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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센서 어 이는 많은 채 의 센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많다. 

따라서 다변량(多變量)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데, 크게 통계  방법과 신경망 방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분석에 필요한 환경 조건에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한다. 센서 어레이의 

신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태 천이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된 가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센서 어 이 신호 데이터를 패턴 모양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천이 모델로 변환하여 가스 종류 식별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

하는데 을 두고, 모델링 요소인 ‘상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 링 하 을 때의 신호값으로,’천

이 계는 각 천이 벡터의 각으로 각각 정의하여 각도변이 기반 상태천이 모델링을 고안하 다.

1. 서론

   센서는 일반 으로 “측정 상물로부터 정보를 검지 

는 측정하여 그 측정량을 인식 가능한 유용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외계의 정보를 감지하여 신호처리하기 

쉬운 기나 빛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지닌 장치” 등

으로 정의된다[1]. 보통 그 자체가 독립 으로 기능을 수

행하기보다는 다수의 신호처리장치나 작동장치의 일부로 

포함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장치의 일

부로써 장치가 목 으로 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한 입력

장치로의 역할을 하며, 센서에서 측정된 값은 장치의 분석 

부분에서 유용한 정보로 변환되어 장치의 이용자에게 

달된다. 신호를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단순한 데이터를 

임의의 패턴(pattern)으로 변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 신호 패턴의 인식 방법으로 상태 

천이 모델(State Transition Model)을 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스 신호 패턴 인식 방법들은 가스 신호 패턴의 

*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지방기술 신사업(RTI05-01-02)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

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하 고, 일부 신경망 모델의 경우에 

가스 모델에 한 학습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스 신호 패턴의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고, 학

습뿐만 아니라 인식에서도 상 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 

가능한 모델로 상태 천이 모델을 가스 신호 패턴 인식에 

용해 보았다. 상태 천이 모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링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채 의 

센서 어 이 신호들을 분석 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각 채 별로 독립 으로 변화되는 다 차원의 신호 값

들의 특징을 반 할 수 있는 상태 천이 모델링 방법을 설

계하고, 방법의 효율성과 특징에 해 실험해 본다.

2. 련연구

   상태 천이 모델은 시스템의 로세스나 어떠한 상의 

연역 계 등을 도형화하거나 시각화하는 모델링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 모델을 특정 패턴을 분석하는데 용

하기 해서 통계  기법을 용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

서는 센서 어 이에서 출력된 가스 신호값들을 각 채 별

로 2차원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었을 경우, 평면상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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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간에 따른 신호값의 변화 그래 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차원 상에 표 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사용된 상태 

천이 모델에는 Pseudo 2D 모델링, Substroke 모델링, 

Nebulous stroke 모델링과 같이 주로 문자 인식 모델링 

방법이 있다. 

<그림 1> Pseudo 2D model

   2차원 픽셀 맵(pixel map)에 표 된 문자를 흑(black)

과 백(white)으로 구분하여 상태 천이 모델을 만든다. <그

림 1>에서와 같이 y축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x축 방향으

로 상태가 바 는 각 경우를 모델링 한다[4].

<그림 2> substroke 획의 방향

<그림 3> Substroke model

   Substroke 모델은 일본어 간지를 모델링 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같은 획이 여러 문자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

을 이용하여 획의 방향과 길이, 펜을 들었을 때와 인식 

에 었을 때의 펜의 이동 방향 등 <그림 2>에서와 같이 

3요소로 모델링을 하 다. <그림 3>은 문자를 모델링 하

을 경우의 시 스 탐색 시를 보여 다[2].

   필기체 문자의 획을 여러 단 로 잘게 나 어, 각 부분 

획을 기 으로 모델링 한 것이 <그림 4>의 Nebulous 

stroke 모델이다[3].

<그림 4> Nebulous stroke model

   2차원으로 표 된 데이터를 상태 천이 모델로 표 하

기 해 이와 같은 상태 천이 모델링 방법들이 사용된다.

3. ADSTM 기법

   센서 어 이에서 출력된 신호 그래 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은 8개의 채 (센서)로 구성된 

센서 어 이로 상 가스를 6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데이터 특성을 살펴보면, 측정된 경우마다 8개의 채

은 각기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센서 어 이에서 출력된 신호

  

   각도 변이 기반 상태천이 모델링(ADSTM : Angle 

Difference based State Transition Model)은 <그림 5>의 

패턴에서 각도 변이 계를 상태 천이 계로 변환하여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의미 구간 추출, 추출 구간의 선형 

배치, 양자화, ADSTM 변환의 과정으로 모델링 방법을 

고안하 다. 

3.1 의미 구간 추출

<그림 6> 의미 구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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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의 패턴에서 측정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 부분으로 

측정 시작시 부터 값이 최고 에 이르는 사이 구간이다. 

이 구간은 센서가 가스에 반응하여 그 값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간이다. 의미 구간 추출 과정은 <그림 6>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 추출 구간의 선형 배치

   추출된 의미 구간을 일정한 채  순서로 선형 배치한

다. 선형으로 배치한 결과는 <그림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양자화

   양자화 과정으로 각 채 별로 번 샘 링하여 값을 추

출한다. <그림 7>과 같이 패턴의 양자화로 각 요소 사이

의 로세스 계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7> 추출 구간의 선형 배치  양자화

   센서 어 이의 채 의 수를 개라 할 경우, 총 양자화 

요소의 개수 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양자화 결과 모두 개의 요소가 생성된다. 양자화 된 

각 요소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2)

3.4 ADSTM 변환

   ADSTM을 구성하는 최소 요소는 상태(state)와 상태

들 사이의 천이(transition) 계이다. 각 측정값 사이의 

계를 천이 요소로 하여 모델을 만든다.  q i에서 q i+1로 

향하는 모든 벡터를 구하면 q 1q 2, q 2q 3, ⋯  , qm-1qm  

와 같이 ( m-1)개의 벡터를 얻을 수 있고, 이 벡터를 천

이 벡터로 정의한다. 한 본 논문에서 천이 벡터의 각은 

축과 천이 벡터 사이의 각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센

서 어 이 신호를 모델링함에 있어 천이 벡터의 방향을 

상태 천이 모델에서의 ‘상태'로 이용한다. 

<그림 8> 상태(state)의 구분

   벡터의 방향은 <그림 8>에서와 같이 좌표축의 원 을 

기 으로 했을 때, 1, 4 사분면 방향으로 구간 (-
π

2
,

π

2 )  

에 존재한다. 따라서 구간 (-
π

2
,

π

2 )을 개의 일정한 
크기의 구간으로 나 어 각 구간을 하나의 상태로 정의한

다. 상태의 각 범 를 s i라 하면 i번째 상태 s i는 식 (3)

과 같다.

             

π

n
×( i-1)≤s i<

π

n
×i           ( 0 < i≤ n

2
)   b

-
π

n
×( i-

n
2
)≤s i < -

π

n
×( i-

n
2
+1)       ( n

2
< i≤ n)  (3)  

   0< i≤
n
2
의 범 는 천이 벡터의 기울기가 양수임을, 

n
2
< i≤ n  의 범 는 천이 벡터의 기울기가 음수임을 나

타낸다. <표 1>은 천이 벡터의 각을 상태 순서 로 표

한 것이다.

i 상태의 기울기 범위

1 0 ≤ S 1 < 
π

n

2
π

n
 ≤ S 2 < 

2π

n

⋮ ⋮

n
2

π

2
-

π

n
 ≤ S n

2

 < 
π

2

n
2

+1 -
π

n
 ≤ S n

2
+1

 < 0

n
2

+2 - 2π

n
 ≤ S n

2
+2

 < -
π

n
 

⋮ ⋮

n -
π

2
 ≤ S n < -

π

2
+

π

n

<표 1> 상태 기울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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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벡터의 각을 천이 계로 나타냈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센서의 측정값인 좌표 평면 내에서 천이 벡터의 

값을 1로 정규화 하면 값만으로 아크탄젠트 함수를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값을 차례로 나열했을 때, 각

각의 천이 벡터 각 d i는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d i  = arctan (q i-q i-1)       (1≤ i ≤ m-1)  (4)

   이 게 계산된 천이 벡터의 각의 순차열을 이용하여 가

스 신호 패턴 인식을 한 상태 천이 모델이 만들어 진다.  

구간 (-
π

2
,

π

2 )를 개의 상태(state)로 나 었을 때, 

각 상태마다 각의 범 는 <표 1>과 같이 나 어지고 천

이 벡터의 각이 속하는 범 가 순차열에 표시된다. 생성된 

순차열은 ×의 상태 천이 행렬을 만들어 상태로 변환

될 수 있다. 상태 , 가 1≤i≤n , 1≤j≤n  일 경우, 상태 

에서 상태 로 천이가 발생하여 a ij  상태 천이 행렬이 

생성되며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각 상태 간에 

천이 계가 존재할 경우, 계가 있다는 표시로 ‘1’의 값

을 삽입하여 최종 ADSTM 모델을 완성한다.

      j

 i 
s 1 s 2 s 3 ⋯ s n

s 1 a 11 a 12 a 13 ⋯ a 1n

s 2 a 21 a 22 a 23 ⋯ a 2n

s 3 a 31 a 32 a 33 ⋯ a 3n

⋮ ⋮ ⋮ ⋮ ⋮ ⋮

s n a n1 a n2 a n3 ⋯ a nn

<표 2> 상태천이 행렬

   센서 어 이에서 새로운 가스가 측정되어 생성된 상태 

천이 행렬을 , 모델 장소에 보 된 비교 상 모델의 

상태 천이 행렬을 이라 하자. 각각 1의 값을 가지는 요

소의 개수를 n(O ) , n(M)  이라 할 때, 두 행렬의 유사

도(類似道)인 similarity는 식(5)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similarity  = 
n(O∩M)
n(O∪M)

             (5)

   여기에서 교집합(∩)은 두 상태 천이 행렬에서 같은 

치의 행과 열에 동일하게 1의 값을 갖는 요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합집합(∪)은 두 행렬에서 같은 치에 어느 

한 쪽이라도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를 의미한다. 

이 유사도는 상  일치도 측정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사용한 ADSTM 기법에 해 여덟 가지 

가스를 6회 반복 측정한 결과를 데이터를 검증에 사용하

다. 6회의 측정 결과 에서 무작 로 4회의 측정 결과

를 선택하여 ADSTM 모델링 한 후에 임계값을 결정하고, 

남은 2차례 측정 결과로 검증하는 과정을 무작  반복하

다. 

   모델링 변인 에서 인 으로 조  가능한 상태의 

개수()과 샘 링 횟수()의 값을 조 하여 실험한 결과 

은 20, 60, 100의 변인  20의 경우에, 는 7, 13, 25의 

변인 에서 7의 경우에 최 화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9>는 n과 k의 값을 결정한 후, 임계값을 이용한 

가스 패턴 인식 실험 결과이다.

   실험을 통해 설계한 모델링 방법이 가스 패턴을 구분

하는데 있어 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식 결과 가스 구분에 효과 으로 작동하 다. 가스 센서 

인식 분야에서 기존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상태 천이 

모델을 용하여 인식 가능한 모델을 보일 수 있었던 것

이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림 9> 임계값을 이용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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