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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통신 기술과 다양한 감지 기술들의 발달로 실세계의 환경을 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센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하여, 원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의를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링 응용에서 송되는 넓은 지역의 용량 센서 데이터를 다루기 해서는 높은 질의 처리 비용을 요구한다. 한 재  가까운 

미래의 상황 체크를 요청하는 사용자 질의에 답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 모니터링을 해 사용자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 설계된 센서 데이터 필터

링과 추상화 모델의 활용을 기술한다. 제시된 추상화 기법은 GIS의 경사 그리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빠른 데이터 근  갱신을 지원한다. 

상황 분석을 해 추상화 모델에서 센서 타입별로 추출된 내용은 질의 처리기에서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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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Data Abstraction and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based on Geo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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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s are widely developed for analyzing environment and understanding an ecosystem according to the 

advance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various sensing techniques. To extract useful information, it requires high cost for processing a 

query, because these systems have to handle huge volume of raw sensor data which is transmitted from a wide area in environmental 

monitoring applications. Besides, it is also hard to answer an user defined query which requests to check current and near future 

condi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nitoring system structure for processing a user defined query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It also 

describes the utilization of sensor data filtering and abstraction model. The designed abstraction model which is based on the slope grid in 

GIS supports fast data access and update. To analyze condition, the extracted data from abstraction model of each sensor type is 

combined in a query processor. It is useful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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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센서 네트워크는 센싱 기능과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통

신 능력을 가진 다수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원

하는 서비스 역에 배치된 후 자동 으로 ad-hoc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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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한 후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를 통하여 응용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황 정보를 구축하

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 기술은 홈 네트워크, 실시간 병원환자 

리, 생태계 감시, 장정보 감시  정찰, 물류 유통 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 시스템

은 기 오염이나 장에서의 군 탐지 등과 같이 개개인이 

인식하기 힘든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데 유용하며, 시야확보가 

어려운 밤이나 안개지역에서의 이동 추 , 그리고 혼란스러운 

재해 지역에서의 피로  피소 인식 등 인간의 감각이 

미치는 않는 장소  시간에 보다 효과 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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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센서 데이터 응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원시 센서 데이터를 검토하여 사용자 질의를 처리한다. 하

지만 넓은 지역의 센서 데이터는 용량으로 그리고 끊임없

이 생성되며, 그 측정 값 한  상황에 따라 빈번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 추상화 과정 없이 많은 양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질의 처리 비용을 증가시켜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한 “ 기 오염이 어드는 

시 은 언제인지 검색하시오”, “가까운 미래에 오염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검색하시오” 와 같이 재 상황을 기반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한 질의에 답하기 어려운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한 한 방법으로, 

원시 데이터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요

약하여 표 하는 센서 데이터 추상화 작업이 요구되며, 추

상화된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다루기 하여 신속한 데

이터 처리, 효과 인 갱신 정책, 용이한 데이터 근, 한 

데이터 표 ,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 모니터링을 한 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표 하고 다

루는데 을 맞추어, 사용자 질의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센서 데이터 추상화를 한 

경사 그리드 모델 (SGSA, Slope Grid for Sensor Data 

Abstraction) [1]의 활용을 기술한다. 경사 그리드는 지형 표

을 나타내는 그리드 기반 기술 [2]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

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상황을 분석하기 한 처리 

단계로서, 기본 인 센서 데이터 표 을 해 제시되었다. 

경사 그리드는 경사 방향, 변화량을 심으로 셀 안의 상태

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지역안의 상황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그리드의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빠른 데이터 

근  갱신이 용이하다. 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시된 

모델이  상황을 분석하는 질의 처리를 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2. 련 연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넓은 

지역의 생태계를 분석하거나 재 상황을 분석하여 사용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 환경 측  경보 시

스템(EOFS, Environment Observation and Forecasting 

System)은 용량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황을 인식

하고 경보를 제공하기 한 응용으로 앙 집 식 데이터 

처리, 용량 데이터 리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한다 [3, 

4]. 이러한 환경 시스템의 로는 CORIE [5], 바다새의 서식

지 모니터링 로젝트 [6], GLACSWEB [7], In-situ 센서 

데이터 처리를 한 임워크 [8], The PODS [9], 등이 

있다. CORIE [5]는 콜롬비아 강에서 수송 선박의 운행을 모

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른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3개

의 고정 센서 노드와 심화된 계산 작업을 요구하는 환경 모

델을 사용한다. 바다새 서식지 모니터링 로젝트 [6]는 서

식지 모니터링을 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고, 32개의 센서 

노드를 Great Duck 섬의 연안에 배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하 다. 한 원활한 데이터 처리를 해 분산 시스템을 구

성하고, 데이터 샘 링, 송, 네트워크 재작업, 네트워크 상

황 체크에 한 고려사항 등을 기술하 다. GLACSWEB 

[7]은 빙하 속에 센서를 넣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지구의 

기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에 있다. In-situ 

센서 데이터 처리를 한 임워크 [8]에서는 기 오염 

등의 실외 환경 모니터링을 해 12종의 다양한 센서 타입

을 가진 센서 노드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센서 네트워크 

상태  실세계의 물리 인 상황 변화를 체크한다. 한 

기 오염 방지를 한 컨텍스트 모델을 사용하여 가까운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 오염 벨을 체크하여 사용자에

게 경보를 제공한다. The PODS [9]는 멸종 기에 있는 희

귀한 식물의 종들을 모니터링하기 하여 높은 해상도의 카

메라와 온도계, 그리고 태양 복사 에 지 센서, 등을 활용하

며, 생태계 분석  데이터 요약 (Generic Mapping tools 

(GMT) [10]) 에 한 방법들을 고려하 다. 이런 모니터링 

응용을 비롯한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서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데이터 획득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는 측정되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시스템 [11,12] 이고, 둘째는 요약된 센서 

데이터만을 필요로 하는 응용들이다 [13]. 셋째는  두 방

법의 간 인 근방법으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에 

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다 [14]. 이를 해 “SELECT 

avg(volume) FROM Sensors GROUP BY region HAVING 

avg(volume) > threshold.”와 같은 집계 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센서 네트워크 응용의 하나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도 효과 으로 데이터를 얻고 활용하기 한 연구가 계속되

고 있지만, 아직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분석하고 리

하기 한 기본 데이터 모델인, 추상화 작업에 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환경 모니터링을 한 질의 처리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은 송된 지리 센서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기 해, 모니터링 질의어를 활용하여 재 발생

하는 사건  상을 악한다. 이를 해 필터링을 거쳐 

추상화된 센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결합

한다. 

(그림 1)은 지리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 모

니터링을 한 질의 처리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다. 먼 ,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원시 

센서 데이터는 상황 획득 모듈에서 필터링  추상화 과정

을 거쳐 각 센서 타입에 따른 경사 그리드로 표 되며, 이

를 GIS의 기본 인 데이터 지도처럼 하나의 이어 (layer)

로서 (그림 3)과 같이 상황 정보 데이터베이스 (Context 

Information database)의 각 센서 데이터 이어 테이블에 

장한다. 한, 질의 결과로써 제공되는 특정 주제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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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에서의 화재 지역)에 한 이어도 장하기 때문에, 

재 상황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어 리기 

(Layer manager)는 (그림 2)와 같이 사용자 질의 정보에 따

라 요청된 센서 타입 별 경사 그리드를 이어 테이블에서 

검색하여 질의 처리기 (Query processor)에 제공한다. 지식 

베이스에는 사용자 질의를 장, 분석하기 한 질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각 타입별 이어를 장하기 한 상황 정

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추상화

하기 한 규칙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상황에 한 정보를 얻기 해 

제시된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을 한 질의어를 사용한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질의어가 입력되면, 

상황 정보 리기 (Context management)의 질의 리기 

(Query manager)에서 해당하는 질의에 한 정보를 질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후, 질의와 계되는 데이

터 이어와 시공간 연산자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2)는 설계된 시스템에서 추상화된 센서 데이터 

이어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 다. 

먼 , 화재 지역을 찾는 사용자 질의어 (a)가 입력되면, 질

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어에 해당하는 속성과 데이

터 범  벨 (b)을 찾는다. 화재의 경우는 온도 (high), 습

도 (low), 이산화탄소 (high), 먼지 (high)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분리된 질의어 (c)를 각 데이터 이어에 맞게 생성

한다. 분리된 질의어는 질의 처리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 

이어를 이어 리기에서 받아 각 벨에 해당하는 지역 

(d)을 추출한다. 그리고 질의 정보에 기술되어 있는 센서 타

입별 가 치와 응용에 따른 데이터 결합 규칙에 따라 추출

된 결과를 결합하여 하나의 결합된 맵 (e)을 만들고, 화재 

지역과 그 험지역을 추출한다. 정리된 최종 결과 (f)는 통

해 사용자에게 화재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한 범 와 

험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센서 데이터 추상화

넓은 지역의 네트워크는 용량의 센서 데이터를 발생시키

며, 이 데이터는 동 으로 변화하는 환경정보를 표 한다. 모

니터링 질의 처리 시스템으로 송된 센서 데이터는 필터링

과 추상화 과정을 거쳐 가공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필터링 조

건과 추상화 모델은 사용자에 의해 지식 베이스 (Knowledge 

base)에 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된 필터링 조건에 따

라 데이터 추상화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걸러지며, 남겨진 데이

터는 사용자가 등록한 추상화 모델에 따라 표 되어 진다. 

(그림 3)의 데이터 필터링 과정은 사용자가 특정 지역의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추상화하기 하여 불필요한 데

이터를 걸러내는데 사용되며, 필터링 조건은 시간 간격 

(Time period), 공간 범  (Spatial boundary), 데이터 범

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간 간격은 데이터 추상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간 범 는 추상화를 해 고려

할 특정 지역의 경계를, 데이터 범 는 원하는 데이터를 얻

기 해 정해진 범 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사용자가 추상

화하려는 지역과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자

가 지정한 시간, 공간, 데이터 범 에 따라 설정된다.

필터링된 센서 데이터는 추상화되기 에 센서 데이터 테

이블에 장되며, 센서 id 에 따라 시간, 측정 값, 변화량 등

을 갱신하고, 해당하는 셀 id를 따라 경사 그리드에 근하

여, 셀의 최소, 최 값을 추출하고 경사 방향, 변화량 등을 

재설정한다. 이와 같이 각 셀마다 요약된 센서 데이터는 셀

의 데이터 상태를 간략히 보여주기 때문에, 셀들의 집합인 

체 그리드에서는 각 셀들의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셀들의 데이터가 모여서 어떤 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

석하고 다루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각 센서 타입별 

경사 그리드는 이어 리기를 통해 상황 정보 데이터베이

스의 이어 테이블에 기본 데이터 이어로서 장되며, 

사용자 질의 처리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해 공간 정

보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될 것이다. 그리드는 GIS에서 지

형 표면 모델 (Terrain surface model)로서, 특정 지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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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필터링된 데이터에 한 경사 방향 설정 

태 등을 포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5]. 제시된 경

사면 (Tilted plane) [2]기반 그리드는 셀의 데이터 균형 상

태를 표 할 수 있어, 수평면보다 지형  데이터 값을 표

하는데 유용하다. 경사 그리드를 활용한 지형 표면 모델

을 용하기 해서, (그림 5)와 같이 네 하  셀들의 표 

값을 토 로 셀의 경사면 표 을 9개의 방향 (8 방  + 평

면)으로 단순화시키고, 변화량 속성을 추가하 다.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응용에서는 기 오염, 산불, 장 

분석, 등과 같이 측된 긴 상황을 최 한 빨리 감지하고 

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데이터 갱신이 필수

이다. 이를 해 해쉬 함수를 활용하여 빠른 데이터 근을 

지원하는 그리드를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를 추상화하 다.

(그림 4)는 설계된 경사 그리드에 의해 센서 데이터가 추

상화 되는 과정을 보여 다. 제시된 방법에서는 재 데이

터만을 고려하여 경사 그리드를 통해 재 상황을 표 한

다.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가 송되면, 사용자 정의 

규칙에 의해 일부 데이터만 남기고 필터링된다. (c)의 경사 

그리드에서는 필터링된 데이터 (b)의 최소, 최 값과 함께 

셀의 각 속성 값을 입력한다. 셀의 속성들은 시간 [t1, t2] 

과 공간 좌표 (x, y, z)를 토 로 min(), max(), 높이, 경사 

방향 (slope direction)과 경사 방향의 변화를 체크하는 방향 

변화 체크(gradient count)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간격은 각 

센서 데이터가 측정된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공간 좌표의 z 

값은 센서 데이터의 최소값을, 높이는 최 값과 최소값의 

차를 나타낸다. (d)의 경사 방향은 데이터 경향을 표 하기 

해 최소값을 갖는 하  셀로부터 최 값을 갖는 하  셀

을 가르키게 된다. 이 게 표 된 각 셀들의 집합(e)은 반

인 재 상황을 간략히 요약하여 나타낸다. 

각 셀에서 방향 벡터를 정하기 해, 하나의 셀은 4개의 

하  셀을 가지며, 하  셀의 최소, 최 값을 분석하여 경사 

방향을 설정한다. 경사 방향 (direction)은 m셀 (최소값을 가

진 셀)에서 M셀 (최 값을 가진 셀)을 가르키며, 높이는 

max() - min() 으로 설정된다. 셀의 경사도가 0 이면(데이

터 값이 모두 같으면), 방향 벡터가 아닌 으로 표시하고 

방향은 8을 나타낸다. 이 경우, 수평 그리드와 같이 경사면

이 평평하다는 것을 뜻한다. 

필터링을 거친 센서 데이터는 모든 센서 데이터가 송되

는 일반 인 경우의 경사 그리드[1] 와 달리, 손실되는 데이

터가 있기 때문에, 송된 데이터  일부분만이 경사그리

드로 표 된다. 이에 한 경사 방향 설정의 를 (그림 5)

에서 보인다. (a)는 모든 데이터가 남겨진 경우로, M셀을 가

리키는 경사 방향은 1로 설정된다. (b)처럼 두 하  셀만 데

이터를 갖고 서로 만나있을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 두셀을 

제외하고, 일반 인 규칙처럼 m 셀에서 M 셀로 경사 방향

이 설정된다. (c)는 두 M셀이 서로 떨어진 경우로 특정 방

향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면(경사 방향 = 8)처럼 설정

한다. (d) 역시 (c)와 비슷하지만, 모든 값이 같기 때문에, 

경사 방향은 8이다. (e)는 값이 하나이므로 경사 방향은 8이 

된다. (f)는 하나의 셀만 값을 갖고 있지만, 두 데이터 (최소

값과 최 값)를 갖고 있으므로, 높이와 방향을 표 하기 

해, 경사 방향을 1로 정한다.

경사 그리드의 셀 크기는 각 센서 타입에 한 센서 노드

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온도나 상  습도

는 센서가 설치된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바람 방향은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각 타입의 특성에 따라 셀 크기를 조 한다. 각 센서 타입

마다 생성된 그리드( 이어)는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모

니터링 질의에 답하기 한 입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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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데이터 시뮬 이터  경사 그리드 조정 창

6. 구  

구 에서는 모니터링 서버에서의 데이터 표 에 을 

맞추어, 모든 데이터는 모니터링 서버로 송되며, 필터링후 

데이터 추상화가 이루어지도록 가정한다. 경사 그리드를 구

하기 하여, 60,000개의 가상의 센서들과 그리드 내에 

10,000개의 셀을 설정하고 매 순간 가상의 센서 데이터가 생

성되도록 하 다. 센서 데이터가 송되면, 필터링 후 각 셀

마다 최소, 최 값을 구하고 그 값을 3차원 경사 그리드로 

표 한다.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한 데이터 시뮬 이터는 크게 

랜덤 데이터와 이벤트 데이터를 제공하며, 생성된 데이터의 

높이, 넓이, 치, 등을 조 할 수 있다. 랜덤 데이터 (c)는 

빈번하게 변화하는 상태를 묘사하기 해 발생되며, 이벤트 

데이터 (b)는 화재나 기 오염이 일어난다는 가정아래 그

에 한 가상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d), (f)에서 사용된 

이벤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height와 width 값이 

10씩 증가하고 그 역이  넓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이런 단순한 이벤트 데이터를 조합하면 (b)처럼 마치 

굴곡이 있는 산과 같이 다양한 이벤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

다. 생성된 센서 데이터  추상화된 경사 그리드에 한 

정보는 view 메뉴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 

(그림 7)의 (e), (f)와 같이 데이터 시뮬 이터를 통해 생

성된 가상 센서들과 발생된 데이터에 따라 경사 그리드에서 

추상화된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랜덤 데이터

의 경우, 경사 방향  경사 그리드도 그에 따라 마치 도

가 치듯이 빈번하게 변화한다. 이벤트 데이터의 경우, 경사 

방향은 센서 값이 높은 특정 포인트 (가운데 부분)를 가리키

게 된다. 이처럼, 경사 그리드는 각 셀의 높이와 함께 경사면

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보다 용이하다.

생성된 경사 그리드로부터 재 상황을 분석하기 한 

제로서, 경사 방향 요약과 규칙에 따라 특정 셀을 추출하는 

것에 해 기술한다. (그림 7)의 (c)와 (d)는 경사그리드에서 

경사 방향의 합을 요약하여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사 방

향이 어느 방향으로 몰려있는지를 체크하여, 재 상황을 

분석한다. 랜덤 데이터의 경우, 경사 방향이 주로 1, 2, 6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벤트 데이터의 경

우, 경사 방향이 주로 5와 7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6의 방향에 어떤 사건(화재나 오염, 등)이 발생하여, 

경사그리드내의 반 인 셀의 방향이 그에 한 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데이터 분석을 해 특정 셀만을 추출하기 원할 경

우, 사용자가 규칙을 정해 해당하는 셀들만 따로 추출한다. 

(e)에서 (f)의 에서 “ 재 화재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검색하시오”와 같은 질의에 답하기 해, 체 센서 데이터 

 상  70% 이상의 높은 값을 갖는 셀만을 추출하도록 검

색하 다. 랜덤 데이터의 경우 각 셀들의 데이터가 서로 연

성이 없기 때문에, 추출된 부분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이

벤트 데이터의 경우, 특정 포인트를 심으로 높은 값이 몰

려있기 때문에, 추출된 셀들도 서로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g)와 (h)는 “ 재 오염이 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을 검색하시오”와 같이 이미 높은 데이터 값을 갖는 지역이 

아닌, 재 센서 측정 데이터가 격히 변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한 것이다. 이를 해, 각 셀의 높이가 17이상이고 변화

량 속성이 2 이하인 셀들을 검색하 다. 셀의 높이가 높다

는 것은 셀 안에 속한 데이터의 최소, 최 값의 차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셀 안의 데이터 균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량 속성의 경우, 변화량 

값이 낮으면 경사 방향이 빈번하게 변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셀 안의 데이터의 흐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두 제의 경우, 높은 높이와 낮은 변화량을 모두 체크함으

로써, 재 변화가 격히 일어나고 있는 셀들을 검색한다. 

랜덤 데이터의 경우 검색된 셀들이 연 성을 갖지 않고 서

로 흩어져 있지만, 이벤트 데이터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특

정 포인트를 심으로 셀들이 검색되기 때문에, 발생한 사

건의 진행 정도  역을 체크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이 게 분석된 경사 방향이나 추출된 셀들에 한 정보는 

“ 재 화재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검색하시오”와 같이 

재 상황을 분석하기 한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7. 결  론

실세계의 상을 측정하는 센서기술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태계  재 상황을 분석하는 센서 네트

워크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요약 리하기 하여, 추상화 모델(경사그리드)을 제

시하 다. 제시된 모델은 그리드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

문에, 빠른 데이터 갱신  근에 용이하며, 재 감지된 

상황에 해 간략화된 데이터 경향을 제공한다. 한, 이 모

델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터링  질의 처리 과정에서 어

떻게 활용되는지를 기술하 다. 

향후에는 실세계의 다양한 상을 분석하기 하여, 실제 

데이터로부터 추상화 모델을 유도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특

성들을 효과 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정이며,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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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m of slope direction for random data 

(e) Extracting high values from random data 

(d) Sum of slope direction for event data 

(f) Extracting high values from event data 

(g) Rapidly changed area in random data
- User defined rules -

Height in a cell > 17
Gradient count  < 2 

(h) Rapidly changed area in event data

(a)  simulated sensors in a query boundary (b) event data 

(그림 7) 경사그리드에서의 정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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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각 타입별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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