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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센서 노드로 구성된 Wireless Sensor Network (WSN) 환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선으로 연결된 수많은 노드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특성 및 패턴이 불규칙하여 기존 정

적 분류 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WSN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데이터의 패턴 및 데이

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키워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분류(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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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센서 노드 및 게이트웨이로 

구성된 WSN 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법이 요구된다[2]. 하지만 

WSN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특성 및 패턴이 불규칙하여 기존 비 

기계학습 알고리즘 만으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패턴 및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1], 본 논문에

서는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 할수록 숨겨진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Fig. 1. Example of Data Pattern Prediction

1.1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k-NN Algorithm)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의 분류에 k개의 인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이웃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각각의 이웃 데이터에게 1/d의 가중치를 주고, 

최종 데이터의 분류 값은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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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k-NN 

Algorithm (k = 5)

위 그림 1의 네모(?)는 과반수(동그라미=2/5, 세모=3/5) 에 의해 

세모 클래스로 분류된다.

1.2 결정 트리 학습법 (Decision Tree Learning)

결정 트리 학습법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로써 

결정 트리를 사용하며,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의사 결정트리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은 정보 엔트로피 (Information Entropy) 값을 기반으로 한다. 

  
∈

log 

위 수식에서 E는 모든 상태 집합, P(e)는 해당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다.

1.3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er)

나이브 베이즈는 조건부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n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 x={x1, x2, ..., 

xn}로 정의하고, 각각을 독립된 요인으로 두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해당 결과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위 수식에서 P(Y|X)는 X가 있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센서노드로 구성된 WSN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하였다. 향 

후 연구 계획으로는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분류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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