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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센서의 개발과 센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특정 공간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보다 유용한 정보

및 지식의 발견을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이 활용되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마이닝기법의효율성증대를위하여센서네트워크로부터의데이터스트림의전처리과정(Preprocessing)을수행

하고자한다. 제안하는센서스트림데이터의전처리과정은 i) 세션확인(Session identification)과 ii) 오류검증(Error de-
tection) 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특히, 이를 위해 각센서 장비로부터 수집되는데이터의 의미(Semantics)를 표현하고

있는 온톨로지(Ontology)를 적용한다. 본 연구 결과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 테스팅 환경을 교내에 설치하

였으며 30여일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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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

나” 사용자들의 상황(Context)를 정확하게 인식함

으로써그들에게시기적절한정보및서비스를제공

할 수 있는 지능형 기술 및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80년대 후반에 Mark Weiser에 의해 소개된

이후,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오고있으며우

리 사회와 삶에 많은 변화를 있다(Weiser et al.,

1999). 이와 같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들 중에

하나로서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센서 장비들이

개발되었다(Culler et al., 2004). 이것은 주어진 특

정 공간으로부터다양한 환경 정보를수집할 수 있

음을 의미하여, 다시 말해, 해당 센서 공간 내의 사

용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정보의 제공 및 추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제시한다(Jung, 2009). 특히, 이

를 통해특정 센서 환경이 사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도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각센서공간들

간의 의미적 이형질성(Semantic heterogeneity)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톨로지(Ontology)를 활용

한다.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크은 일반적으로

센서 노드들 간의 무선 통신이 가능한 특수한 형태

의 센서 네트워크에 온톨로지를 적용하여 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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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형질적 센서 공간의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마이닝 프로세스

트워크들 간의 의미적 이질성을 해결한 개방형 네

크워크환경을말하며, 주로 환경 모니터링및제어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controlling)를 위

해 사용되어왔다. 특히,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

크는 교통 상황 정보, 지리 정보, RFID 정보 등을

수집 및 공유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인터넷이나 웹

(WWW) 기반 시스템들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최근까지 이와 같은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

크연구들은다음과같이크게두가지로정리된다.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의융합및통합(Estrin et al., 2002; Lim et al., 2005;

Jabeur et al., 2009)

삶의질향상을위한센서데이터의활용한지능형

서비스제공(Eagle and Pentland, 2006; Sheth,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이질적인(Hetero-

geneous) 센서 네트워크 환경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보 융합 컴퓨팅(Information fusion com-

puting)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센서

네트워크의 각 센서 노드(Node)들을 통해 수집되

는 센서 신호(Sensor signal)는 온톨로지를 통해 정

확한의미를추론할수있으며, 사용자들에게보다효과

적인상황인식기반의서비스(Context-aware service)

를제공할수있게된다. 제안하는플랫폼에서의지능

형 서비스 제공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첫 번째 단계는센서 공간들간의 정보 공유이

다. 센서 노드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해

당 센서 공간의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해

서로 공유된다. <그림 1>과 같이 센서 공간

S1은 특정 사용자 Uk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보 융합 플랫폼을 통해 S2와

S3들이 저장하고 있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추

가 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다.

2) 두 번째 단계는 플랫폼 내에서의 지능형 서비

스제공을위한적절한데이터마이닝(Data mi-

ning) 알고리즘을 적용을 통한 유용한 패턴의

발견이다. 예를 들어, 지질 정보, 교통량(Tra-

ffic) 정보, 날씨정보의결합을통한세가지센

서웹환경의정보융합이 될수있을것이며,

충분한 데이터의 수집이 있다면 교통량(Tra-

ffic) 정보와 날씨 정보 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추론해 내기 위한통계학적 데이터 마이닝방

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질적인 센서 공간들로부터

동시에 수집되는 스트리밍 데이터에 일반적인 데

이터 마이닝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크 환경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처

리과정(Pre-process)이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로

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어노테이션(Ann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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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OUPA 온톨로지(Chen et al., 2004)

tion)을통해일반적인시계열센서데이터스트

림(Time-series sensor stream)의 구체적인의

미(Semantics)을 부여함으로써센서공간들의

비교 분석 및 유사도(Similarity) 측정이 가능

하도록 한다.

2) 수집되는 센서 스트림이 분할(Segmentation)

되어야 하며 분할된 센서 시퀀스(Sensor se-

quence)는 연관 관계(Association)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온

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센서 스트

림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위한 온톨로지를 이용

한 센서 스트림의 분할 기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안하는 분할 기법을 구현하고 평

가하기 위한 실험 환경 및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

고, 기존의 방법론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

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센서 공간에서 수집

되는 센서 스트림의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배경 지식으로 i)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

크와 ii) 스트림 데이터 마이닝 기술들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기존 연구들을 소

개하고자 한다.

2.1 온톨로지와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온톨로지는 컴퓨터가 처리 가능하도

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지식 재활용이 가능한 메

타 모델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온톨로지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1)

여기서 C, R, I는 각각개념(Concept), 관계(Rela-

tion)와 인스턴스(Instance)의 집합들이며, ≺  × ,



정재은

70  지능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2009년 9월

<그림 3> SUMO의 확장을 통한 Context 온톨로지의 시각화

≺  × 은각각개념과개념간의관계집합과관계

와 관계간의 관계 집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측면에서 센서 공간에적용을위한온

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온톨로지 개

발방법론이이용될수있다. 즉, 센서로부터수집되

는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Vocabu-

lary)을 추출하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

써 센서 온톨로지를 설계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

어, UMBC에서는 <그림 2>와 같이 SOUPA 온톨

로지를 개발 하였다.

본연구에서는, TOVE 온톨로지개발방법론(Fox,

1992)을 기반으로 하며 24가지 중요한 사례를 계층

적으로 조직하였으며, Eid et al.(2007)에서와 같이,

SUMO1)와 같은 상위 개념 온톨로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ContextOnto2) 온톨로지를 구현

1) Suggested Upper Merged Ontology(SUMO), http://www. 
ontologyportal.org/.

하였다. 특히, 온톨로지는각센서노드의특성에맞

게 Owl：Individual 형식으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환경(Environment)에 관련된 개념과 관계가 정의

되었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온톨로지

의 일부를 Pretege의 Jambalaya Plug-in(Storey et

al., 2001)을 통해 가시화한 것이다.

특히, 이와같이구축된온톨로지는 owl:import를

이용하여기존에개발되어있는다양한유비쿼터스

온톨로지를 재사용하여 확장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센서 데이터의 시맨틱 어노테이션를 수행함으로서

우리는 RDF 스트림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온톨로지 기반 센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연구 사례로서 국내외 개방형 센서 네트워

크에대한관련연구 현황을살펴보면아래와 같다.

2) ContextOnto 온톨로지, http://intelligent.pe.kr/SemSensorWeb/ 
ContextOnto.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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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C)：이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융합을위해서몇가지연구프로젝트들이수행

되고 있다. 최근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의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에서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지리정보를 통합하여 일

반웹브라우저를통해검색할수있는시스템의

개발을진행중에있다. 이를 위해 OGC에서는

지리정보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2) SensorWare Systems：NASA 센서 웹 프로

젝트의 일부분으로서 농업분야의 실시간 센

서데이터처리에많은연구를진행하고있다.

3) SenseWeb：마이크로소프트에서수행중인프

로젝트로서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Sensor-

Map이라는지도서비스에메쉬업형태로적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4) GeoSensor Web：캐나다 Calgary 대학에서

수행중인 GeoSensor Web 프로젝트는 GIS 시

스템에센서웹기술을접목한것이다. 이시스

템 역시 농업 및 환경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5) 52North：공간데이터(Spatial data)의 통합을

위한상호운용가능한웹서비스개발을위한

컨소시움이다.

6) Semantic Sensor Web：미국의Wright State

University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센서

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Semantic 메타데이

터를 어노테이션함으로서 공유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2 스트리밍 데이터 마이닝

스트리밍 데이터 마이닝(Streaming data min-

ing)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되어 수

집되는 데이터로부터 동향 분석(Trend analysis)

이나 주기성 분석(Periodical pattern analysis)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 및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기법이다. 다시 말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

성 및 목적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마이닝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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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tamp

RFID
Reader

Temperature
(oC)

Lights
(On/Off)

Air Conditioner
(Switch)

Project Screen
(Pull-down)

T0

T1

T2

T3

T4

T5

T6

T7

T8

U1

U1

U1, U2

U1, U2, U3

U1, U2, U3

U2, U3

U2

U2

U1, U2

27
28
30
28
27
25
25
26
26

Off
On
Off
Off
On
On
On
On
Off

Off
On
On
Off
On
On
On
Off
Off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False
False
True

<표 1>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센서 스트림 데이터 수집

즘도 달라지게 된다.

본연구에서는센서스트림데이터로부터빈발순

차패턴(Frequent sequential pattern)의 발견(Agra-

wal and Srikant, 1995)에 초점을맞추고자한다. 빈

발 순차 패턴은 특정 데이터들의 순서를 고려하면

서 자주 발생되는 패턴을 일컫는다. 지금까지는 주

로 사용자의 웹로그(Web log) 데이터 분석을통한

개인화서비스나 정보 검색기능 향상에 초점을맞

추었다. 이와 같은문제의경우, 정확성을향상시키

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은스트림 데이터의잡음

데이터제거및세션화(Sessionization 또는 Session

idenitification)와같은전처리단계라할수있다. 예

를 들어, <표 1>에서와 같이 특정 주기로 샘플링

(Sampling)하는 5가지 종류의 센서로부터 수집되

는 데이터 스트림을 보인다.

3. 온톨로지 기반의 센서 스트림 데이터

전처리

센서 노드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가 내포하는 의미를 기술

(어노테이션)한다. 이것은 센서 스트림 데이터에

명시적인 메타데이터(Explicit metadata)를 추가하

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점은 센서 스트림 데이

터가 온톨로지를 통해 어노테이션됨으로써 RDF

메타데이터 스트림(Metadata stream)으로 변환된

다는 것이다. 특히, 메타데이터로의 변환은 다수의

센서 공간으로부터 수집되는 센서 정보를 융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스트림은 특정 시간 간격(Time slot)

내에서의 의미 유사도(Semantic similarity, SS)를

계산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 유사도의분포

를 조사하게 된다.

3.1 시맨틱 어노테이션(Semantic annotation)

센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 노드들은 공간

내에서 감지되는 모든 센서 스트림의 의미를 온톨

로지내의개념들의집합을이용해 기술한다. 각샘

플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온톨로지로부터

명시적인 메타데이터를 추출함으로서 인스턴스화

(Instantiation) 과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RFID 리

더의 경우는, 사용자 및 객체들의 고유한 ID값을

어노테이션에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표 1>에

서와 같이, t1 이벤트에서는 어노테이션을 위해 다

음과 같은 RDF 형식의 메타데이터가 생성 된다.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분한 메타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센서 공간의 정

보와의 융합을 위해 게이트웨이 센서 노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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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버에 집중된다.

3.2 센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일반적으로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센서들로부

터 감지된 정보를융합하고 활용할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특히,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되

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들은 미들웨어(Middleware)

를 통해 중앙 저장소(Repository)에 저장(Aggre-

gation)되며, 다른 센서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

스트림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센서

데이터들 간의 인과 관계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와 함께, 유선 온라인상의 외부 데이터 소스

(External data source)들과의 연동이 가능하여 센

서 스트림 데이터를 보안할 수도 있다. 센서 스트

림 데이터의 융합은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의

RDF 통합(Merg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센서 공간에서 동일한 온톨로지를 사

용하므로(다시 말해, 동일한 네임스페이스(Name-

space)를 가지므로), 별도의 온톨로지 매핑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융합된센서스트림 데이터의연관관

계 발견을 위해서는 스트림 데이터 저장소(Stream

repository)에서는센서스트림데이터의전처리(Pre-

processing) 과정이 필요하다.

•동기화(Synchronization) 처리：각 센서 공간

의 센서노드마다상황 정보수집을위한샘플

링 주기가 다르므로 스트림 데이터의 Time-

stamp를 참조하여 동기화 한다.

•결측치(Missing data) 처리：발생된 결측치는

전후 데이터의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처리한다.

•세션화(Session identification)：스트림 데이

터로부터 유용한 순차(Sequential) 패턴의 발

견을위해서는센서공간상의특정상황(Con-

textual situation)별로 스트림 데이터가 구분

되어야 한다.

3.3 의미 유사도 분포를 이용한 세션화

다양한 센서 스트림의 융합을 통해 데이터는 충

분해졌으나,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빈발 순차 패턴의 발견을 위해서는 스트림

데이터의 세션화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세션화

기법(휴리스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Time-oriented 휴리스틱：미리 지정된 단위

시간(TS)을 기준으로 세션화하는 방법

•Frequency-oriented 휴리스틱：수집되어지는

스트림 데이터의 변화량 추세에 따라 단위 시

간의 값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방법

하지만, 이와같은단순한기법들은센서공간내의

상황정보를적절하게고려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본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이용한 의미 유사도의 분포(SS distri-

bution) 정보를적용하는세션화기법을제안한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W)를 사용하는데, 윈도우의 크기는 |W| = w로 표

기한다. 두 시점(ti, tj)에서의 RDF 센서 데이터를각

각 ri, rj라고하며, 두 데이터간의의미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δ는 두 RDF 센서 데이터 간의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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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3)이다. 슬라이딩 윈도우 내의 RDF 센서

데이터들의모든가능한조합간의의미유사도(SS)

들 계산하면식 (2)는 다음과같이의미유사도행렬

(SS matrix, SSM) ∆W로 확장된다.

∆  




 ∆ … ∆∆  … ∆

… … … …∆ ∆ … 






(3)

이 행렬의 특징은 대각요소들이 0인 대칭 행렬

(즉, ∆ij = ∆ji)이라는 것이다. 일단 의미유사도 행

렬이 구해지면, 다음과 같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추

가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의미 유사도 평균(SS mean)는 슬라이딩 윈도

우 내의 RDF 센서 스트림의 의미적 유사도의

산술적 평균값을 나타낸다.

   

   
       

   
(4)

•의미 유사도 표준 편차(SS Standard Devi-

ation)는슬라이딩윈도우내의RDF센서스트림의

의미적유사도의산술적표준편차값을나타낸다.

  


  

   
       

   ∆
(5)

이와 같은 값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동(Shifting) 되고, 의미 유사도 평균과

의미유사도표준편차를이용한분포(Distribution)

를관찰할수있으며세션화를위한휴리스틱의설정

3) 자세한 내용은 Jung (2007) 참조.

에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휴리스틱을 설정하고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션화 실험을 실시하였다(자세한 실험

결과는 제 4장에서 소개된다).

H 1-1：의미 유사도 평균이 기준값() 이하 일

때, RDF 센서 스트림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

험적으로 을 0.4로 설정한다.

H 1-2：의미 유사도 표준 편차가 기준값() 이

상 일 때, RDF 센서 스트림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실험적으로 을 0.4로 설정한다.

H 2-1：의미 유사도 평균이 상승에서 하강으로

변할 때, RDF 센서 스트림은 새로운 세

션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H 2-2：의미 유사도 표준 편차가 하강에서 상

승으로 변할 때, RDF 센서 스트림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표 1>에서의 센서 스트림

데이터는슬라이딩윈도우의크기가 3으로설정되었

다면, <표 2>와같은의미유사도행렬을구할수있

다. 이정보를기반으로, 의미유사도평균과표준편

차의시간에따른분포를구해보면 <그림 4>와같다.

설정된 세션화 휴리스틱에 의해 세션화가 이루

어져야 할 시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휴

리스틱에 의해다음과 같이 3개의 세션화가일어날

시점을 발견할 수 있다.

•H1-1에 의해 (t1, t2)사이

•H1-2에 의해 (t6, t7)사이

•H2-1에 의해 (t1, t2)와 (t6, t7)사이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트림 마이닝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전처리 기법

지능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2009년 9월  75

t0 t1 t2 t3 t4 t5 T6 t7 t8

t0 0 0.8 0.3

t1 0.8 0 0.25 0.15

t2 0.3 0.25 0 0.78 0.26

t3 0.15 0.78 0 0.32 0.36

t4 0.26 0.32 0 0.87 0.92

t5 0.36 0.87 0 0.89 0.88

t6 0.92 0.89 0 0.95 0.24

t7 0.88 0.95 0 0.23

t8 0.24 0.23 0

<표 2> 의미 유사도 행렬

<그림 4> 의미 유사도 평균과 표준편차의 시간적
분포도

•H2-2에 의해 (t1, t2), (t3, t4)와 (t6, t7)사이

이와 같이 구성된 세션들을 이용하여 연관 관계

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센서

공간을 회의실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위한 공간이며 Project Screen이 내려오면 Light

가 꺼지는 상황이 일어난다.

•Project Screen Pull-Down(True)→Light(Off)

4. 실험 및 토론

실험을위해 4개의 센서 공간(3개의 강의실과 복

도)에 5가지 종류의 센서들을 설치하여 30여일

(2009년 3월 9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동안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

터 전처리 기법(MOnto)의 성능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방법들과함께발견되는패턴의타당성을사람

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Agrawal and Srikant (1995)의 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MGeneric：세션화 과정이 없다. 즉, 단순히 각각

의 스트림 데이터들이 항상 유일한 상황의 의

미로만 이루어져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MTime：Time-oriented 세션화 방법이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주어진 Time Slot만큼 자동으

로 세션화한다.

•MSampling：센서 스트림 데이터의 임의 추출법

(Random sampling)하는 방법이다. 대규모의

센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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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erenic MTime MSampling MOnto

패턴 개수 4 5 4 7

패턴
정확성

타당 1(25%) 3(60%) 2(50%) 5(71.4%)

부당 2(50%) 2(40%) 1(25%) 2(28.6%)

모름 1(25%) 0(0%) 1(25%) 0(0%)

<표 3> 제안하는 전처리 기법의 비교 평가(MOnto를 위한 윈도우의 크기는 5분으로 설정)

W(분) 세션 개수
발견된

패턴 개수
타당성

1

2

3

5

10

30

60

73,192,929,039

6,853,742,836

1,958,289,740

368,526,283

40,102,492

2,510,275

231,022

15

14

11

7

4

3

3

67.7%

68.5%

70.5%

71.4%

86.3%

90.5%

94%

<표 4>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의 변화에 따른 성능

평가

교하고자 한다.

<표 3>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처리

기법(MOnto)가 다른 세 가지 기법들과 비교하여 더

욱 다양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발견

된 패턴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각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하였으며, MOnto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다소

높은 타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센서 공간 내의 센서

개수의 증가 또는 다른 센서 공간들과의 융합에

따르는 확장성(Scalability) 문제이다. 대용량의 스

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샘플링 기법 MSampling가

비교적저조한성능을보인것은센서의종류가많지

않음으로써샘플링의효과를볼수없었으며, MTime

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센서의 설정이 요구된다.

슬라이딩윈도우크기(W)의 변화에따른성능평

가를 위하여 우리는 <표 4>와 같이 슬라이딩 윈도

우크기를바꿔가면서세션개수, 발견된 패턴의개

수 및 타당성을 측정해보았다. 윈도우 크기가 길어

짐에따라세션개수는 지수적으로 감소함을볼 수

있었으며 타당성은 비교적 향상됨을 알았다. 보다

중요하게 윈도우 크기가 길어짐에 따라, 센서 공간

내의 Long-term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혔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

양한 센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즉, 우리 주변

의다양한환경정보를손쉽게수집할수있음을예

상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전통적인데이터마이

닝기법이효과적으로센서네트워크로부터의데이

터 스트림에 적용되게 하기 위한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Preprocessing)을 제안하고 평

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센서 네트

워크 테스팅 환경을 교내에 설치하였으며 30여일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

행하였다.

Jung(2005)을 포함한 다양한 시맨틱 어노테이

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문서나 이미지와 같은 데

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센서 데이터

에 시맨틱 어노테이션을 시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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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트림 추론(Stream reasoning)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최근 Valle et al.(2008)과 같이 본

연구에서제안하는데이터전처리과정에서발

생할 수 있는 논리적 오류의 검출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Sheth et al.(2008)에서는 날씨 정보 시스템과

의 연동을 통해 실제 응용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데이터처리과정이실제시스

템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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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tology based Preprocessing Scheme for Mining Data

Streams from Sensor Networks

4)

Jason J. Jung

By a number of sensors and sensor networks, we can collect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a certain sensor space. To discover more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we want to employ data 
mining methodologies to sensor data stream from such sensor spaces.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data preprocessing scheme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data mining algorithms. Especially, 
ontologies are applied to represent meanings of the sensor data. For evaluating the proposed method, 
we have collected sensor streams for about 30 days, and simulated them to compare with other 
approaches.

Key Words : Ontology, Sensor networks, Knowledge discovery, Stream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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