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uting Performance, sensor, storage, memory, and network costs have been steadily declining, and IoT services 

have recently become more active. The Internet of Things is linked with Big Data to create new busines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are hurry to import Internet of things. As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devices supporting the IoT has rapidly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various types of Internet services are being developed. For this reason,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IoT service designers and developers for IoT service case automatic search technology. IoT service designers can avoid 

duplication with existing services through service case retrieval and developers can save cost and time by combining 

existing reusable service equipment. This paper proposes IoT-Lite ontology for IoT and Semantic Web service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e existing ontologies for IoT, despite its many advantages, are not widely used by 

developers because it has not overcome the relatively slow drawbacks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searching for 

development. To complement this, this study uses the IoT-Lite ontology introduced by W3C as a model and a semantic 

web service for automatic system retrieval. 3D camera, GPS, and 9-axis sensor, and IoT-Lite designed by IoT-Lite 

technique are integrated with the semantic technique and implemented directly.

Keyword：IoT-Lite Ontology, IoT(Internet of Things), AR(Augmented Reality), Semantic Web 

Service, 3D Camera,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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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기술발 으로 컴퓨  연산성능, 센서, 스토리

지, 메모리, 네트워크의 비용이 지속 으로 하락하

다. 이러한 비용 하락은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생

활과 산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핵심 어 리 이

션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사물인터넷 장비의 수요

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로

벌 시장조사 기 에 따르면 2020년까지 300억～

500억 개의 사물인터넷 장비가 인터넷에 속될 것

으로 망하고 있다(Mckinsey and Company, 

2015; Evans, 2011). 하지만 이러한 사물인터넷 장

비와 해당 서비스의 양  증가에는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 에 하나가 기존에 설

치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발견하고 실행하고 

조합,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설계자  개발자 입장에서

는 기존에 주변 사물인터넷 서비스 역할과 장소, 센

서의 종류  구동기(Actuator)의 유무 등의 정보

를 알게 된다면 복 설계와 복 개발을 피할 수 있

게 된다. 를 <Figure 1>1)처럼 기상청에서 미세

먼지를 체크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를 국에 걸쳐 

구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환경부나 국민안 처에

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비하고 있다면 이를 시

스템 으로 검색을 함으로써 기상청의 서비스를 발

견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환경부에서 시

군구 단 로 미세먼지에 따른 기 정화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상청의 사물인터넷 장비와 연계해서 

기 정화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효과로 공공부문에서의 복 설계와 

복 개발을 피할 수 있다. 민간에서도 어느 기업의 

작업캠퍼스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면, 

구축한 서비스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하거나 다

1) MOE(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기상청, MPSS(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국민안 처.

른 계열사 는 력사와의 연동이 쉽게 가능할 것

이다. 한 이미 구 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이 시

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견되고 도식화된다면 새

로운 서비스의 설계자와 개발들이 부담을 많이 덜

게 될 것이다. 

 <Figure 1> Increased Need to Recycle Public and 
Private IoT Services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식으

로 사물인터넷 온톨로지를 이용한 시맨틱 웹서비스

(Semantic Web Service)를 용하고자 한다. 사

물인터넷 서비스 장비의 정의, 개념, 상호 계 등

을 온톨로지로 작성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장 은 

다음과 같다. 먼  사물인터넷 장비에 한 정의, 

계, 서비스에 하여 시스템  정의를 사용함으

로써 모호함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발견하여 유사 개념의 

서비스에 한 복을 제거할 수 있고, 계를 활

용하여 추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체계화시킬 

수 있다. 시맨틱 웹서비스는 제약과 계를 검사

하고 공리(Axioms)와 추론 규칙을 이용하여 새로

운 계들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해 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온톨

로지들이 개발자들에게 리 쓰이지 않았던 이유

는 서비스 구 을 한 복잡성 증가와 서비스 검

색에서 상 으로 느린 단 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해 IoT-Lite 온톨로

지를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는 IoT-Lite 온톨로지

를 용해서 사물인터넷 정보연동을 구 하여 향

후 다른 개발자들로 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발견하고 실행하고 조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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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2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사물인터넷용 온톨로지, 시맨틱 웹서비스와 

웹서비스 아키텍처의 비교, IoT-Lite 온톨로지 

련 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IoT-Lite 

온톨로지와 3D 카메라를 활용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시맨틱 정보연동 구 을 한 시스템 임워크 방

법론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시맨틱 정보 연동 

 증강 실에 기반한 사물인터넷과의 인터페이스 

로토타입을 통해 제안한 임워크의 기술  가

능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  

추후 연구과제에 해서 기술한다.

2. 련연구  주변기술

2.1 사물인터넷과의 시맨틱 정보연동

W3C의 Semantic Sensor Network Incubator 

Group은 센서를 설명하는 시맨틱 센서 네트워크

(SSN : Semantic Sensor Network) 온톨로지를 개

발을 했다. 시맨틱 센서 네트워크 사이트(http://purl. 

oclc.org/NET/ssnx/ssn)에서 구할 수 있는 SSN 

온톨로지는 개념 으로 존재하는 10개의 모듈로 구

성되어 있다. 완 한 SSN 온톨로지는 41개의 개념

과 39개의 객체 속성으로 구성되며, 11개의 DUL 

(DOLCE+DnS Ultralite) 개념과 14개의 DUL 객체 

속성을 직  상속받는다. 온톨로지는 센서, 센서의 

정확성  성능, 감지에 사용되는 찰  방법을 설

명할 수 있다. 한 운  범   생존 범 에 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Michael et al., 2012). 

Bermudez-Edo의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응용이 

확산됨에 따라 시맨틱 그룹에서 사물인터넷의 

계와 개념을 한 사물인터넷용 SSN, IoT-A 온

톨로지를 개발했고 사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 

이러한 온톨로지가 잘 사용되지 않은 을 지 한 

후에, 기존의 IoT-A로 설계한 온톨로지보다 IoT- 

Lite를 용해서 만든 온톨로지의 검색시간이 단

축됨을 증명했다. 증명은 동일한 사물인터넷 설계

를 IoT-A와 IoT-Lite 스키마를 용한 후 동일

한 검색 결과를 만드는 SPARQL Query를 작성

했을 때 IoT-A가 10 을 IoT-Lite에서는 6 로 

Query 문이 단축이 되었고 센서 수에 따른 N- 

Triple수를 비교 했을 때 IoT-Lite가 11%～20% 

감소함을 확인 하 다(Bernudez-Edo et al., 2017). 

이로서 기존의 SSN과 IoT-A보다는 가벼운 IoT- 

Lite 온톨로지를 사용함으로 사물인터넷 로젝트

의 다이내믹한 부분을 강조하고 개발자에 부담을 

주지 않음을 강조했다.

Wang Wei 등의 연구에서는 최근 IoT 연구 경향

이 IoT 자원에서 IoT 정보로 이동했다는 을 강조

한다. 이를 해 IoT온톨로지는 궁극 으로 문맥 인

식  지능형 의사 결정에 필요하고, 한 IoT 온톨

로지는 고  비즈니스 서비스  응용 로그램의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구에게도 액세스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해 IoT 도메

인에 한 지식을 수집하고 표 하고 자원 리  

검색, 서비스 구성, 응  테스트와 같은 일반 인 

작업을 지원하기 해 포 인 것과 경량의 조건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설명 온톨로지(Description Onto-

log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Wang et al., 2012). 

최용구의 연구에서는 부분의 사물인터넷 온톨

로지 모델은 센서의 치가 고정되어 있고 규칙

인 센서 정보 확인으로 정 인 사물인터넷 환경이

었음을 확인하며 이 연구에서는 동 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에 용이한 순응 (Adoptive) 

온톨로지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해 제시한 새로

운 사물인터넷 온톨로지 모델은 객체(Object), 사

용자(User), 상황(Context), 서비스(Service) 그리

고 환경(Environment)으로 클래스를 구성하고, 특

히 환경 클래스에 시간과 치를 포함시켜 사물인

터넷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 했다(Choi, 2016). 

오석재의 연구는 GPS 기반의 증강 실 오 소스 

소 트웨어 Mixare를 수정  보완하여 사물인터넷 

장비의 근방식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IoT-A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시맨틱 정보연동과 공공 API 

연동을 통해 사물인터넷 장비와의 애드혹(Ad-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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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Overview of the IoT-Lite Semantic Model

인터페이스 모델을 제시하 다(Oh,  2016). 이러한 

시도는 별도의 근방식이 필요가 없고 시맨틱 정

보연동의 가능성을 보여  연구이다. 그러나 치

결정이 GPS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실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한곳에 GPS 마커가 집 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 정 등의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의 동 인 

특성을 효과 으로 리를 한 임워크를 제

안하 다(La and Park, 2014). 부분의 연구에서 

사물인터넷 장비를 정 으로 간주한다는 이 문

제이며, 실제로는 많은 장비가 동 인 상태에 있

다는 을 지 하고 사물인터넷 장비의 동  발견 

기법을 제시하 다.

2.2 IoT-Lite 온톨로지 연구 

IoT-Lite는 <Figure 2>와 같이 시맨틱 센서 

네트워크 온톨로지의 간소화 모델이다.2) IoT-Lite 

온톨로지는 사물인터넷의 리소스, 엔티티  서비

2) http://iot.ee.surrey.ac.uk/fiware/ontologies/iot-lite# 

interface Type.

스를 으로 나타내는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

를 질의하는 경우에 과도한 처리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사물인터넷 랫폼의 표   사용을 허

용한다. 한 Stream Annotation Ontology(SAO) 

온톨로지와 같은 사물인터넷 데이터 스트림을 나

타내는 온톨로지와의 결합도 필요에 의해 가능하다. 

IoT-Lite 온톨로지는 사용자의 질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 설계시 최소 개념  

계를 찾는 연구 결과이다. 이것은 개발자에게 온

톨로지에 한 복잡성을 이고 검색시간이 단축되

며 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 으로 

IoT-Lite는 사물인터넷을 한 완 하고도 체 인 

온톨로지가 될 수는 없음을 제로 한다. <Figure 

2>에서와 같이 IoT-Lite 온톨로지는 SSN, QU, 

Geo 온톨로지 등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만 가져와

서 구성했기 때문에 확장을 원한다면 다른 온톨로

지와 결합이 필요하다.

질의가 가벼워지도록 IoT-Lite 온톨로지 개념의 

부분을 하나의 메인 클래스(Device)로 연결하고 

나머지 두 클래스는 더 가볍게 하 다. 애 리 이

션에서 쿼리 할 수 있는 차이  때문에 분리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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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bining SOA and Semantic Web

최소한 세 가지 주요 클래스의 장치(ssn : Sensor, 

Iot-Lite : Actuator, Iot-Lite : Tag)를 볼 수 있다. 

를 들어, 온도를 알아야하는 애 리 이션은 센서

를 쿼리하고, 애 리 이션이 조명을 켜야 할 경우 

액추에이터를 쿼리를 한다. ssn : SensingDevice는 

련 속성의 속성을 통해 는 상속을 통해 Quantity 

Kind, qu : Units  Iot-Lite : Coverage와 직  

연결된다. 따라서 각 감지 장치를 이러한 개념과 연

결하려면 세 번의 연결만 필요로 한다.

2.3 시맨틱 웹서비스  

통 인 웹서비스는 인터넷 표  로토콜을 이

용하여 원격지에는 있는 웹 상을 XML(Exten-

sible Markup Language) 기반으로 근하여 서

비스 이용하고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의 

분산 컴포 트 모델이다. 인터넷에서 XML,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UDDI(Uni-

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WSDL(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와 

같은 표 인 웹 표 기술을 이용하여 구 한다. 

웹서비스의 특징으로는 랫폼과의 독립성, 동

인 연계 가능, 개방형 표 기술 사용, 통합성, 융통

성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웹서비스의 

경우 1990년도 후반과 2000년도 반에 SOA(Ser-

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핵심 기술로 EAI 

(Enterprise Architecture Integration) 분야에 많

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웹서비스는 인간

심의 데이터와 문법을 시했지만, 차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간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인 시맨틱 웹 

기술이 등장하 다. 

한 시맨틱 웹 기술은 <Figure 3>에서와 같

이 차로 웹서비스 기술과 연동이 되어 시맨틱 

웹서비스 형태의 서비스 구 으로 진화하고 있다

(Lee, 2006).

사물인터넷은 비즈니스 속성상 정 (Static)인 

경우보다는 동 (Dynamic)에 더욱 가깝다. 왜냐하

면 부분의 사물인터넷 장비의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시간과 장소 정보와 결합한 경우에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물인터넷 장비

의 이동에 따라 동 인 네트워크에서 확장성을 고

려하는 것도 요하다(Kim, 2016). 온톨로지의 발

 과정으로 보아 재의 단계에서는 시맨틱 웹과 

웹서비스 기술의 연동이 필수 이고 한 4차 산업

명의 시 에 인공지능 분야의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온톨로지 표 기술과 논리

 추론 기술을 통해 복잡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

에 인공지능 분야와 웹과 련된 많은 분야에서 연

구되고 있다(Kim and Byun, 2008). 웹서비스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UDDI, 서비스를 기술

하는 WSDL, XML 메시징을 담당하는 SOAP 등

으로 구성된다. 웹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에 서비

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는 UDDI 서버를 따로 분리를 하는데, 시맨

틱 웹서비스의 경우에는 UDDI와 같은 역할을 온

톨로지 서버가 감당하므로 별도의 WSDL로 기술

할 필요가 없다. 시맨틱 웹서비스와 웹서비스의 역

할에 한 비교는 다음의 <Table 1>와 같다. 본 

시스템은 시맨틱 웹서비스를 지향하며 이러한 아키

텍처 구성은 시맨틱 웹서비스 구성을 가지며 비즈

니스의 신속성, 상호 운용성, 랫폼 독립성, 투자 

비용 감 그리고 소 트웨어 재사용의 장 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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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Web Service Semantic Web Services

Service User Person Computer, Person

Service registration and search WSDL(Taxonomy) Based ontology

Important technology UDDI/WDSL/SOAP Ontology and reasoning engine

Discover and Select Services Select after UDDI server search Automatic discovery and selection by reasoning

Message method SOAP SOAP, XML

<Table 1> Role of Web Services vs. Semantic Web Services 

2.4 사물인터넷 장비와의 정보연동 인터페이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장비와

의 정보획득  제어를 한 인터페이스에 한 연

구는 많이 있었다. 단말기와 사물인터넷 장비와의 

직 방식에는 QR 코드, 마커 방식, RFID/NFC/ 

Blue tooth와 같은 방식이 있었다(Kim et al., 2015).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간 방식에는 단말기의 

2D카메라+GPS+9축 센서를 이용한 방식 3D 카메

라+GPS+9축 센서를 활용한 방법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IoT-Lite 온톨로지 스키마를 용한 사물

인터넷과의 시맨틱 정보 연동 구 을 해 사물인

터넷 장비와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므로 3D 카메

라+GPS+9축 센서를 연구한 박종섭 등 “3D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증강 실 인터페이스(Park et al., 

2017)를 사용한다. 

증강 실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사용된 3D 깊이 

카메라를 장착한 태블릿, 사물인터넷 장비와 연결 

시 정보획득  구동기 구동을 한 증강 실 인터

페이스, 장비를 발견하는 구면 좌표계 알고리즘을 

그 로 용하고, 본 연구에서 추가 으로 3D 모바

일 태블릿에서 치 좌표 값을 가지고 쿼리를 하는 

응답서버로 IoT-Lite 온톨로지 서버를 사용한다. 

한 온톨로지 서버는 RDF/OWL 일에서 SPARQL 

쿼리를 통해서 해당 장비의 서비스 URI 정보들을 

3D 모바일 태블릿으로 보낸다. 이 정보를 사용해서 

태블릿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서버로 URI를 보내 

직  응답을 받는다. URI 정보를 통해 다른 시스템 

객체들과 REST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한 

모바일 태블릿에서 4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하기 하여 증강 실 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도정

보, 습도정보, LED_ON, LED_OFF 등의 메뉴 선

택 방식을 사용한다.

3. 온톨로지를 이용한 시맨틱 인터

페이스 임워크

3.1 시맨틱 인터페이스 임워크의 특징

시맨틱 증강 실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 을 한 임워크의 특징은 개방성, 단순성, 

유연성, 확장성, 건강성의 5가지이다. 

∙개방성(Openness) : 개방성은 구 에 필요한 하

드웨어, 소 트웨어, 사물인터넷, 온톨로지까지 개

방성을 지향하여 다른 개발자로 하여  본 서비스

를 도입, 확산  응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 사물인터넷 장비 한 오 소스 하드웨어로

서 구 하여 개방성을 높 다. 한 IoT-Lite 서

버의 경우 외부 UDDI 서버와 연동이 가능하며 

자체 온톨로지로도 외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순성(Simplicity) : 단순성의 구 은 IoT-Lite 

스키마를 본 시스템에 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을 취해서 이용한다. 이는 시맨틱 

웹의 장 은 살리되 복잡도를 최소화하여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한다. 

∙유연성(Flexibility) : 유연성의 구 은 IoT-Lite 

온톨로지를 용한 RDF/XML를 장하는 서버

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를 분리하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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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높인다. 이 게 함으로써 얻는 장 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역과 시맨틱 웹 부분의 분

리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의 발견과 확장에 보다 

유연하게 처할 수 있다. 모바일 태블릿, 서버, 

사물인터넷 장비들 간에 자료는 REST(Repre-

sentational State Transfer)을 이용한다. REST-

ful 시스템 구 으로 웹상의 자료를 HTTP 상에

서 별도의 SOAP이나 쿠키를 통하지 않고 송

할 수 있다.  

∙확장성(Expandability) : 사물인터넷 장비의 경

우 동일하지 않은 랫폼일지라도 서비스 서버와

의 속이 가능함으로 장비의 확장성을 구 한

다. 사물인터넷 장비가 바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

답하는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장비마다 소형 웹서

버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게 되면 사물인터넷 장

비를 만드는 비용과 통신의 오버헤드가 무 과

하다. 한 웹서버 역할을 하려면 사물인터넷 장비 

별로 운 체계(OS)와 웹서비스 소 트웨어 패키

지를 설치를 해야 하는 부담이 든다. 이 듯 모든 

사물인터넷 장비가 웹서버 역할을 할 필요는 없

다. 이런 구성의 장 은 사물인터넷 장비의 제작

비  통신비용이 감된다. 

∙건강성(Healthiness) : 많은 회사들은 오 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장비의 로토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일반 회사의 경우 

별도의 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듯 다양한 형태의 사물인터넷 장비가 속되

어 운 이 되어야 한다. 서버로 사물인터넷 장비

들이 집 되면 사물인터넷 장비들의 리가 용이

해진다. 장비 별 상황을 주기 으로 체크함으로

서 장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2 IoT-Lite 온톨로지를 용한 시맨틱 인터

페이스 모델

IoT-Lite 온톨로지를 용하여 사물인터넷 정보

연동 임워크를 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 다. ‘신 에 치한 연세 학교 스마트 시

스템 랩에 온도, 습도 센서와 LED을 가진 사물인

터넷 장비가 있다. 사물인터넷 장비에는 와이 이

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이 사물인터넷 장

비를 IoT-Lite 스키마를 용하여 RDF/OWL 

일을 구축한 후 온톨로지 서버로 보낸다. 3D 모바

일 태블릿으로 스마트 시스템실에 치한 장비를 

검색하여 사물인터넷 장비를 발견하고 스마트 시스

템 랩의 온도와 습도에 한 정보를 획득하여 증강

실 화면에 표시한다. 한 구동기를 증강 실 화

면을 통해 구동시킨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랩의 

치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외부에서 검색하여 서

비스의 종류와 치 정보를 얻는다.’ 라는 시나리오

를 갖는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는 사물인터넷 장비에 IoT-Lite 온톨로지를 용

하여 <Figure 3>에서와 같이 설계하 다. 개방성, 

단순성, 유연성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정의와 

계를 표시해서 온톨로지 모델을 설계하 다. 시스

템은 3D_IoT_Sys testbed로, 장비는 IoT_Device01

로 명명하 다. 센서 장비로는 온습도 센서, 구동 장

비로는 LED을 이용했다.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서

비스 서버에서 구 이 되며 REST를 이용한다. 

<Figure 3>은 IoT-Lite 온톨로지를 최 한 단

순화하여 장비와 설치된 장소와 치정보, 서비스

로는 온도 센서의 값을 가져오는 온톨로지를 설계

하 다. <Figure 3>은 온도 정보만을 가져오는 서

비스만 지원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서비스 형태가 

온도/습도/LED_On/LED_Off와 같은 4가지의 서

비스 유형으로 나 어지므로 4개의 온톨로지 설계

가 가능하다. <Figure 4>는 4가지 서비스 유형의 

IoT-Lite 온톨로지 스키마를 용한 모델이다. 한 

화면에 4가지 서비스를 모두 표시하 다. 

서비스 연동을 해 SPARQL 쿼리를 이용하여 

Endpoint의 URI값을 가지고 REST 방식으로 서비

스 서버에서 요청하면 원하는 센서 값과 구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에서 설계한 

온톨로지의 모델을 Protégé 4.3.0(Build 304)을 사

용하여 사물인터넷 장비들에 한 RDF/OWL 일

로 완성하 다.



<Figure 3> Temperature Service Model for Internet Appliances with IoT-Lite Schema 

<Figure 4> IoT_Device01 The Four Services of the Device(Temperature/Humidity/LED_On/LED_Off) IoT-Lite 
Ontolog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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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ML Sequence Diagram : Information Flow Process between Each Object 

3.3 시맨틱 인터페이스 로세스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에 3D 카메라 

애 리 이션을 실행하면서 시작된다. 애 리 이

션을 실행시키면 <Figure 7>과 같은 화면이 나타

난다. 이를 가지고 사물인터넷 장비 는 일반 사물

을 비추게 되면 3D 카메라의 유효 거리 내에서 포

커스 역에 들어오는 물체의 평균 거리를 측정을 

하고 태블릿의 9축 센서로 부터 방향정보와 롤값을 

이용해 에서는 공간좌표를 계산한다. 이 공간 좌표

값을 이용해서 온톨로지 서버에게 쿼리를 하게 된

다. 온톨로지 서버의 경우 JENA 로그램을 활용 

IoT_Lite 스키마를 용한 RDF/XML 리소스 일

을 RDF/XML 검색 툴인 SPARQL로 검색하여 그 

치에 있는 장비가 사물인터넷 장비인지 아닌지 알

려 다. 이때  화면에서는 사물인터넷 장비를 인식

한 경우에만  화면에 있는 포커스 역이 노란색에

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된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

면 포커스 역이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만약 방  인식된 사물인터넷 장비를 선택하고 

싶다면 빨간색 포커스 역이 표시된 뒤 3 만 기

다리면 해당 사물인터넷 자동으로 장비가 선택이 

된다. 그리고 해당 장비의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

지 악을 해 IoT-Lite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응답받은 서비스 내용을 카메라 상 정보 보 증

강 실 메뉴로 띄워 표시한다.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을 하면 서비스 서버에게 

RESTful 방식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서비

스를 요청받은 서비스 서버는 에게 응답할 때 해

당 사물인터넷 장비의 센싱 정보를 보내 다. 태

블릿에서는 비치고 있는 카메라 상 에 오버래

핑 되어 마치 그 장비와 연동이 된 것처럼 증강

실 효과를 다. 한 오버래핑 된 화면을 통해서 

센싱(온도/습도)정보를 볼 수도 있고 구동기(LED

등)를 제어할 수도 있다. 한 온톨로지 서버의 경

우 서비스 서버에게 주기 으로 서비스를 요청해

서 사물인터넷 장비의 재 상태를 보고 받도록 

한다. 이 게 하는 이유는 온톨로지 서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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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mantic Web Service Architecture

는 다른 사용자들에 오 을 해야 다른 개발자들에

게 서비스를 발견하고 유사한 서비스의 복을 방

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공유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Figure 5>는 유 , 태블릿, IoT- 

Lite 서버, 서비스 서버, 사물인터넷 장비 간의 정

보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다.

본 연구의 임워크의 특징은 웹서비스 아키텍

처와 같이 IoT-Lite 서버와 서비스 서버를 분리하

다는 이다. 두 서버를 분리한 이유는 웹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이 쉬운 어 리 이션 통합과 자유로

운 데이터 교환을 활용하기 함이다. 웹서비스는 

XML 기반으로 한 메시지 포맷을 표  기술로 한

다. 그 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쉽게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며, 인터넷 표  로토

콜을 사용하므로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

고, 이기종 랫폼 간에도 데이터 교환이 자유롭다. 

구 을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 3D 카메라가 장착

된 태블릿, 온톨로지 서버와 서비스 서버, 사물인터

넷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의 흐름은 

<Figure 6>과 같다. 

4. 시맨틱 정보 연동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과의 인터페이스 로토타입

4.1 온톨로지 쿼리  서비스 URI 정보의 획득

로토타입을 한 온톨로지는 Protégé 소 트웨

어에 IoT-Lite 온톨로지 도입하여 <Figure 3> 모델

을 RDF/OWL 일로 만든다. 이를 웹 온톨로지 언어

의 검색을 담당하는 SPARQL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를 들어 IoT_Device01 장비에서 온도를 얻고자 

한다면 <Listing 1>과 같이 쿼리를 통해서 서비스의 

타입과 인터페이스 설명, 서비스하는 URI을 얻을 수 

있다. 이 URI 정보를 가지고 REST 방식을 용하면 

해당 사물인터넷 장비(IoT_ Device01)의 온도 값을 

획득할 수 있다. 습도 정보도 차는 같이 진행이 

된다. 로토타입의 사물인터넷 장비는 4가지 서비스

로 구성된다. IoT_Device01의 경우는 온도 정보, 습도 

정보, LED 켜기, LED 끄기로 서비스를 구 한다. 

<Listing 1>은 SPARQL 쿼리의 로 IoT_Device01

의 센싱장비의 온도 서비스를 받기 해 서비스클래스

(Class)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쿼리문의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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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x ?y ?z ?a ?b

WHERE {?x rdf:type ssn2:Device.

?x ssn2:hasSubSystem ?y.

?y iot-lite:exposedBy ?z.

?z iot-lite:interfaceDescription ?a.

?z iot-lite:endpoint ?b. 

}

------------------------------------------

<Listing 1> An Example of SPARQL Query for Retrieves 
Data of a Service Class

-------------------------------------

{

 "head": {

 "vars": ["x", "y", "z", "a", "b"]

 },

 "results": {

 "bindings": [

  {

  "x": {"type": "uri",

  "value": "http://www.makernomics.net/owl/IoT_

Device01"},

  "y": {"type": "uri", 

  "value": "http://www.makernomics.net/owl/IoT_

Device01_Temp"},

  "z": {"type": "uri", 

  "value": "http://www.makernomics.net/owl/IoT_

Device01_Temp_REST"},

  "a":{"type": "literal", "datatype": 

"http://www.w3.org/2001/XMLSchema#anyURI" , 

  "value": "http://www.makernomics.net/PJS-REST/

temperature"},

  "b": {"type": "literal", "datatype": "http://www.w3.org/

2001/XMLSchema#anyURI", 

  "value": "http://165.132.123.186/pjs/3D-IoT-Sys/

restful-service/PJS/json/sensors/1" }

    }

    ]

  }

}

--------------------------------------

<Listing 2> Search Result of <Listing 1> with JSON 
Type

<Listing 1>부터 받은 쿼리문을 RDF/OWL 

일에서 검색한 후 JSON 타입으로 반환된 결과

를 <Listing 2>에서 보여 다. 결과 문으로 부터 

interface Description과 Endpoint값을 리턴 받아 

서비스의 설명과 결과를 실행하는 서비스 서버의 

정보를 얻는다.

스트링(String) 제어 로그램을 통해 변수 ‘x’

값은 사물인터넷 장비의 이름인 ‘IoT_Device01’을 

가지게 되고 ‘y’ 값은 온도 센싱 장비인 ‘IoT_ Device 

01_Temp’ 값을 가지게 된다. 변수 ‘z’ 값은 서비스

명을 지칭하는 ‘IoT_Device01_Temp_ REST’ 값을 

가지고 되고 서비스 안에 값은 Literal 유형으로서 

데이터 속성을 갖는다. 그리하며 ‘a’, ‘b’의 변수에는 

Interface Description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설명

해주는 URI 값과 궁극  서비스를 지원하는 End-

point 값들이 각각 ‘a’, ‘b’의 변수에 배정이 된다. 이

러한 변수 값들은 로그램을 통해 스트링 처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다.

4.2 3D 태블릿과 사물인터넷 장비 로토타입 

개발 랫폼

3D 카메라(Intel Realsense R200)가 장착된 태

블릿은 인텔 ATOM 로세서와 안드로이드 운

체계를 사용하 다. 개발 랫폼은 안드로이드 스

튜디오와 ‘Intel RealSense SDK’를 설치하여 사용

하 다. 사물인터넷 장비의 경우 아두이노 UNO보

드와 와이 이 연결을 한 스 크펀(Sparkfun)사

의 ESP8255 쉴드 보드를 사용하 다. 

센싱장비는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DHT-22

를 사용했고 LED의 경우 Super Light LED를 연

결하 다. 사물인터넷 개발 랫폼으로는 아두이노 

스 치와 C 로그램, adafruit_Sensor 라이 러

리를 사용하 다. <Figure 7>은 태블릿의 치에

서 화면에 보이는 캐비넷장까지의 거리가 257cm 

(약 2.7m)임을 보여주며 방 각은 304°, 롤값은 

-0.7°임을 보여주며, 이 정보를 구면좌표계에 용

하여 공간좌표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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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amera app Launched on Tablet with 3D Camera

4.3 로토타입 서버 

∙사물인터넷 서비스 서버

PC에 Tomcat 소 트웨어를 설치하여 웹서버로 

만들고 웹 로그래 으로는 JSP, ASP와 함께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인 PHP를 사용한다. 

재 시스템에 설치한 아 치 로그램은 *.php 확

장자를 갖는 일의 소스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확장 버 이다.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

으로는 MySQL을 사용한다. 이 서버는 사물인터넷 

장비가 입력한 센서 정보 내용과 구동기의 상태를 

장하고 그 내용을 PHP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태블릿 는 IoT-Lite 서버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서비스를 JSON 형태로 응답한다. 

∙IoT-Lite 온톨로지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서버 시스템이다. 리

스를 운 체제로 사용하며, 이 서버에 IoT-Lite 

RDF/OWL 일이 존재하고 JENA 어 리 이션 

소 트웨어를 이용해 RDF/OWL 일을 검색한다.  

검색된  치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3D 모바일 태블

릿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4.4 사물인터넷 시맨틱 정보 획득 서비스

3D 카메라 태블릿에서 3D 카메라 웹(App)을 실행

시키면 화면 앙에서 24×18사이즈의 노란색 사각

형이 치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노란색의 Focus 

Area까지의 거리를 악한 후 공간 좌표를 계산해

서 서버에 질의를 한다. 이후 근처에 사물인터넷 장

비를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Focus Area가 변

하게 되고 이후 3  정도 머무르면 해당 사물인터

넷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개발하 다. 그 이유는 많

은 장비들이 스캔되더라도 선택은 그 장비에 약간

의 시간을 두어 머무르면 선택되도록 하여 능동

인 선택이 가능한 유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Figure 8>은 device01 장비를 발견하고 온톨

로지 서버에서 JENA를 통해 device01 장비가 가

지고 서비스 유형을 모두 표시한다.

사물인터넷 장비가 발견이 되었으면 <Figure 8>

에서 보는 화면과 같이 기존 화면에 메뉴 화면이 

오버래핑 되어 증강 실 메뉴를 통해 센싱 값을 업

데이트하거나 제어를 할 수 있다. 왼쪽 화면 에서

부터 온도, 습도, LED On/Off 서비스 메뉴버튼이 

표시되어 버튼을 르면 해당 서비스를 실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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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oT Equipment(Device01) Screen After Displaying Service Information 

<Figure 9> Status change and LED on when toggling LED On/Off service

된다. 사물인터넷 장비가 무 작게 보여 오른쪽 아

래에 확 하여 표시하 다. 

4.5 사물인터넷 시맨틱 제어 서비스

IoT-Lite 온톨로지 스키마 모델을 용한 사물

인터넷 모델에서 구동기 장비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구동기 제어 형태의 시 을 해서 LED를 연

결하 고 의 <Figure 8>에서와 같이 증강 실 

메뉴 화면에서 LED Status는 ‘Off’ 상태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그 메뉴에서 Toggle 버튼을 르

면 아래와 <Figure 9>과 같이 구동기를 제어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하 다. LED Status 

‘TOGGLE’ 버튼을 르면 LED등이 켜지고 꺼지

는 모습은 구 함으로서 증강 실을 이용한 제어

를 가능하게 하 다. 사물인터넷 장비가 무 작

게 보여 오른쪽 아래 LED가 켜진 모습을 확 하

여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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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부 설계자  개발자와의 연동 서비스

외부에 IoT-Lite 서버를 오 하게 되면 구나 

서버에 근해서 RDF/OWL 일을 속할 수가 

있다. 본 서버에 속한 후에 공개된 RDF/OWL 

이용하여 웹상으로 공개된 오 소스 소 트웨어인 

Protégé 는 WebVOWL 이용하면 사물인터넷 

IoT-Lite 스키마를 용한 온톨로지를 시각화할 

수 있다. 아래의 <Figure 10>은 WebVOWL과 

Protégé를 이용하여 온톨로지를 시각화 한 화면

이다.

한 여러 다른 사물인터넷 서비스 RDF/OWL

들을 이용하여 검색  추론 엔진을 사용하면 본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치, 서비스 정보를 시스템

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도 재활용

이 가능하다.

<Figure 10> Visualization using WebVOWL Tool and 
Data Property Using Protégé

5. 결  론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활성

화되고 있다. 공공, 의료, 환경, 유통, 물류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하게 연 이 되

고 있다. 사물인터넷 장비 랫폼의 경우도 다양

한 센서를 지원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

우 비슷한 센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를 

구 하는 애 리 이션도 많다. 그러한 경우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발자의 경우 새롭게 센서를 설치

하는 것 보다 주변에 이러한 센서를 활용한 장비

와 한 그러한 장비가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

는지에 한 검색의 요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

나 재의 경우 이러한 사물인터넷 장비와 서비스

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서비스에 한해서 

가능하며 데이터 값도 리얼타임 데이터는 아니다. 

부분의 경우 장비에서 센서 값을 직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API 형태로 공공에서 가공한 형태의 

값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시맨틱 웹서비스 기법

을 통한 설계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게 

되면 리얼타임의 센서 값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시

맨틱 웹의 장 인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발견, 수

정, 조합 그리고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는 

4차 산업 명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랫폼으

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결론 으로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D 깊이 카메라를 장착한 태블릿 이용

하여 사물인터넷 장비를 자동으로 발견하고 IoT- 

Lite 온톨로지를 용한 RDF/OWL 일을 통해 

해당 사물인터넷의 센싱 정보 획득과 구동기를 제

어함으로 별도의 속방식과 어 리 이션 소 트

웨어 설치 없이 시맨틱 정보연동을 통해 사물인터

넷을 서비스를 구 했다. 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증가에 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념과 계를 

정리한 IoT-Lite 온톨로지 모델을 가지고 설계함

으로서 기존 사물인터넷 온톨로지가 가지는 장

과 기존의 무거웠던 SSN과 IoT-A 방식을 경량

화 함으로서 복잡한 시맨틱 웹의 단 을 보완시켰

다. 그리고 시맨틱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개

발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사물인터넷 서비

스를 구 한다면 시스템에 의한 사물인터넷 서비

스 연 성을 자동으로 발견하고 비슷한 복을 방

지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공

공, 민간 분야에 활용한다면 서비스 복 방지와 

사물인터넷 장비의 재활용에 있어서 큰 진보가 

상된다. 아울러 시맨틱 앱의 장 인 추론기능을 

통해서 더욱 더 정교한 서비스로 발 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 분야로는 일반 개발자들에게 

있어 온톨로지 개념을 이해하고 한 설계하는 데

는 많은 지식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래서 온톨로

지 자동화 설계 툴에 한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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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동

 사물인터넷장비의 지원과  3D카메라의 기술

 한계(거리와 조명 환경제약)를 해결을 한 연

구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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