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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센서 지스트리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해 제안된 모바일 앱 로

일 기반 센서 필터링 기법을 실험하고 평가한다.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 지스트리 시

스템은 센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센서 정보의 의미 처리를 즉시 으로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센서 메타데이터까지 처리하여 체 인 처리 속도를 하시킨다. 이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모바일 앱 로 일 기반 센서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앱 로 일을 활용하여 센서 데이

터의 유효성을 식별 후 모바일 기기에 센서 메타데이터를 기록한다. 기록된 정보를 재사용하여 불필요

한 센서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 불필요한 센서 데이터를 처리 하지 않고, 센서 메타 데이터의 요청 횟

수를 여 체 인 센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킨다.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을 구  하고 실험

하여 제안 방법의 체 인 처리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한다.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련된 

기술이 확산되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를 들어 스마트홈 

IoT, IoT 보일러 등 사물인터넷 기술이 목되어 실제 서

비스 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 처리는 

매우 요하며, 이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센서 데이터를 모바일 기기에서 바

로 처리 하는 즉시성에 합하지 않았다.    

   센서 지스트리 시스템(SRS, Sensor Registery System)

은 이기종 센서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센서의 정보를 등

록  리하여 센서 데이터의 정보, 즉 센서 메타데이터

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인 의미 처리  

연산의 제공에 도움을 다[2]. 하지만 불필요한 센서 데

이터까지 처리하여 성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모바일 앱 로 일 기반 센

서 필터링 기법이 제안되었다. 

   제안 방법은 로 일 정보를 활용하여 센서 데이터의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2058992)

††책임 자 : 군산 학교 정동원

유효성을 식별 후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센서 메타데이

터와 유효속성 값을 모바일에 임시 으로 장 후 정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센서 값을 필터링 함으로써 기존 SRS

의 문제 을 개선하여 체 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3].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구   실험평가가 이루

어 지지 않아 기존 SRS방식과 앱 로 일 기반 SRS방

식을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정량 평가한다. 평가 방법

은 센서 처리 속도에 을 두어 평가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

에 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구조와 유효성 식

별 상세 알고리즘을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과 평가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기술한다.         

2. 기존 연구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한 센서 데이터 

처리를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 제안 방

법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센서 정보를 바로 처리하는 즉시

성에 합하지 않았다. SRS는 센서의 정보를 등록하고 

리하여 센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으로 센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만든다[2]. 하지

만 센서 식별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에 유효한 센서와 유

효하지 않은 센서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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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속도를 하시킨다[3].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불필요한  센서를 필터링하고 유효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인 앱 로 일 기반 SRS가 제안 되었다.  

   앱 로 일 기반 SRS는 모바일 기기에서 센서 데이

터를 수신한 후, 수신된 센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단하기 

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로 일 정보를 이용한다. 

로 일 정보는 자신에게 유효한 센서 정보를 담고 있다

[3]. 센서 메타데이터 즉, 재 식별된 센서의 정보와 함께 

로 일을 활용하여 유효성을 단 후, 유효속성 값을 임

시 으로 모바일 기기에 장한다. 그 후 센서 데이터가 

모바일 기기에 수신될 경우 최근 식별된 센서 정보를 활

용하여 유효성을 검사한다. 앱 로 일 기반 SRS를 활용

하여 센서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기 유효성 검사와 임

시 인 센서 데이터 와 유효속성 값 장을 하여 센서 

데이터 처리 시간이 더 소모된다. 하지만 같은 센서 데이

터를 다시 수신 받을 경우 메타데이터를 요청하지 않고, 

불필요한 센서의 정보를 필터링하여 체 인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3. 시스템 구조  유효성 식별 알고리즘

3.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앱 로 일 기반 SRS 시스템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서버 역(Server Side)은 센서의 메타데이터를 

장하고 리하는 기존 SRS의 구조와 동일하다. 사용자 

역(Client Side)은 유효성을 식별하기 한 로 일 정

보와 최근 식별된 센서 리스트(tmpSML)를 포함한다. 

tmpSML은 서버에서 수신 받은 센서 메타데이터와 유효

속성을 장한다. 로 일 정보와 tmpSML은 다양한 형

로 장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로 일 정보는 리스

트로 구성 하 고, tmpSML은 SQLite를 이용하여 구성 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그림 2는 로토타입을 구 하기 한 클래스 속성을 

표 한다. 우선 모바일 앱의 로 일 정보는 해당 앱의 

유효한 센서의 타입(S_TYPE)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센

서 타입은 해당 앱에 따라 여러 값을 포함 할 수 있다. 

tmpSML 클래스는 서버 역에서 달받은 센서 메타데이

터 정보와 유효성을 식별하기 한 유효속성(VALID)을 

포함한다. 유효속성의 값(유효함=1, 유효하지 않음=0)을 

이용하여 필터링에 사용한다. 서버는 센서의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제공한다. 센서 클래스는 센서 아이디(S_ID), 센

서 타입(S_TYPE), 센서 단 (UNIT)을 각각 속성으로 정의한다.

3.2 유효성 식별 알고리즘 재정의

   기존 연구의 유효 센서 식별을 한 상세 알고리즘을

그림 3과 같이 재정의 하 다. 모바일 기기에서 센서 데이

터를 수신 받은 경우 tmpSML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림 2) 로토타입 구 을 한 클래스 속성 

정보가 있을 경우, 재 센서 데이터와 비교 하고, 유효한 

센서 값인지 확인한다. 유효한 값일 경우 센서 값를 사용

한다. 유효하지 않은 값일 경우 센서 값을 사용하지 않는

다. tmpSML에 정보가 없거나, 재 센서 데이터의 정보

가 없을 경우 센서 지스트리 시스템을 통하여 재 센

서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요청한다. 요청 후 받은 재 센

서의 메타데이터를 확인 후, 로 일을 사용하여 유효한 

센서 인지 확인한다. 유효한 센서 일 경우 최근 식별된 센

서 리스트에 메타데이터와 함께 유효속성 값(VALID=1)을 

장한 후 센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유효한 값이 아닐 경

우에도 유효하지 않은 속성 값(VALID=0)을 장한다. 유

효하지 않은 정보까지 장하는 이유는 다시 유효하지 않

은 센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수신 받을 경우 센서 메타

데이터를 요청 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필터링하기 

함이다.

4. 실험  평가 결과

   이 논문의 물리 인 구  환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운 체제 : Andrioid 4.1.2 (Jelly Bean)

· 앱 로 일을 활용한 필터링 장소를 한 DBMS : 

  Android SQLite 

· 서버 시스템 운 체제 : Microsoft Window 7 Professional K

  64bit

· 서버 시스템 사양 : Intel(R) Core(TM) i3 CPU 530 @2.93GHz

· 서버 지스트리 장소를 한 RDBMS : Oracle Data

  Base 11g Enterpris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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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효성 식별을 한 재정의 알고리즘 

 

   

   이 논문에서 실제 활용하기 해 Sensor 클래스의 데이

터 Set을 그림 4와 같이 구성하 다. 

 
(그림 4) Sensor 클래스의 데이터 Set 

(a) 기존 방식 

    

(그림 5) 실행화면

             (그림 5) 모바일 구  화면

   

  그림 5는 실제 모바일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화면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5(a)는 기존 방식인 센서 데이터가 모바일로 수신

될 경우 센서 메타데이터를 요청한 후 센서 데이터를 사

용한다. 기존의 경우 센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메타데

이터를 요청한다. 

   그림 5(b)는 제안 방식인 앱 로 일을 활용하여 

기 센서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 센서 메타데이터를 요청한 

후 앱 로 일을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 상의 tmpSML 

클래스에 임시 으로 메타데이터와 함께 유효속성 값을 

장한다. 장한 후 자체 으로 유효속성 값을 구별하며 

모바일 기기에서 즉시 으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림 6은 기존 방식의 모바일 기기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센서로 달받은 센서 데이터(센서 

아이디 = S_id)를 서버로 보낸 후 센서 메타데이터를 수

신 받고 분석하여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센서 데이터를 

수신 받을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한다. 

   그림 7은 제안 방식의 모바일 기기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a)는 기 로 일을 이용한 필터링과 최근 

식별 센서 리스트의 기록을 나타낸다. 센서 필터링과 메타

데이터 장을 해 기존 보다 더 많은 처리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림 7(b)와 같이 한번 기록이 된 센서 정보를 다

시 재활용 하여 메타 데이터를 요청 하지 않고, 센서 데이

터를 처리 한다.

   이 실험에 활용된 앱 로 일 정보는 온도(temp)와 

습도(humi)센서 타입을 갖고 있다. s001, s002, s004를 수

신 받게 되면 최근 식별된 센서 리스트에 유효한 속성 값

(VALID=1)을 장한다. s003을 수신 받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속성 값(VALID=0)을 장한 후, 필터링 한다.

                          (b) 제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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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존 방식의 모바일 기기 처리 Log 기록 

(a) 기 tmpSML 기록

(b) tmpSML 정보 재사용

(그림 7) 제안 방식의 모바일 기기 처리 Log기록

   그림 8은 기존 방식과 제안 방식의 센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그래 로 표 한다. 센서 이용 횟수는 시뮬 이션

으로 생성한 센서 s001, s002, s003, s004를 각각 5번 활용

한다. 총 10번 실험을 실행하여 평균 처리 시간을 기록한

다. 센서 이용 횟수가 1, 2회 일 때 s001과 s002를 인식하

여 총 10번의 데이터가 수신되고, 11, 12회 일 때 s003과 

s004가 마찬가지로 10번의 센서 데이터가 수신된다. 1회 

실험 당 데이터는 20회의 처리 시간 데이터가 생성된다. 

총 10회 실험하여 총 200횟수의 시간 데이터가 생성된다. 

센서 데이터 처리 시간은 수치상으로 기존 방식이 평균 

0.1 , 제안 방식은 0.04 가 소요된다. 기 센서 데이터 

수신시 제안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처리 시간이 더 소요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 방식보다 낮은 처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체 으로 보았을 때에는 제안 방식이 

데이터 처리 속도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향상됨을 알 

수 있다.    

6. 결론  향후 연구

   이 논문에서는 기존 앱 로 일 기반 센서 필터링 기

법을 모바일 기기에서 실험하고 평가하 다. 기존 연구는 

SRS 이용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앱 로 일 기반 센서 

필터링 기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구   실험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안방법의 우수성이 잘 표 되지 않았다. 이 논

문에서는 구   실험에 앞서 기존 유효성 식별을 한 

알고리즘을 재정의 하 다. 앱 로 일 기반의 SRS는 센

서 유효성 식별을 해 센서 메타데이터의 기록과 유효속성  

(그림 8) 기존방식과 제안방식의 처리 속도

값을 처리해야 하므로 기처리 시간과 모바일 기기 내부

의 장 공간을 소모한다. 하지만 그 이후 같은 센서 데이터

를 수신 받기 되면 센서 메타데이터를 서버에 호출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를 처리하고 불필요

한 센서를 모바일에서 필터링하여 체 인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다. 향후에는 실제 센서 환경을 바탕으로 한 구  

 실험  평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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