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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센서 스트림 데이터는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로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며,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이다. 이러한 스트림 데이터는 양이 방대하여 이를 저장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동시에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에는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캐시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최소화된 접근으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읽어 들여온 불

완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제하고 상위 단계로 전송한다. 

키워드: 스트림 데이터(Stream Data), 불완전 데이터(Incomplete data),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Data Stream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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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무선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가 실용화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

며,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스트림 데이터이다.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를 직접 저장하는 것보다는, 

스트림 데이터를 한 번 읽으면서 데이터에 대한 특성분석, 이상·특이 

패턴 분석, 분류·클러스터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또한 

임의의 질의가 아니라 일정 주기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연속질의를 

스트림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

USN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메타데이터의 검색과 처리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만을 캐시 테이블에 

구성하여 불필요한 검색과 처리를 방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최소화

된 접근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II. 관련 연구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데이

터 처리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각각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질의에 

대해 최적화 작업을 하며, 질의에 대한 결과는 사용자에게 보내지거나 

임시의 버퍼에 저장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과 상황 센서 스트림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

로 연구하였다.

2.1 메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

메인메모리에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은 대용량 

트랜잭션을 고속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요구에서 시작된 시스템이다. 

메인메모리에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의 저장장소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과 달리 반도체 메모리이다. 

이러한 메인메모리에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은 

매우 빠른 응답시간과 높은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갖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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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황 센서 스트림 처리 시스템

상황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되는 이종의 

센서 스트림을 상황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소에 저장한다. 센서 

데이터를 상황인지 데이터로의 변환과 각 센서 스트림의 정보와 

상황정보간의 결합을 위해 이를 위해 상황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센서 스트림간의 카탈로그 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연속적인 질의를 

불린(boolean) 함수 형태로 정의하고, 다양한 연산자, 연속적인 질의를 

제공한다. 제안된 상황 스트림 처리 시스템은 센서 스트림 카탈로그 

관리기, 센서 스트림 분석기, 센서 스트림 연속 질의 관리기, 센서 

스트림 변환기로 구성된다[3].

III. 본 론

본 시스템은 스트림 데이터를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읽어 들여 

최적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상위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으로 출력하는 스트림 데이터 

관리 시스템 모델을 아래 그림1과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1. DSMS 구조

센서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Data Manager에서 분류하고 

Incomplete Sensor Data Processor로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지속적인 삽입과 삭제를 통해 MDC 테이블(Meta data Cache 

Table)을 구성한다. 

Incomplete Sensor Data Processor는 전달된 불완전 데이터를 

정제한다. 불완전 데이터는 불확실한 값을 갖거나 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정상데이터와 종합하고 완전한 스트림데이터

로 가공하여 Data manager로 보낸다. 

Query Manager에서 질의를 처리하고 상위 Application이나 웹으

로 출력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값을 갖거나 

값을 갖지 않는 경우인 불완전한 데이터까지 정상적인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발생되는 불완전 스트림 

데이터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또한 캐시테이블을 사용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최소화된 접근으로 데이터 스트림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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