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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한된 종류, 제한된 수량의 센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숫자의 센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한정된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이 보다 다양한 상황정보를 획득하기 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생물학 분야에서 큰 심

을 얻고 있는 Exon-Intron이론에서 실마리를 얻어 이를 기 로 다양한 상황정보 획득 방안을 제안하 다. 

Exon-Intron의 선택  자르기  조합 방안과 같이 각 센서의 이벤트들을 효율 으로 자르고 각 이벤트 데이

터들을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획득하는 상황정보의 다양화를 실 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an environment in which a limited type and number of sensors are used, a demand for acquiring various context 

information may appear. In this study, a new method for acquiring various context information than before was 

proposed in an environment in which a limited number of sensors are required. To this end, a clue was obtained from 

the Exon-Intron theory, which is gaining great interest in the field of biology, and a method for acquiring various 

context information was proposed based on this. By applying Exon-Intron's selective cutting and combining method, 

events of each sensor were efficiently cut and each event data was combined and utilized, thereby realizing the 

diversification of the acquired contex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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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 명 시 가 도래한 가운데 안정 인 유

무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업

의 각 분야에서 각종 센서를 배포하거나 장착하여 목표로 

하는 상황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련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배경으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술이 산업 

반에 용될 때, 실제 세계의 상황을 최 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요한 이슈이다. 이와 같이 요한 상황

인식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센

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수의 센서를 사용하여

야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상황정보

의 정확도와 다양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은 센서를 채용하 으므로 상황인식의 품질 역

시 수 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최 한 다양한 상황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이 필

요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량의 센서를 사용하면서도 이

보다 다양한 상황정보를 획득하기 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Exon-Intron이론에서 실마리를 

얻어 이를 활용한다. 소수의 센서와 그로부터 획득하는 

소수의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도 보다 다양한 상황정보

를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에 따른 

실증 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통하여 기존의 상황정보 획득 방식에서 진일보하

여 은 수의 센서를 채택한 환경에서도 더 다양한 종류

의 상황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 으로 실제 

세계의 상황은 아주 다양하다. 그 지만 인식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제한된 범 에서는 상황인식 성능을 향상

시켜 최 한 실제의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것은 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on-Intron 이론에 

기반하여 다양한 종류의 이질 인 센서들이 획득한 이벤

트 데이터를 조합 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함

으로써 주어진 센서 자원의 활용을 더욱 확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실제 세계의 상황을 사람의 개입 없

이 더욱 다양하게 인식하되 제한된 수의 센서를 가지고도 

다양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 보다 효율

인 상황인식에 도달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연구를 정리하고 3장에서 본 

연구의 상황인식 다양화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 제안

한 방안에 한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5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연구

2.1 송매체

진핵생물은 단백질을 생성할 때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는 mRNA 분자를 생성한다. 이때, RNA를 구성하는 

인트론 역들을 제거하고 엑손 역들을 결합시키는 

RNA 처리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RNA 스 라이싱(RNA 

Splicing)이라 한다. 한 선택  스 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 mRNA 생성하며 이때 pre-mRNA의 엑

손 역들(exons)은 여러 방식을 활용하여 선택 으로 

결합한다.

공진화 외 3인은 RNA-Seq 데이터로부터 각 유 자 

역에 한 선택 스 라이싱 유형을 분류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는데 RNA-Seq 데이터를 DNA 시

스와 mRNA 트랜스크립트 시 스에 동시 매핑하고, 

각 엑손 역에 정렬된 RNA-Seq 데이터의 커버리지 정

보  엑손의 합 정보를 이용하여 발 된 트랜스크립트

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 다[1].

박민서는 기존의 EST(Expressed Sequence Tag) 기

법을 이용하여 선택 스 라이싱을 측하는데 발생하는 

단 을 극복하기 해 pre-mRNA으로 선택  스 라이

싱 되는 과정에서 One-leaf One-node Tree 알고리즘을 

제안하 으며 트리 알고리즘에서 도출된 패턴으로 부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선택 스 라싱도 측할 수 있음을 

밝 내었다[2].

석혜연 외 3명은 식물이 온, 고온, 고염, 건조 스트

스 조건에서 스 라이싱 인자의 발 이 변하거나 는 

정상 조건에서와는 다른 스 라이싱 활성을 가짐으로써 

선택  스 라이싱을 실시하고 식물은 선택  스 라이

싱을 통해 환경 변화에 응함을 밝 내었다[3].

하홍석 외 7명은 서로 다른 유 자의 pre-mRNA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트랜스 스 라이싱의 사 산물로 

인해 인간의 태아 기세포에서도 돌연변이 양상이 나타

냄을 분석하 다. 배아 기세포의 mRNA에서 트랜스 스

라이싱 사체 70개를 탐지해 내었고 두 개의 서로 다

른 유 자로 부터 pre-mRNA가 생성될 경우 인트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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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많아서 융합되는 pre-mRNA가 더 많음을 밝 내

었다[4].

Hadas Keren 외 3명은 선택  스 라이싱을 사체 

 단백질체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인자이며 어떤 

요인이 선택  스 라이싱을 발생시키는지를 규명하

다[5].

Stephanie Boue 외 2명은 선택  스 라이싱은 사

체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한 사후 결과물이며 선택

 스 라이싱 된 사체의 주요 형태가 작은 형태보다 

훨씬 더 잘 보존될 수 있음을 보 다[6].

2.2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상황인식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다 센서들이 획득한 이벤트 

데이터들을 융합  처리하고 이를 응용하는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윤정 외 3인은 온도, 습도, 미세먼지 센서를 활용하

여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내의 불쾌지수, 미

세먼지 농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여 상황인식을 하고 실

내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7].

이재희 외 5인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 홈 서비

스를 제공하는 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8]. CDS 성분이 

있는 조도센서로 량을 받아 측정하여 빛의 세기에 한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빛의 세기의 

값에 따라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리는 방식의 스마트 블라

인드 시스템을 구 하 다. 한 가스센서를 이용하여 가

스의 출여부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모터를 제어하여 밸

를 잠그는 스마트 밸  시스템, 온도  습도 센서를 활

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스마트 홈 내부 온도를 일정 온도

로 유지하게 하는 스마트 에어컨 시스템을 구 하 다.

노진호 외 2명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9]. 먼지, 온도  

습도센서에서 송되는 이벤트 데이터를 메인컨트롤러

에서 처리한 후 시리얼 통신 Wi-fi 모듈로 데이터를 송

하여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  정

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작하 다.

이 주 외 4인은 인체감지 센서  온도 센서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차량 내부에 사람 유무와 특정한 온도에 따

라 발생 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사고를 방하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10].

김 식 외 2명은 사물인터넷 기반 조선소의 작업장 단

로 센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11]. 

용 건에 센서를 부착하고 조선블록을 통신매체로 활용

하여 작업자의 치, 용  진행률, 작업 시간 등의 상황정

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하 다.

이규진 외 5명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수질을 모니터

링하고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12]. 수질  카메라 센서들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생물  박테리아까지 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염된 물이 사람에게 주는 정도를 악하여 사람이 오염

된 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상의 상황인식 연구는 다 센서를 활용하고 실시간 

상황인식 성능을 개선하는데 기여하 다. 그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 비하여 센서 사용 숫자 비 상황

정보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Ⅲ. Exon-Intron 이론을 활용한 센서의 
제한된 이벤트 데이터 기반 상황인식 다양화 

방안

3.1 Exon-Intron의 활용

DNA가 유 정보를 담은 형태의 RNA로 사되는데 이

를 messenger RNA (mRNA)라고 한다. 이 때, splicing이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정보 부분 (codon) 부분만 남도

록 재단한다. 이 과정을 할 때 특정한 단백질 (보통은 면역

반응에 이용되는 항체)의 경우는 Alternative splicing이 일

어나는데, mRNA로 사할 때 상황에 따라 일부 codon을 

바꾸어 쓴다. 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mRNA를 생성할 때, 하나의 Exon으로만 mRNA

를 생성하지 않고 RNA의 엑손 역들(Exons)을 선택  

스 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을 통하여 조합하여 생성

한다. 이때 RNA의 엑손 역들(Exons)이 n개라 가정하면 

生成이 가능한 mRNA의 종류는 최   개이다. 이처

럼 선택  스 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 다양

한 mRNA를 생성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선택  스 라이싱(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 다양한 mRNA가 생성하고 이를 사시

켜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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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택  스 라이싱 기법
Fig. 1 The method of alternative splicing

이것을 데이터처리/분석 는 이벤트 데이터 기반 상

황인식에 활용하면 Exon을 하나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벤트 정보라 간주할 수 있으며 제한된 이벤트 정보를 

선택  스 라이싱(Alternative Splicing) 기법과 같이 조

합하여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의 상황정보를 획득할 수 있

는 것이다.

3.2 제안사항

3.2.1 재의 상황인식 황

재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상황인식에서 각 센서를 통하여 감지하는 상황정보를 제

한 으로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13]. 온도 센서를 통하

여 해당 객체의 온도 정보만 획득하고 진동 센서를 통하

여 진동 센서를 부탁한 객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진동만 

감지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센서를 활용할 경

우 더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센서로부터 

입수된 이벤트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더 좋은 

상황정보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인식 장에서 센서를 활용하는 상황인식은 한 종류

의 센서로부터 한가지 상황정보를 얻는 방식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세에서 탈피하여 복수의 센서를 활용하게 

더 다양한 상황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센서로부터의 이

벤트 데이터를 서로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정보 획득

을 가능하게 한다.

센서로부터의 이벤트 데이터를 조합한다는 것은 n개

의 종류를 가진 센서들을 채용하 을 때, 기존의 상황정

보는 n개의 정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

서는 n개의 정보들을 서로 조합함으로써 더 다양한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벤트 데이

터 조합형 상황인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3.3.2 제안 알고리즘

1) 상황인식에 필요한 센서를 선정한다.

상황을 인지하기 해 필요한 서로 다른 k개 센서를 

s1, s2, ……, sk 이라 하자. S를 센서 집합이라 하면 S 

= {s1, s2, …… , sk}이다. S(t)를 임의의 시간 t에 (단, 

  ≦ t ≦ ) 각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들의 집합이

라 하면 S(t)= {s1(t), s2(t), s3(t), …… sk(t)}이다.

2) 임의의 시간 t에 각 센서에서 이벤트 발생 유무 단

한다.

Sb를 각 센서들의 기  값들의 집합이라 하면 Sb = 

{sb1, sb2, …… , sbk}이다. Pn = sn(t) / sbn (단, n = 

1, 2 …¨…, k ,   ≦ t ≦ )라 하며 임의의 t시간에 센서

별 (sb1, sb2, …… sbk) 기 값에 한 센서별(s1(t), 

s2(t), ……, sk(t)) 측정값 P값이 1이상 이면 이벤트가 발

생되었다고 단한다.

3) 이벤트 집합을 E라 하고 

임의의 시간 t에 해 센서들이(s1, s2, ……, sk) 감지 

후 이벤트로 정되어 보고된 이벤트를 e1(t), e2(t), e3(t) 

… ek(t)이라 하면 E = {e1(t), e2(t), e3(t), …… ek(t)}이다. 

(단, en(t)가 이벤트일 경우 1, 이벤트가 아닐 경우 0, n=1, 

2, ……, k)

4) 센서들은 감지한 값 에서 이벤트값을 호스트에 

보고한다.

5) 호스트에 보고한 이벤트 데이터를 서로 조합한다.

6) 임의 시간 t에서 조합한 이벤트 데이터 집합은 이벤

트 데이터가 e1(), e2(), e3()일 경우 이벤트 데이터 

집합(EDset)은 다음과 같다. EDset(t) = {e1(), e2(), 

e3(), e1()e2(), e1()e3(), e2()e3(), e1()e2

()e3()}

7) 이벤트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벤트 데이

터가 나타내는 의미를 정한다.

8)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상이한 이벤트 데이터 기반 

상황인식을 실행한다.

      ×  ×  ×

       단   는가중치함수
   임의의 p값에 해 y ≧ p 일때 특정 상황발생

9) 임무를 종료한다.

 

다음 그림 2.는 기존의 방법으로써 단일 센서로부터의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하나의 상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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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 센서와 이벤트 데이터의 단순 활용
Fig. 2 Simple utilization of sensor and event data

다음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합형 상황정보 

획득 방안을 도식화하 다.

그림 3. 센서와 이벤트 데이터의 조합  활용 
로세스

Fig. 3 The combinational process of sensor and event 
data

Ⅳ. 실험  평가

4.1 실험목표

기존의 센서 활용에서는 3개의 센서를 활용하 을 때, 

획득하는 정보가 3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본 실험에

서는 센서로부터의 이벤트 데이터 조합을 통하여 추가 상

황 정보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세 가지의 센서(물리

량)를 통하여 세 가지의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합을 통하여 총 6가지의 정보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4.2 실험사양

센서 선정은 설비 내의 선온도를 측정하는 비  온

도센서, 설비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선에 흐르

는 류를 측정하는 류센서로 구성하 다. 류센서는 

작은 류 측정에 있어서 정 한 측정이 불가능하여 조  

더 정 한 모델인 INA – 219 류센서를 채택하 다.

실험에 사용한 센서는 아래와 같다.

1) INA – 219 ( 류센서)

  · Bidirectional Current/Power Monitor With I2C 

Interface

  · Operating voltage : DC 3 to 5.5 V

  · Up to +26V target voltage

  · Up to ±3.2A current measurement, with ±0.8mA 

resolution

2) MLX – 90614 (비  온도센서)

  · Non-contact Infrared Temperature  Sensor

  · Operating voltage : DC 3 to 5V

  · Operating temperature : -40 to 125 ℃

  · -70 ~ 380 ℃ target temperature

3) DHT – 11 (온도센서)

  · Temperature & Humidity Sensor

  · Operating voltage : DC 3 to 5.5V 

  · 20-90%RH, 0-50 ℃ target

  · Accuracy : Humidity ±5％RH Temperature ±2℃

4.3 실험내역

류센서, 비  온도센서, 온도센서는 각각 선에 

흐르는 류, 선의 온도, 설비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

다. 여기에 더하여 류센서와 비  온도센서를 결합한 

것을 목표 4, 비  온도센서와 온도센서를 결합한 것을 

목표 5, 류센서, 비  온도센서, 온도센서를 모두 결

합한 것을 목표6으로 설정하 다. 논리회로는 2 input 

AND GATE 와 3 input AND GATE를 사용하 다. 

AND GATE의 경우 입력값이 모두 1일 때 출력이 발생하

므로 아두이노 코딩을 통하여 류센서, 비  온도센

서, 온도센서의 값이 일정 값 이상일 때 1을 출력하여 

AND GATE 입력으로 들어가게 하 다. 다음은 세 가지 

센서를 활용하여 실행한 여섯 가지 실험내역이다.

ㆍ실험 1 : 류센서를 이용하여 활선 상태 선에 흐

르는 류의 크기를 측정

ㆍ실험 2 : 비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도체(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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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측정

ㆍ실험 3 : 주변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옥 내·외 선 

주변의 온도를 측정

ㆍ실험 4 : 류센서와 비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차

단기의 동작오류 감지

ㆍ실험 5 : 주변 온도센서와 비 온도센서를 이용, 박

스 내 온도에 따른 도체의 비정상  온도 상승 감지

ㆍ실험 6 : 주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허용 류의 

크기로 인한 비정상 인 도체 온도 증가 감지

 다음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를 실증하기 

하여 구성한 센서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 센서 시스템 구성
Fig. 4 Sensor system configuration

4.4 실험결과

류센서, 비  온도센서, 온도센서로 측정된 데이

터를 논리회로로 보낸 뒤 논리게이트 출력 결과에 따라 

각각 색LED(목표4), 황색LED(목표5), 녹색LED(목표

6)가 등되게 하 다. 이를 통하여 두 가지 는 세 가지 

센서를 조합하여 만든 목표를 시각 으로 구분 할 수 있

도록 배 반 외부에서도 LED를 통하여 내부 상태를 악 

할 수 있게 하 다. 류  선의 온도 측정은 직  선

을 태우거나 온도를 비정상 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안 하지 않아 도체( 항)을 측정하여 실험 하 다. 한 

임의로 류를 증가시키기 하여 Power Supply를 이용

하여 압을 증가시키며 류를 조정하 다. 목표 4, 목표 

5, 목표6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 고, 측정된 원본 데이터

를 바탕으로 python의 matplotlib을 이용하여 시각화 하

여 보다 직 으로 데이터를 단할 수 있게 하 다. 다

음은 각 센서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 가지 새로운 감지목

표들에 한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① ( 류센서 + 비  온도센서)

 류센서와 비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차단기의 

동작오류를 감지하게 하 다. 배 반 내 선에 과 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지속 인 

과 류로 인하여 선이 열화 하여 화재가 발생할 험이 

있다. 따라서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지속 인 

류상승과 온도상승을 감지하여 열화 험도가 높지 않은 

시 에서 차단기 동작 오류를 검출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110mA, 90℃에 다다랐을 때 도체의 열화 

상을 찰할 수 있었다. 류센서가 90mA를 감지하고 

비  온도센서가 70℃를 감지했을 때를 기 으로 설정

하여 도체의 열화가 진행되기  차단기의 동작 오류를 

감지할 수 있게 하 다. 류센서가 90mA 이상을 감지하

고  비 온도센서가 70℃ 이상을 감지하 을 경우 각 

센서에서 디지털 신호(HIGH)를 출력하고 논리회로의 

AND게이트에 입력되게 하여 최종 으로 1(HIGH)를 출

력함으로써 차단기의 동작오류를 감지하 다. 실험에서

는 결과 알림을 색LED가 등하는 것으로 하 다.

② (비  온도센서 + 온도센서)

비  온도센서와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배 반 혹은 

설비 내 온도에 따른 도체의 비정상 인 온도 상승을 감

지하도록 하 다. 내·외부  요인에 의해 차단기 자체의 

온도와 배 반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경우 실내 

는 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항이 증가하여 배선

용 차단기가 오작동 할 수 있다. 그 결과 단락 는 과 류

에 의하여 선, 이블에 소손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배 반 내부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의 온도가 증가

하는 상황을 인식하도록 하 다. 폐된 공간을 구성하여 

주변 온도를 상승시키며 실험하 다. 실험결과 과 류와 

상 없이 주변 온도의 상승만으로도 선의 온도가 상승

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기 주변온도, 기 선온

도가 이후 주변온도, 나  선온도와 10도 이상 차이 나

는 것을 단기 으로 설정하여 주변온도 상승으로 인한 

선온도 상승을 감지도록 하 다. 이 경우 각 센서에서 

디지털 신호(HIGH)를 출력하고 논리회로의 AND게이트

에 입력되게 하여 최종 으로 1(HIGH)를 출력함으로써 

주변온도 상승에 의한 선온도 상승을 감지하고 황색

LED가 등되어 알릴 수 있게 하 다.

③ ( 류센서 + 비  온도센서 + 온도센서)

류센서, 비  온도센서, 온도센서를 사용하여 주

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허용 류의 크기로 인한 비정

상 인 도체 온도 증가 감지를 목표로 한다. 도체 주 온

도는 허용 류에 음의 계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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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가 높을 경우 허용 류는 작아지고 주  온도가 

낮을 경우 허용 류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상시 

온도(약 25℃)에서의 류와 선온도를 측정하 고 높

은 온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구 하여 높은 온도(약 

40℃)에서의 류와 선온도를 측정하 다. 평상시 온

도에서 도체는 약 120mA, 100℃ 부근에서 열화 상이 

나타났고, 높은 온도 조건에서는 95mA, 100℃ 부근에서 

열화 상이 나타났다. 선의 허용 류가 낮아짐에 따라 

허용 류 이상 류가 흐르는 과 류 상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그 결과 선의 온도상승도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의 허용 류가 낮아지

고 주변온도가 낮았을 때와 비교하여 비슷한 류값 임에

도 선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주변온도 낮을 때 – 약 120mA 류에서 열화진행 / 

주변온도 높을 때 – 약 90mA 류에서 열화 진행) 온도

센서로 주변온도를 측정하여 값이 40℃ 이상, 류센서로 

류를 측정하여 값이 80mA이상, 비  온도센서로 

선의 온도를 측정하여 값이 70℃이상인 경우를 단기

으로 설정하여 주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허용 류의 

크기로 인한 비정상 인 도체 온도 증가를 감지하도록 

하 다. 의 기 일 경우 각 센서에서 디지털 신호

(HIGH)를 출력하고 논리회로의 AND게이트에 입력되도

록 하여 최종 1(HIGH)를 출력함으로써 주변온도 상승에 

의한 선온도 상승을 감지하고 녹색LED가 등되게 하

다. 

4.5 평가

본 실험을 통하여 다른 물리  변화를 측정하는 세 가

지 센서를 사용하여 각 물리량만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센서의 이벤트 데이터 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감지 목표를 

만들어 이를 인식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Ⅴ. 결  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상황인식에서보다 다양한 상황

을 인식하는 것은 요한 목표이다. 그 지만 제한된 센

서 자원과 데이터처리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제 세계의 상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제한된 감지장치만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감

지하는 상황 정보를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진핵동물의 체내에서 세포를 생성할 

때 활용하는 Exon-Intron 알고리즘을 모방하여 상황인

식 시스템에서 획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조합하여 처리

함으로써 상황정보의 다양화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 다. 

기설비 분야에서 배 반에 센서를 설치하여 련한 상

황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은 하나의 센서를 

통하여 획득하는 정보가 각 하나씩 응되었으나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다수의 추가 상황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음을 보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벤트 데이터

에 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연속 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의미있는 이벤트 데이터를 획득하는 

자세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상황정보를 고 화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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