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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computing 환경은 자원이 제한된 IoT의 디바이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가 등하는 환경을 극복하

기 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된 IoT 디바이스의 특성상 실시간성 데이터의 손

실, 지연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서 폭발 으로 데이터가 증가하는 

Edge computing 환경에 합한 임워크에 하여 서술한다.  

 

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는 통신, 사

업  기타 다양한 목 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Internet of Things(IoT)란 패러다임은 자원이 제한된 

장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1]. 이

러한 장비는 데스크톱과 달리 처리 기능, 원  

장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Edge computing은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하여 IoT의 Edge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처리하는 분산 컴퓨  기술이다. Edge 

computing의 진화에 따라 리소스가 제한된 디바이스

에서의 데이터의 처리가 요하다[2].

IoT 디바이스의 증가는 격한 양의 데이터의 양을 

래했고, IoT 환경은 실시간 데이터의 증가는 데이터

의 손실, 지연, Out of order에 기이한 데이터의 

Quality의 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는 폭발 으로 데이터가 증가하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실시간성 데이터의 처리를 한 

상황 인식 임워크를 서술한다. 

2.1 RDF

RDF는 웹상의 Resource의 정보를 표 하기 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규격이다. 주어, 

서술어, 목 어로 구성된 Triple 구조의 데이터 포맷으

로, 주어와 서술어는 Resource의 URI를 의미하며 목

어는 URI 는 Literal 값을 표 한다. RDF 모델은 

W3C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주로 그래  모델로 표

한다[3].

 

[그림 1] RDF Graph

RDF 그래 는 [그림 1]과 같이 표 되며 데이터 셋

을 통하여 Triple 구조를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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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riple 구조의 RDF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모델링이 가능하다.

2.2 상황인식

상황인식이란 1944년 Schilit와 Theimer가 최로 사

용한 개념으로, 재는 다양한 으로 개념의 정의

가 되었다. 컴퓨 의 에서 상황인식은 사용자의 

재 시간, 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각종 기

기들, 사용자의 행동반경  작업 이력 등과 같은 사

용자의 재 상황정보를 악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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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RDF Triple

모션 A detect motion

알람 A active alarm

기술을 의미한다[4]. 이러한 상황정보는 IoT 디바이스

의 수많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악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의 폭발하

는 데이터의 처리를 한 데이터의 모델링과 상황인식 

서비스를 목 시켜서 서로 다른 서비스가 상호 작용

을 할 수 있는 임 워크를 서술한다.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

Edge 디바이스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센서 디바이스 

데이터를 서로 상호 작용을 해 RDF 형식의 Triple 

데이터로 모델링을 한다.

<표 1> 센서에 따른 데이터 모델링

<표 1>과 같은 각기 다른 Edge 디바이스의 센서 

데이터의 모델링을 의미하며, 모델링 된 데이터를 상

 계층의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송하고, 상  계층

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Edge 단의 상황인식이 가능하

다.     

Edge computing 환경에서의 기존의 처리방식과 데

이터 모델링 이후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해봤을 때, 

모델링 기법을 용한 것이 성능이 개선됨이 확인 가

능하다.

[그림 3]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환경에서의 실시간

성 데이터 처리를 한 임워크를 서술했다. 이를 

통하여 폭발 으로 증가하는 Edge computing 환경에

서의 데이터 처리 개선  서로 다른 서비스간의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들어오는 데이터의 rule에 따

라 상황을 추론하는 추론엔진을 용하여, 다양한 시

나리오를 통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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