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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응 상황에서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 구  방안

☆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Implementation
Utilizing Web 3.0 Information Services in Disaster Response Situations

박 종 홍1 신 영 환1 김 용 균2 정 종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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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재난 응 장에서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의 구 과 용 방안에 하여 제안한다. 시맨틱 웹 

기반의 웹 3.0 기술의 구조와 특성을 악하고 증강 실의 재난 장 련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에 해서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

로 재난 련 정보에 한 시맨틱 웹 기반 온톨로지 구성 방안과 재난 응 장과 재난안 책본부와의 증강 실 기술을 통한 정보
달  정보제공 방안에 하여 제안한다. 재난 응 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달과 재난 장 맞춤형 정보제공을 목 으로 

증강 실 기술과 웹 3.0 정보서비스의 상호작용에 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웹 3.0, 시맨틱 웹, 증강 실, 모바일 비주얼 검색, 재난 응

ABSTRACT

In this paper, an implementation method of augmented reality (AR) technology using Web 3.0 information services in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is propos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emantic web-based Web 3.0 are realized and a AR based mobile 

visual search (MVS) applied in the disaster sites is described. Based on Web 3.0 and AR MVS, a semantic web ontology oriented 

configuration scheme for disaster-related information and the communication schem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R technology are 

propos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disaster-related and customized information to the disaster response site quickly and accurately, 

a method of leveraging Web 3.0 information services in AR technology is presented.

☞ keyword : Web 3.0, Semantic web, Augmented Reality, Mobile Visual Search, Disaster Response

1. 서  론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 은 사용자에게 실시간 서비스 제공의 가능

과 함께 기존에는 PC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실  가능하게 하 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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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비스 기술의 발 과 함께 실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 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이 등장하 다.[1] 증강 실이란 실의 이미지와 가

상의 이미지를 결합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공간의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의미한다. 재 증강

실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화면이나, HMD (Head- 

Mounted Display), 안경 형태 등을 통해 구 되어 차량의 

네비게이션, 치 검색, 투기  차량 정비 훈련  제

작, 모바일 고 등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2]

증강 실 어 리 이션은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상의 특징 을 추출하여 서버에 보내고, 서버

에서는 특징  비교를 통해 상을 악한다. 이후 상

에 한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보내게 된다. 이 

때,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자가 증강 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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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물 에 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건물 안에 있는 

상 에 한 정보, 건물의 매매가 시세 등이지만 재난 

장에서 필요한 건물의 정보는 건물의 내부 구조, 건축 시

기, 건축 자재 등일 것이다. 이와 같이 증강 실 기술을 

통해 같은 사물에 해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웹 3.0을 통

한 정보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와 정보를 연결하여 

장하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웹 3.0과 증강 실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더욱 

두되고 있다. 

(그림 1) 증강 실 흐름도

(Figure 1) Workflow of augmented reality

(그림 2) 모바일 비주얼 검색 과정

(Figure 2) MVS process

이러한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이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재난 응 장

이다.  사회의 재난은 자연 재난, 안보 재난뿐만 아니

라 사회  재난으로 인한 복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재난의 복합화와 형화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나 상하지 못한 재난 장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

확한 재난 응 기술력의 필요성을 증 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과 웹 3.0 기반 정보서비스 기

술에 해 설명하고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의 재난 장 응에 한 용 가능성과 기술 구

 방안을 제안한다.  

2. 웹 3.0 시 와 증강 실

2.1 증강 실 (Augmented Reality, AR)

기존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해 검색을 할 때 사용

자가 검색 엔진을 통해 직  텍스트를 입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찾을 때까지 페이지를 넘겨가며 찾는 방식을 사

용하 다면, 재의 검색 방식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

용하여 텍스트의 입력 없이 상이나 이미지를 바로 

송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찾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들

의 요구에 맞춰 각 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증강 실

이다. 가상 실(Virtual Reality, VR)이 자신과 사물 모두 

가상의 이미지로 구성된 환경에서의 실감형 체험 기술인 

반면, 증강 실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카메라로 촬

한 상 이미지 에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객체나 

정보를 입히는 정보 기술이다. 증강 실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자이로 센서 (Gyro sensor), 가속 센서 

등의 센서 기반 증강 실, 컴퓨터 비 과 OpenGL (Open 

Graphics Library) 등의 비  기반의 증강 실로 나뉘어진

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 과 함께 이러한 센서와 비  

기술이 혼합된 하이 리드 증강 실 어 리 이션이 등

장하고 있다.[3] 그림 1은 증강 실 기술의 기본 흐름도

를 표 한 것이다.[4] 기본 으로 증강 실은 사용자의 

입력과 증강 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화면에 디스

이 해주는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동작을 하게 

된다. 사용자가 상을 입력(input)하게 되면 상을 감지 

 검출(detection)을 하고 치/방향 기반  상 기반으

로 목표물 추 (tracking)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력된 

상에 한 정보를 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contents)를 화면에 첩 후 더링(rendering)하여 사용자

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 인 환류과정

(visual feedback)과 사용자의 상의 입력의 계속 인 상

호작용을 통해 정지 상뿐만 아니라 동 상에 해서도 

증강 실 어 리 이션의 구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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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실의 상 검출과 정보 제공의 과정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버 간 모바일 비주얼 검색(Mobile Visual 

Search, MVS)[5]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는 스마

트 디바이스에서의 재난 장을 지원하는 증강 실 어

리 이션의 모바일 비주얼 검색을 표 한 것이다. 소방

원의 HMD 장비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획

득(image acquisition)하면 특징  검출(feature extraction)을 

하게 된다. 특징 이 검출이 되면 유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특징  정보만을 송하게 된다. 이후 서

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정합(feature matching) 과정과 

기하 검증(geometric verific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

하 검증 후 웹 3.0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련 

정보를 검색(associated information retrieval)하여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정보를 보냄으로써 일련의 증강 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6]  

2.2 웹 3.0

웹 1.0은 1990년 에 인터넷이 처음 들에게 알려

지면서 등장한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이 진 웹 환경

을 말한다. 통 인 텍스트가 순차 으로 구성되어 읽

히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반면, 하이퍼텍스트는 특정 

부분을 읽다가 다른 부분으로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그 

부분을 읽는 비순차  개를 제공한다. 하이퍼텍스트 

기반 웹 1.0 환경에서는 요즘과 같이 동 상, 사진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기 어려웠다. 한 실제 웹 콘텐

츠를 생산하는 정보 생산자의 수는 극히 드물었으며, 정

보 사용자는 정보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해진 텍스트를 

보는 것이 주된 웹 활동이었다. 

웹 2.0은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사용의 불균형을 깨기 

해 등장한 개념으로 정보의 소유자나 독 자 없이 

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

자 참여 심의 인터넷 환경을 의미한다. 오늘날 SNS 

(social network service), 키피디아(Wikipedia), 각종 블로

그(Blog) 등 같은 사이트들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웹 콘텐

츠를 공유하고 수정하는 웹 환경을 말한다. 더 나아가, 

유튜 (Youtube)와 같이 웹 콘텐츠도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동 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를 제공한다. 웹 2.0

에서는 웹이 랫폼화 된 어 리 이션(application)을 제

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까지의 어 리 이션은 

도우나 리 스와 같은 운 체제(operating system, OS)에

서 실행되었으나 웹 2.0에서는  OS가 아닌 웹 에서 실

행이 가능하다. 를 들어, 웹 2.0 이 의 환경에서 음악

이나 동 상을 재생하고 싶으면 CD를 통해 도우즈에

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웹 2.0에서

는 유튜 라는 랫폼에서 검색하여 재생이 가능하다. 

(그림 3) 시맨틱 웹 계층 구조

(Figure 3) Semantic web technology hierarchy

웹 3.0은 기존 웹 2.0보다 한 단계 진화한 웹 환경이다. 

2000년  반 이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명확한 개념이 

잡힌 용어가 아니었다. 그러나 약 10여년이 지난 지 은 

웹 3.0의 개념을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환경인 시맨

틱(Semantic) 웹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7] 시맨틱 웹이라

는 용어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창시자  

버 스 리(Tim Berners-Lee)가 제시한 용어로써  버

스 리는 그림 3과 같은 시맨틱 웹 구조의 로토타입 모

델을 제시하 다. 시맨틱 웹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

보를 의미망으로 연결한다. 기존의 웹 구조에서 다른 페

이지를 링크할 때, 의미가 없는 단순 연결을 했다면, 시

맨틱 웹에서는 정보와 정보 사이를 의미 있게 연결해

다. 이 게 정보와 정보 사이의 의미를 갖고 모델을 체계

화 하는 것을 온톨로지(Ontology)라 한다. 이런 온톨로지

를 기술하는 언어 에 표 인 것이 바로 OWL (Web 

Ontology Language)이다. OWL은 시맨틱 웹 기술의 계층

을 이루는 언어  가장 최상 에 치한다. 상 에 치

한 언어는 그 아래에 있는 언어들(RDF, XML, URI)의 개

념을 포함을 한다. 다시 말해, 하 에 있는 언어들의 형

식 등을 호환하고 그들의 문법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시

맨틱 웹은 URI라는 웹 상의 기본 자원을 바탕으로 XML 

문서를 만든다. XML문서의 계를 서술하기 해 RDF, 

RDFschema를 이용하고 표 이 더 필요하다면 OWL에만 

있는 계식을 이용한다.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터의 요청과 송은 SPARQL로 이루어진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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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XML과 HTML의 태그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tag format of XML and 

HTML

<HTML>

<h2>Hamlet</h2>

<i>by<b>Shakespeare</b></i><br>1601<br>

<XML>

<book>

<title>

  Hamlet

</title>

<author>Shakespeare</author>

<year>1601</year>

</book>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는 인터넷에 있는 자원

을 나타내는 식별자이다. URI의 가장 공통 인 형식은 웹 

페이지 주소로써 모든 자원 근 메커니즘, 자원 소속 컴

퓨터, 자원 명칭 등을 이 형식으로 표 한다. 웹 페이지 

내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향 등에 식별자를 부여하

여 자원에 근하기 해 사용되는 차를 포함하며, 자

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컴퓨터, 컴퓨터 내의 특정 자원의 

이름인 일명까지 포함하는 것이 URI의 특징이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시맨틱 웹 구성을 

해 기존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제안된 언어이다. XML과 HTML 모두 태

그(tag)를 사용한다는 에서 비슷하지만, XML에서는 태

그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표 한다. 표 1과 같이 책의 

자와 연도에 한 정보를 장하는 간단한 태그를 넣

는 시를 들어보면, HTML에서의 태그인 <h2>, <b>, 

<i>, <br> 등은 씨체와 바꿈 등의 사용자에게 텍스트

를 보여주기 한 방법에 한 것일 뿐이다. 인간은 디스

이를 통해 “Hamlet-Shakespeare-1601” 이라는 정보에 

해 Hamlet의 자는 Shakespeare이고 출 년도는 1601

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 사이의 계

를 악할 수 없다. 반면 XML 형식에서는 Shakespeare는 

<author>, 1601은 <year>라는 태그로 정의되어 인간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세 단어 사이의 계를 악할 수 있다. 

XMLs(XML Schema)는 XML문서에 쓰이는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할 때 사용된다. 를 들어, 숫자 형식의 데

이터를  integer, short, byte 등 장 형식의 유형를 지정해

다. 이는 문서 규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다.

 

(그림 4) RDF 형식의 시

(Figure 4) Example of RDF format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인간 언어에서

의 주어, 목 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

한 인간 언어의 형태를 갖는 RDF의 언어 형식이 웹 3.0

이 웹 2.0과 구분을 짓는 결정 인 요소이다. 하이퍼텍스

트를 통해 단순히 정보를 이어주는 데 불과했던 웹 2.0과

는 달리 웹 3.0에서는 정보와 정보의 계를 이어주고 의

미를 부여해 다. 인간의 언어 형식을 빌려 인간의 논리

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장하기 해서 의미 으로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기계가 정보를 능동 으로 처리하

기 용이한 웹 형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림 4는 

‘Shakespeare is the author of the book’ 라는 간단한 문장

의 RDF의 형식의 를 보여 다. 그림 4에서 주어, 목

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문장 형식의 트리  구조(주어-목

어-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다. RDF에서는 트리  구조

의 형식을 통해서 객체(자원)와 값(자원, 문자) 사이의 속

성을 악한다. OWL에서 RDF는 일반 으로 XML양식

으로 표 이 되는데, 이러한 트리  구조가 반복되면 그

래  구조의 형태를 갖게 된다. 

RDFs (RDF Schema)는 RDF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해 사용된다. 의 에서 Shakespere를 사람에 따라 ‘셰

익스피어’, ‘셰잌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등으로 각

각 다르게 작성할 수가 있다. 심지어 철자를 틀려  

Wiliam shakespere 등으로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RDF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표 이 달라진다면, 웹 3.0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된 단어로 정의 해주는 것이 바로 

RDFs의 역할이다. 이 게 정의된 단어를 클래스(Class)라

고 한다. 

SPARQL(SPARQL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

은 재귀 인 약어로써, OWL 온톨로지에서 RDF 데이터

를 서버에 질의(Query)하고 받아올 때 쓰는 언어이다. 

RDF 데이터는 앞서 언 했듯이 그래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SPARQL이 RDF를 검색할 때에도 그래  구조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RDF 문서를 만들 때 재난이라는 

정보를 그래 에 넣어뒀다면, 재난상황에 련된 정보만

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듯 웹 3.0은 자원과 자원 사이에 각종 의미를 담

을 수 있는 구조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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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웹 3.0 정보서비스는 입력된 상에 맞는 정보를 제

공하는 증강 실 분야에 최 화된 기술로써 웹 3.0 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 용이 기 되고 있다. 

증강 실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나 상을 입력하여도 사

람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웹 1.0

이나 웹 2.0 기반의 환경에서는 사용자마다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하지만 웹 3.0

의 주요 기술인 시맨틱 웹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

를 의미론 으로 장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강 실 분야 용에 합하다. 

3. 재난 상황에서 웹 3.0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 구  방안

증강 실 기술에서의 정보검색이 웹 3.0 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해 진다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재난 응 장이다. 를 들어, 

화학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장에서 증강 실 

장비를 착용한 장 응 요원이 공장 내부 구조에 한 

정보를 디스 이를 통해 확인하면서 밸 의 치와 밸

 작동 방법 등에 한 정보를 얻어 응 작 을 수행할 

수 있다. 한 공장 내 화학물질 장 탱크에 한 특징

을 서버에 보내 장된 화학 물질을 악 후 검색하게 

되면 그 화학물질에 해 재난 응시 필요한 정보(유해

성, 도, 폭발 여부 등)를 빠르고 정확하게 장 응 요

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에 한 지

식이 부족하거나 장 구조물에 한 정보가 부족한 

장 응 요원도 필요한 정보만을 증강 실을 통해 제공받

음으로써 기에 응하여 빠른 진압 작 을 수행할 수 

있다. 

증강 실 기술을 이용한 재난 응 상황에서 웹 3.0 정

보서비스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시맨틱 웹 시

스템의 구축이 요하다. 특히, OWL 온톨로지의 설계는 

시맨틱 웹 구 이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  하나이다. 

OWL 온톨로지는 웹 3.0을 구성하는 언어의 가장 최상

에 치하여 그 이하 계층을 이루는 언어들의 형식들에 

한 의미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10] 한 시맨틱 웹

은 기존의 웹 2.0에서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넘

어서 정보를 장, 처리, 검색, 불러오기 기능에 해서 

최 화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5단계에 걸친 재난

응 분야 OWL 온톨로지를 구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증강 실기술 용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 으로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련하여 험물질에 한 역을 

시로 OWL 온톨로지를 구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단계 1) 온톨로지 역 결정 

   OWL 온톨로지를 설계할 때, 모든 클래스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서 서술한 로 클래스 

각각에 해 계와 속성을 서술해야 하는데, 모든 클래

스를 상으로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느 분야에 해서 온톨로지 언어가 

필요한지 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역을 먼  결정해

야 한다. 역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어디에 사용할 지에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본 논

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련한 험물질이 

결정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 2) 기존 온톨로지 재사용 

  다루고자 하는 역이 명확해졌다면, 다음은 기존의 

온톨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 역

을 다룰 수 있는 온톨로지가 이미 존재한다면 다시 구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DAML ontology library [11],  

Ontolingua ontology library [12]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각

종 OWL 온톨로지들에 한 클래스들을 제공한다. 시맨

틱 웹에서는 다른 곳에서 서술한 클래스라도 URI에 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그 URI를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하

다. 그러므로 필요한 온톨로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

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 존재하지 않다면 온톨로지를 처

음부터 작성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과 련된 기존 온

톨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단계 3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련된 온톨로지의 요 용어를 정

의하도록 한다.  

단계 3) 온톨로지 요 용어 열거 

온톨로지의 역이 작성이 되었다면,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용어를 열거해야 한다. 온톨로지 요 용어의 열

거 후, 클래스와 속성에 한 정의가 가능하다. 를 들

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과거 실제 사건

을 바탕으로 불산(2012년 구미), 염산(2013년 상주), 톨루

엔(2005년 여수) 등과 같은 요 험물질들을 열거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험물질들이 어떤 상태로 장되고 

각각의 험물질들의 발화 , 유독성, 색, 도 등에 한 

특성에 해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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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해화학물질 련 클래스와 속성 정의

(Figure 5) Classes and properties definition of toxic 

chemicals 

단계 4) 클래스 계층 정의 

  단계 3에서 열거 된 용어들 에 클래스 용어를 정의

한다. 나머지는 열거 된 용어들  클래스로 정의되지 못

한 용어들은 속성이나 클래스의 하  개념인 인스턴스가 

된다. 기 이 될 물질을 설정하고 클래스 계층을 정의함

으로써 RDF 트리  구조 설정이 가능하다.  

단계 5) 클래스 속성 정의 

용어들 에 클래스로 지정하지 않은 용어들은 속

성 혹은 인스턴스로 정의가 된다. RDF 트리  구조에

서 목 어에 해당하는 것이 속성이 되고 서술어에 해

당하는 것이 인스턴스가 된다.

그림 5는 에서 설명한 OWL 온톨로지의 구성 단계

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련 클래스를 정의한 것이다. 

시로 불산(Hydrofluoric acid)과 염산(Hydrochloric acid)은 

유해화학물질(Toxic chemicals)을 이루는 클래스로 정의

가 되고 유해성, 끓는 , 색 등의 특성은 속성이 되어 각

각의 특성에 해 그래  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시 

맨틱 웹 기반의 OWL 온톨로지의 구성은 유해화학물질

에 한 련 정보를 클래스와 속성으로 정의를 하여 

장을 하게 된다. 표 2는 그림 5를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 

련 정보를 웹 3.0 기반으로 코드를 표 한 것이다. 

rdfs:Class는 클래스를 선언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문단의 Hydrofluoricacid(염산) 클래스를 rdf:Class를 통해 

http://example.org/Hydrofluoricacid라고 선언한다. rdf:Class

를 쓸 때, 클래스와 클래스와의 계도 설정해  수 있는

데 그  하나가 세 번째 문단에 있는 rdf:subClassOf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 rdf:subClassOf로 쓰여진 코드는 

Hydrochloricacid(염산) 클래스가 ToxicChemicals(유해화

학) 클래스의 하  클래스임을 나타낸다. rdf:Description

은 클래스 내부의 인스턴스나 속성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할 때 사용되는데, 를 들어  다섯 번째와 여섯 번

째 문단의 rdf:Description을 사용하여 클래스와 련된 속

성과 인스턴스를 정의하고 있다.

(표 2) 유해화학물질 정보 기반 웹 3.0 코드

(Table 2) Web 3.0 Document based on information 

of toxic chemicals

<?xml version="1.0" encoding="utf-8"?>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rdfs="http://www.w3.org/2000/01/rdf-schema#"

xmlns:example="http://example.org/">

<rdfs:Class 

rdf:about="http://example.org/ToxicChemicals"/>

<rdfs:Class 

rdf:about="http://example.org/Hydrofluoricacid">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example.org/ToxicChemicals"/>

</rdfs:Class>

<rdfs:Class 

rdf:about="http://example.org/Hydrochloricacid">

 <rdfs:subClassOf 

rdf:resource="http://example.org/ToxicChemicals"/>

</rdfs:Class>

<rdf:Description 

rdf:about="http://example.org/Hydrofluoricacid">

  

<example:maleficence>3PPM,Ceiling</example:maleficence>

  <example:boilingpoint>19.5</example:boilingpoint>

  <example:color>transparent</example:color>

</rdf:Description>

<rdf:Description 

rdf:about="http://example.org/Hydrochloricacid">

  

<example:maleficence>5PPM,Ceiling</example:maleficence>

  <example:boilingpoint>110</example:boilingpoint>

  <example:color>primrose</example:color>

</rdf: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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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재난 응 상황에서 증강 실 기술의 활용

(Figure 6) Practical utilization of AR technology in 

disaster response

그림 6과 같이 재난 장에서 장 응 요원들이 증강

실의 모바일 비주얼 검색 과정을 통해 특징  정보를 

서버에 보내면 유해화학물질의 련 정보를 시맨틱 웹을 

통해 재 재난 장에 맞게 찾아 장 응 요원들에게 

보내 다. 한 재난 발생시 구성되는 재난안 책본부

(Multi-agency Coordination Systems, MCS)나 장에서의 

통합지원본부(Incident Command System, ICS) 등 재난

응 련 유 기  소속 담당 들이 이  재난 응에서의 

문제   고려사항, 응 매뉴얼 등과 같은 장 응시 

요 정보들을 장 응 요원들에게 직  보낼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장 응 요원들의 증강 실 장비에 부

착된 카메라를 통해 재난안 책본부나 통합지원본부

에 장상황을 보냄으로써 상황 단회의, 주민 피  

지원결정 등 유 기 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에 도움을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 응 상황에서 웹 3.0 정보서비

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 구  방안을 제시하 다. 

시맨틱 웹 기반의 온톨로지를 구성하여 련 정보를 

장한 후, 증강 실의 모바일 비주얼 검색 기술을 통

해 원하는 정보를 악하게 되면 웹 3.0을 활용하여 상

황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증강 실 장비를 활용하여 재난 응 작  수행시 

상황정보 제공을 통해 유 기 의 신속한 결정을 도와 

재난 응 기 극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웹 3.0 서비스를 활용한 증강 실 기술은 실제 재난

장에서 재난 응기 의 업역량과 기 응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난 응 역

량 식별과 빠른 재난 응을 통해 인명  재산 피해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효과성 높은 재난 응 

교육훈련 로그램, 문분야별 기능성 게임 로그램 

개발 등 그 활용분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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