다.

  이후 상황정보와 포인트는 웹 서버에서 XML 형식

의 일로 변환되며 http request 통신 방식을 통해 UI에 

송된다.(그림 6)  이러한 통합  과정을 통해 시스템은 

로야구에서 재의 경기상황에 합한 포인트를 지

능 으로 추론, 능동 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는 포

인트의 검색을 통해 흥미 있는 기록정보를 제공받는다.

4. 지식화 모델 구조

  (그림 7)는 상황- 포인트 계 온톨로지 모델의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온톨로지란 각종 용어들의 정의와 

계를 논리 으로 정리하여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

태로 표 한 지식 모델로서 지식의 형식 인 표 과 명시

인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8]  한 온톨로지는 지식의 

리, 확장, 추론을 가능하게 하므로 여러 도메인에 용

되어 지식 베이스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9][10][11]

  온톨로지 구조에서 상황은 Datatype Property의 속성 

값에 의해 인식될 수 있게 각 환경 요인을 군집화 하 다.  

이닝, 주자, 카운트, 수차 등의 군집과 이닝에는 회, 

말이라는 소군집, 카운트에는 볼,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는 소군집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구체 으로 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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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온톨로지 구조를 모델링 하 다.  한 상황 클래스와 

이 상황 클래스의 계를 생성시킴으로써 여러 이벤트 

변화에 걸친 상황 표 을 가능하게 하 다.  이 상황은 

이 상황번호라는 고유의 Sequence를 두어 이벤트 진행에 

따른 순차  상황 변화를 표 할 수 있게 하 고, 서버는 

온톨로지 모델에 정의된 표 에 따라 시간에 따른 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에 따른 상황변화를 

표 하고, 서버는 표 된 모델을 통해 상황변화를 인식함

으로써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상황기반 정보제공 에이 트로서 로야

구에서의 상황기반 포인트 제공 시스템을 구 하 다.  

상황인지  상황모델 생성을 해 상황기록 인터페이스

를 제작하 고, 상황인식  련정보 악을 해 상황-

포인트 계 온톨로지 모델링을 실시하 다.  온톨로

지 구조 모델링 시 상황 클래스와 이 상황 클래스에 

계를 생성하고 이 상황은 상황 Sequence를 갖게 하여 시

간에 따른 상황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 다.  

에이 트는 온톨로지 모델을 싱하여 지식화 모델로 사

용하 고, 미리 선수들의 기록을 분석, 장한 분석DB를 

통해 포인트를 도출하 다.  포인트는 요도에 

따라 정렬하여 모바일 UI에서 상, 상황정보와 함께 제

공하 다.  그 결과 이  로야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

방 이고, 제한 인 포인트 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재의 상황기반 포인트 제공 서비스에서는 상황에 

합한 포인트 정의 시 개발자의 주 이 많이 반 되

고, 정보의 유용성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힘든 문제가 있

다.  한 정 인 지식맵에 따른 정보제공에 따라 자주 나

타나는 포인트는 패턴이 노출되기 쉬운 단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정보

의 신뢰성을 고려한 포인트 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정이다.  포인트의 유용성을 단한 유동 이고 자동

인 지식맵 표 을 해 사용자의 포인트 검색 빈도

를 분석하고, 결과를 지식맵 생성에 반 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Anind K. Dey, Gregory D. Abowd, Daniel Salber,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Toolkit for Supporting 

the Rapid Prototyping of Context-Aware Applications",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16, pp.97-166, 2001

[2]  윤회진, 최병주, “상황정보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상황

정보 기반 컴포 트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Vol.13, 

No.1, 2007

[3]  김재수, 한 만, 임재 , “상황인식에 기반한 지능형 

치안내 시스템 개발”,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pp.683-686, 2010

[4]  김하균, 정석찬, “ 융상품추천 문가시스템을 이용

한 은행의 eCRM 설계  구축 방안에 한 연구, 한국 

자 거래 학회지, Vol.9, No.3, pp.191-205, 2004

[5]  김종훈, 송창우, 김주 , 정경용, 임기욱, 이 , “음

성인식을 이용한 상황정보 기반의 스마트 홈 개인화 서비

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1, pp.80-89, 2009

[6]  장혜 , 노진욱, 조성제, “휴  단말기를 한 상황인

식 기반 사용제어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Vol.14, No.1, 

pp.63-70, 2008

[7]  박면웅, “상황 기반 정보 서비스 개발 황”, 한국

CAD/CAM학회지, Vol.15, No.3, pp.48-53, 2009

[8]  서휘, “온톨로지 자동구축을 한 OWL의 어휘와 구

문 사용방법에 한 이론  연구”, 한국 도서 ·정보학회

지, Vol.37, No.2, pp.191-216, 2006

[9]  이 실,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학용어의 개념 모델링 

사례 분석 연구”, 한국정보 리학회지, Vol.21, No.3, 

pp.141-160, 2004

[10]  조 면, 한순은, 서효원, 김 , “상  온톨로지를 이

용한 부품 라이 러리의 정보 통합”, 한국 자거래학회지, 

Vol.10, No.3, pp.1-19, 2005

[11]  임수연, 박성배, 이상조, “의미 계 정보를 이용한 

약품 온톨로지의 구축과 활용”, 정보과학회논문지, Vol.32, 

No. 5, pp. 428-437, 2005

- 497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