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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그 구현된 가상세계의 거주자가 경험하는 정보를 이미 정의된 지식구조로 저

장하여, 재사용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위치 관계의 표현을 위한 S-T(시공간) 그래프와 일련의 정의된 사건

과 이벤트가 가상세계 거주자인 에이전트의 지식구조에 맞게 변형, 축소된 후에 저장되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를 둘러싼 환경변화 

자체가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고, 에이전트의 지식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자신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 환경에 대응

하는 다양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에이전트의 지식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온톨로지라는 가상세계 자체를 아우르는 

추상화 모델이 필요하며, 이 모델을 상속하여 실세계의 Object들을 정의 해 나간다. 정의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에 

Object들을 등장 시키고,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정보들이 에이전트의 지식구조로 변형되어 저장되어 진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이 

에이전트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적용되어 에이전트의 다양한 행위를 보장 할 수 있다.

I. 서론

  최근의 게임 산업이나 교육용 시스템 등에서의 인공지

능의 역할은 전체 시스템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
어가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 되었다. 본 논문에
서 주장하는 에이전트의 지식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제반 사항으로는 온톨로지 기반의 가상세계가 있
다. 이 온톨로지 기반의 가상세계는 사전적 의미의 온톨로
지를 컴퓨터상에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하여 주어, 동사, 

목적어 수준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상세계 거주자인 에이전
트가 인식을 통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보가 될 준비상태
가 된다. 에이전트는 생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지식도 가

지고 있지 않으며, 여러 가지 Activities(에이전트가 주체
가 되는 활동)나 Events(환경적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현
상)등을 통하여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Objects들의 데이터

(의미)를 에이전트의 지식구조에 맞게 저장(기억)하고 활
용하게 된다. 이때 Activities나 Events의 구현은 Goal 
Tree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1]. 준비된 상태의 온톨로지 

객체들은 시공간적 정보를 더하여, 추상화된 온톨로지의 
구조를 가지는 에이전트의 지식구조를 통해서 실제 에이
전트의 지식으로 저장되게 된다. 이때 온톨로지 가반에서 

만들어진 Objects는 에이전트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 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결과도 또한 정보이고, 이 정보는 의미가 

있는 정보 즉, 지식이기도 하므로 에이전트 지식구조를 거
친 정보는 지식이라 부른다. 2장에서는 관련된 연구(온톨

로지 설계)를 소개하고, 3장에는 에이전트의 지식구조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1. 온톨로지

  온톨로지(Ontology)는 공유된 개념화의 정형적이고도 

명시적인 명세로 정의되며 인공지능의 지식표현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분야이다 [2]. 이는 세상이 객체와 현상으
로 조합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진다고 할 때, 온톨로지는 

이러한 상황을 명시적인 기준과 형식을 따르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추상화된 실세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온톨로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이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도 형식적 모델을 통해 원활하
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 그림 1. 온톨로지 계층 구조의 최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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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온톨로지 최상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상하 관계는 객체지향 개념에서 상속을 나타내고, 

수평관계는 속성을 의미하고, 이는 클래스 멤버를 의미한

다. 위의 그림 1에서는 핵심이 되는 클래스와 멤버들을 개

략적으로 도식화 한 것이며, 전체 온톨로지 구조는 더 복

잡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Ⅲ. 에이전트 지식구조와 활용 방안

1. 에이전트 지식구조

 에이전트가 실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Objects

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먼저 전달된 객체를 자신의 지

식구조(Database)와 비교하여 2가지 결과중 하나를 도출

한다. 첫째로, 지식구조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기존의 정

보와 전달된 정보가 같으므로, 전달된 objects의 속성들을 

비교하여 기존에 저장된 속성들과 차이점을 계산하여, 현

재의 지식구조에 해당 objects의 최대/최소 범위 값(크기, 

색, 등...) 을 수정한다.

  둘째로, 기존의 지식구조에 없는 새로운 Objects가 전달 

됐다면, 전달된 objects를 추가하여 새로운 Objects를 정

의한다. 추상화된 온톨로지 내의 각각의 클래스는 한 개씩

의 테이블들을 가지며, 각 레벨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가지

고 있고, 이 속성들은 하나의 Tuple 단위로 관리가 되며, 

Tuple들은 고유한 Type으로 구별된다. 이 때, 에이전트는 

이 Tuple들이 가지는 고유한 Type의 조합을 지식으로 저

장(기억)한다. 이것이 에이전트의 지식구조이며, 지식구조

는 또 다른 지식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전체 지식

구조는 Type 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조합된 Type은 

또 다른 Type을 가지므로, 재귀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조

합들을 실행 가능하다.

▶▶ 그림 2. 에이전트 지식구조와 

Activities(Move(),Drink())의 예

  위 그림 2에서 나타내는 Activity(Move)의 예는 각 정

보의 시간적인 나열순서로 조합되어 나타난다. 만약 에이

전트의 행위가 Move[E2, B3, JJ, Q, X]순서가 아닌 조합

으로 더 작은 비용을 가지는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면, 

Move 정보조합은 더 작은 비용을 가지는 정보의 조합으로 

대체 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Activities나 events를 제외

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지식구조

는 새로운 목표와 관련된 Type들을 지식구조에 찾은 뒤, 

현재목표와 일치할 때 까지 조합하여 새로운 조합(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때 조합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이진트리가 사용 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결과가 존재 

할 때는 한 트리의 전체 비용의 값을 기준으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한다.

2. 활용 방안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방문 (Door)을 열고 (Open), 나

와서 (Move), 물 컵 속의 물을 (Water), 마셨다면 

(Drink), 주어는 Agent이고, 동사는 Move와 Drink이며, 

목적어는 각각 Door와 water인 Activity 2개가 생성 되어

야 한다. 이 Activitie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Goal Tree를 이용하고, 결과로써 얻어지는 True(성공)값

은 에이전트가 목표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함수별, 멤버별로 지식구조에 Type을 저장한다. 저장된 

후에 전제조건과 목표가 같은 행위가가 발생 한다면 지식

구조에 저장된 루트를 따라서 에이전트는 현재까지 저장

된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수행한다. 이 최소의 비용은 

더 적은 비용으로 목표를 수행해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최

소의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며 하나의 Activity에는 하나의 

Type 조합만이 저장(기억)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

면, 에이전트는 당면하는 상황에 자신의 적절한(비용을 기

준으로)지식들을 검색하여 목표를 달성하므로, 주기적인 

Event와 Activity들의 구현을 통해서 에이전트 스스로 학

습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3.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시공간적인 정보에 대한 

처리가 제외 되었으므로, 가상세계에서 역사적 문맥

(Historical Context) 형성을 위하여 지식구조에 시공간 

정보를 더 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시공간정보에 대한 처리

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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