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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네트워크 환경에서 장애상황 인지를 한 
시맨틱 분석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emantic Analysis System for 

Contextual Fault Awareness in IoT Networks)

문 승 일
†
     홍 충 선

††

                                 (Seung Il Moon)    (Choong Seon Hong)

요 약 ICT의 속한 발 을 통해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는 연결사회로 도래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연결사회를 구축하는 주요 기술이며, 재 IoT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 자율 리 기술에 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하고 리하던 기존의 기술은 네트워크 상황을 인지하는데 그 한계가 있

기에 본 논문에서는 Fiesta-IoT 온톨로지 모델  시맨틱 분석기술을 통해 다양한 에서 네트워크 장

애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OCF 표 의 리소스 모델을 이용하여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이를 하여 IoT 기기의 계속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에서 네트워크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

맨틱 분석시스템과 노드의 비정상 센싱 값 수신에 한 상황을 시맨틱 분석을 통해 단할 수 있는 비정

상 상황에 한 오류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개발한 로토타입 구  결과를 소개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 시맨틱 분석, 상호운용성, 고장감내 네트워킹

Abstract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hings are becoming connect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 Internet. The Internet of Things is a key technology for constructing such a connected 

society. Currently, autonomous management technology in an IoT-based network is developing in 

various ways. However, the existing technology that recognizes and manages the fault situation by 

monitoring information through policy has limitations in recognizing the network situation. In this 

paper, to solve this problem, a Fiesta-IoT ontology model and semantic analysis technology are used 

to recognize various situations of network disturbance. We tried to solve the interoperability problem 

by using the OCF standard resource model. To this end, we propose a semantic analysis system that 

can recognize the status of the network from various perspectives by extending the information about 

devices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vices that constitute the IoT network, as well as an 

error-detection algorithm for anomalous states that can use semantic analysis to detect whether a node 

receives an abnormal sensing value. We also develop a semantic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structure and introduce the results of implementing a prototype.

Keywords: internet of things, semantic analysis, interoperability, fault-tolerant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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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oT 네트워크 기반 시맨틱 분석 기술

Fig. 1 Semantic analysis technology based on the IoT Network

1. 서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스마트 오

젝트의 디자인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사용자

와의 상호 작용 방식과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1]. 최근 ICT의 속한 발 으로 인한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이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물

인터넷(IoT)도 속도로 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

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연결사회로 발 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2020년까지 약 250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2]. 이 듯 IoT 네트워크의 발 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사물의 수로 인하여 IoT 네트워크에 

한 자율 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기

존 사물에 한 연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융합

할 수 있는 임워크로써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

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

트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임워크로 성장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IoT가 차지하고 있는 

역이 커지면서 서비스의 신뢰도 역시 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Fault-tolerant 

네트워킹 기술의 요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 

한 여러 분야의 산업에 걸쳐 다양한 랫폼을 통해 제

공되는 IoT 서비스들은 편화로 인하여 상호운용성 문

제 해결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4]에서는 시맨틱 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  이를 이용한 화재감

지 서비스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4]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이를 확장하여, 하드웨어, 데이터, 모델, 쿼

리, 추론, 서비스/응용 로그램 수 에서 시맨틱 기반

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Fiesta-IoT 온톨로지 모델 

 OCF 표 의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여 오 젝트들을 

정의하고 보다 다양한 에서 네트워크의 상태  상

황인지를 한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통한 장애상황 인

지  응용서비스 개발에 하여 논한다.

2. 시맨틱 분석기술

시맨틱(Semantic)의 사  의미는 ‘의미의’, ‘의미론

인’이란 뜻으로 시맨틱 분석기술은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의미 으로 연결하고 분석하기 한 기

술이다[5]. 이러한 시맨틱 분석을 해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 서비스, 장애상황에 한 정보를 의미 기반의 

데이터로 장하기 하여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6]를 이용하여 트리 (시맨틱 데이터의 가

장 작은 부분으로 각각은 주어, 서술어, 목 어로 구성

되어 있다.) 형태로 장한다. 그 후 온톨로지[7] 모델을 

기반으로 RDFS(RDF Schema)[8]를 생성하여 각 정보

의 의미를 확장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oT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시맨틱 분석 과정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IoT 네트

워크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Ontology Translator를 통해 

시맨틱 데이터로 변환하여 Ontology Repository에 

장을 한다. 그리고 시맨틱 분석을 한 IoT 계 설정 

정보와 장애상황 인지를 한 정보를 기반으로 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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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iesta IoT Ontology 모델: Resource Graph

Fig. 2 Fiesta IoT Ontology Model: Resource Graph

Fault- tolerant Manager가 IoT 기기의 논리 속성, 제

공 가능한 서비스 정보, 인지하기 한 장애상황 등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 네트워크에 한 장애여부

를 단한다. IoT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시맨틱 분석기

술은 IoT 기기들의 계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차원 으로 네트워크  상황인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3. Fiesta IoT Ontology 모델

기존의 IoT 서비스들은 다양한 도메인과 랫폼들로 

인해 편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호

운용성에 한 문제가 있었다. Fiesta IoT Ontology[9]

는 유럽의 로벌 IoT 서비스 연동 로젝트 그룹인 

FIESTA-IoT (Federated Interoperable Semantic IoT 

Testbeds and Applications)의 Ontology 로젝트  

하나로 일반 인 IoT 테스트베드 자원, IoT 서비스, 

IoT data 들의 description들을 제공한다. Fiesta IoT 

Ontology는 IoT-lite, M3-lite Taxonomy, SSN, DUL 

등과 같은 다양한 온톨로지 언어의 결합으로 하드웨어, 

데이터, 모델, 쿼리, 추론, 서비스/응용 로그램 수 에

서 시맨틱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Fiesta IoT Ontology 모델을 통해 모델링을 

수행함으로써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그

림 2는 이러한 Fiesta IoT Ontology 모델  Resource

Graph[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10]에

서와 같이 Fiesta IoT Ontology 모델은 다양한 온톨로

지 언어들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온톨로지 언어

로 구성되어 있는 IoT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

에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를 구 하기 해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하고 그 계설정을 통해 Fiesta IoT 

Ontology 모델을 확장한 내용에 한 설명이다. 그림에

서와 같이 기존의 Fiesta IoT Ontology 모델의 Resource 

Graph에서 장애상황 인지와 화재감지 서비스 수행을 

해 Service, Device Info, Device Status, Fault Event, 

Fire Event, Thermometer, Humidity Sensor을 한 

엔티티들을 추가하고 각 엔티티 간의 계도 설정하

다. 이 듯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IoT 네트워크 환경 

 확장성을 고려하기 해 Fiesta IoT Ontology 모델

을 이용하 으며,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해 해당 온톨

로지 모델을 확장하 다. 이 게 온톨로지를 통해 표

된 오 젝트들 간의 계에 기반 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Annotation하여 그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단편 인 정보

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시맨틱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하 다.

4. OCF 표  기반 리소스 모델

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은 표  통신 랫폼, 

Bridge 규격, 오 소스 구   인증 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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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맨틱 기반 서비스 제공을 한 Fiesta IoT Ontology 모델 확장

Fig. 3 Fiesta IoT Ontology model extension for semantic-based service

하여 소비자, 기업  산업 분야의 보안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OCF는 

제조업체  사용자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먼  제조업체를 해 재 IoT 장치  

거시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OCF 인증 제

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사양, 코드  인증 로그

램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해 스마

트 홈 내의 다른 생태계 기기와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

게 하고, OCF의 규격을 수하는 장치와의 상호운용성

을 보장하게 한다[11].

본 논문에서는 이  장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마찬가

지로 편화 되어있는 IoT 랫폼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기 하여 OCF 표 에서 정의한 리소스 모델을 

용하 다[12]. 그림 4에서처럼 OCF에서 정의한 리소

스 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사용될 오 젝트들을 모

델링하고 이를 서비스(Profile)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하 다.

그림 4 OCF 임워크 구조

Fig. 4 OCF framework architecture

그림 5는 이러한 OCF 규격을 통해 모델링한 오 젝

트 명세에 한 제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IoT 노드와 

노드에 사용된 센서 타입에 한 정의를 모델링 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제어하기 한 오 젝트들을 모델

링하고 서비스를 구 할 때 OCF 규격을 기반으로 기기

들을 제어함으로써 추후 OCF 표 의 규격을 따르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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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맨틱 분석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조도

Fig. 7 Semantic analysis system testbed

그림 5 OFC 리소스 모델을 통한 오 젝트 모델링

Fig. 5 Object modeling with the OCF resource model

 서비스와의 연동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시맨틱 분석 시스템 개발

5.1 시맨틱 분석 임워크  테스트베드

본 에서는 시맨틱 분석 시스템 개발내용  시맨틱 

분석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조도에 해 설명하기 , 먼

 시맨틱 분석을 한 임워크에 해 먼  설명한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수집된 기기 등록을 한 Device 

description, 등록된 장치에서 수집된 센싱  상태정보

인 Observation, 서비스 등록을 한 Service description

그림 6 시맨틱 분석을 한 임워크

Fig. 6 Framework for semantic analysis

정보들은 Translator를 통해 온톨로지 언어인 OWL로 

변환되고 Annotator에서 계속성을 기반으로 그 의미

가 확장된다.

이 게 변환된 데이터들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장이 되고 축 된 온톨로지 정보는 상황 인지를 한 정

책  상황 추론을 한 Reasoner 기반의 분석을 통해 

상황인지를 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앞

서 설명한 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한 테스트베드에 

하여 설명한다. 시맨틱 분석 시스템 테스트베드는 IoT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집된 IoT 데이터를 이용하여 

RDF를 트리 로 변환하여 장하고 이와 온톨로지 모

델을 기반으로 RDFS를 생성한 후 시맨틱 분석에 활용

하게 된다. 그림 7은 이러한 임워크를 토 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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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useki 서버

Fig. 8 Fuseki Server

한 테스트베드의 구성도이다. 먼  디바이스 제어 모듈

을 통해 장치의 등록, 제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데이터 

수집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Annotation 과정 후 

취합되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며, 자원 리 

모듈은 장치, 서비스, 정책 등 네트워크 리를 한 자

원들을 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정보를 기반으

로 시맨틱 분석  보안을 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시맨틱 분석을 한 온톨로지 언어의 처리를 해 

Apache의 오 소스 Java 임워크인 Jena API[13]

를 사용하 다. 한 서비스 리자를 통해 운 되는 시

맨틱 기반의 서비스 서버를 해 Fuseki API[14]를 이

용하여 시맨틱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은 시맨틱 데이터를 공유하기 한 Fuseki 서

버의 동작화면이고, 그림 9는 이러한 Fuseki 서버의 

API를 통해 공유 받은 시맨틱 데이터의 호출 결과이다.

5.2 시맨틱 분석 시스템에서의 기기 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맨틱 분석 시스템에서는 각 

오 젝트들을 OCF 표  기반의 리소스 모델을 통해 모

델링 하 고 이러한 오 젝트의 정보 조회, 센서의 센싱 

값 모니터링, 제어를 한 메시지를 정의하 으며, 다음

과 같이 동작한다. 그림 10은 IoT 기기의 모니터링, 등

록 과정에 한 내용이다. 등록할 때 입력한 URI값을 

통해 해당 기기에 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기기

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수 있다. 한 OCF 기반의 리소

스 모델을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해당 기기의 동작을 

정의하여 제어할 수 있다. 먼  등록된 IoT 기기의 정

보를 조회하는 과정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URI를 통해 

특정 기기의 정보(ip, location, os 등)를 조회할 수 있

으며, 특정 IoT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게서 측정한

그림 9 Fuseki 서버를 통해 공유 받은 시맨틱 데이터

Fig. 9 Semantic data shared via Fuseki server

그림 10 IoT 기기의 모니터링/등록 과정

Fig. 10 Monitoring and registration process of IoT devices

그림 11 IoT 기기의 제어과정

Fig. 11 Control process of IoT devices

센싱 값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11은 등록된 IoT 기기를 제어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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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테스트베드 로토타입

Fig. 12 Testbed prototype

정에 한 설명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POST 메시지를 

통해 해당 기기의 정책  “sen-period”값을 지정하여 

IoT 노드 센서의 센싱 주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 

정의된 메시지를 통해 on, off 등 기본 인 동작을 제어

할 수 있다.

5.3 시맨틱 분석 시스템 개발 환경  로토타입

본 에서는 시맨틱 분석 시스템 개발 환경과 구 된 

테스트베드 로토타입에 하여 설명한다. 먼  표 1에

서와 같이 IoT 노드는 라즈베리 이를 사용하 고 IoT 

랫폼은 IoTivity를 이용하 다. 그리고 MQTT 로

토콜을 이용하여 센서에서 센싱된 값을 등록된 topic에 

맞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달받을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시맨틱 분석을 한 기능들의 구 을 

해 Jena API 3.2.0 버 을 사용하 다.

그림 12, 13은 구 한 테스트베드 로토타입에 한 

내용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oT 노드와 서버 

사이는 MQTT 로토콜을 통해 통신하며 IoT 노드의 

정보와 센싱 값에 한 모니터링 값은 GUI 기반의 서

비스 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통한 Fault-tolerant 

네트워킹 기술 구

본 장에서는 제안한 IoT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 센싱 값 수신에 

한 오류를 탐지하고 이에 한 체노드 검색  체

표 1 시스템 개발 환경

Table 1 System development environment

MQTT version: 

∙Raspberry Pi node (Paho Mqtt 3.1) and Server 

(mosquitto-1.4.11 with Java mqtt- client 0.4.0)

OS version: 

∙Raspberry Pi node (Raspbian GNU/Linux 8.0 

(Jessie)) and Server (Windows 8.1/10)

IoT Platform:

∙ IoTivity 1.2.0.

Sensor product version:

∙DHT11 temperature-humidity sensor.

Programming Language:

∙ (Raspberry Pi node: Python 2.7.9, Message 

format: JSON, Server: Java 1.8).

Jena API Version:

∙ 3.2.0.

경로 요청을 통한 Fault-tolerant 네트워킹 기술에 해 

설명한다. 알고리즘 1은 비정상 센싱 값 수신 오류 탐지 

알고리즘이다.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센

서의 센싱 값을 모니터링 하다 이  주기 비 센싱 값

의 변화량이 임계 값 보다 크게 되면 기존의 모니터링 

기술로는 센서의 문제인지 환경정보의 변화인지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

생하게 되면, 먼  같은 공간 내 같은 센서 타입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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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맨틱 분석을 통한 체노드 검색

Fig. 14 Alternative node search through semantic analysis

그림 13 테스트베드 로토타입

Fig. 13 Testbed prototype

알고리즘 1. 비정상 센싱 값 수신 오류 탐지 알고리즘

For each normal device,

For each sensor node  ,

∙이  주기와 비교하여 센서 의 변화율이 15% 이

상인지 확인한다.

∙ If it does, 같은 공간에 있는 같은 센서 타입의 평

균 센싱 값과 비교하여 오차율이 15% 이상인지 확

인한다.

∙ If it does, 같은 공간 내 센서 가 비정상 센싱 

값을 보내기 때문에 비정상 센싱 오류로 단하고 

체노드 검색  SDN 컨트롤러에게 체노드 

생성 요청을 한다.

∙Otherwise, 해당 공간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상황으로 인지한다.

∙Otherwise, 이상 없음. 

노드를 통해 해당 공간의 평균 센싱 값을 구하게 된다. 

그 다음 문제노드에서 센싱된 값과 비교하여 오차율이 

임계 값 이상이라면 해당 노드가 문제 있다고 단하여 

이를 체할 수 있는 노드를 검색한 후 이 정보와 함께 

체노드 생성 요청을 컨트롤러에게 하게 된다. 만약 평

균 값의 오차율이 임계 값 이내라면 이는 해당 공간 환

경에 한 상태 변화( : 화재 등)임으로 이를 리자에

게 알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4는 문제 노드 발생 시 필요한 체노드 검색

을 시맨틱 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어노테이션 작업을 통해 확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 노드가 설치된 같은 공간 내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검색하여 체노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확보된 체노드와 문제노드를 컨트롤러에게 보

내 체경로를 생성함으로써 네트워크 장애상황에 하

여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게 된다.

알고리즘 2는 네트워크 링크 문제로 인하여 데이터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탐지하고 감내하여 

네트워크의 강인성을 증가시키기 한 알고리즘이다. 먼

 등록된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Location 에서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노드

의 정보를 계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맨틱 분석 

기술을 통해 얻은 후 사용되는 센서 노드의 리스트인 

  를 생성한다. 그 다음 생성된 센서 노드 리스트

를 이용하여 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가 특정 노드의 센싱 

값에 한 분당 loss rate이 30% 이상인 노드가 발견된

다면, 해당 노드인 
 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링크

인 의 링크 용량 비 사용량을 계산한다. 그 후 

링크의 사용량이 링크의 용량 비 80% 이상인 링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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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SDN 컨트롤러에게 체경로 생성 요청을 

통해 링크의 부하를 분산시킴으로써, 링크의 혼잡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링크의 사용량이 링크의 용량 비 80% 이상인 링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loss rate이 증가한다면, 링크의 사

용량이 링크의 용량 비 가장 큰 링크를 선택하여 해당 

링크의 분당 패킷 loss rate을 계산하여 30% 이상이 넘

는지 확인한다. 이때 loss rate이 30% 이상이라면, 마찬

가지로 SDN 컨트롤러에게 체경로 생성 요청을 하고 

해당 링크의 부하를 분산시킨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

해 네트워크의 링크 문제로 인한 데이터 유실 상황을 

탐지하고 감내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강인성을 높일 수 

있다.

알고리즘 2 : 네트워크 링크 문제로 인한 데이터 

유실 오류 탐지  감내 알고리즘

For each normal device,

For each sensor node  ,

∙ 리하고 있는 Location 에서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노드의 정

보를 시맨틱 분석을 통해 얻은 후 사용되는 센

서 리스트  를 생성한다.

∙센서 
 의 센싱 값의 분당 loss rate이 

30%가 넘는 노드가 있는지 확인한다.

∙ If it does, 
 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링크 

의 링크 용량 비 사용량을 계산한다.

∙ If it does, 링크의 사용량이 링크의 용량 

비 80% 이상인 링크가 있는지 확인한다.

∙ If it  does, SDN 컨트롤러에게 체경로 

생성을 요청한다.

∙Otherwise, 링크의 사용량이 링크의 용

량 비 가장 큰 링크의 분당 패킷 loss rate

을 계산하여 30%가 넘는지 확인한다.

∙ If it does, SDN 컨트롤러에게 체경

로 생성을 요청한다.

∙Otherwise, 이상 없음.

∙Otherwise, 링크의 사용량이 용량 비 가장 

큰 링크의 분당 패킷 loss rate을 계산하여 

30%가 넘는지 확인한다.

∙ If it does, SDN 컨트롤러에게 체경

로 생성을 요청한다.

∙Otherwise, 이상 없음.

∙Otherwise, 이상 없음.

7. 시스템 구  결과에 한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결과에 하여 

설명한다. 그림 15는 구 된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 

되고 있는 상황에 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험

을 해 351호와 352호에 총 다섯 의 라즈베리 이 

기반의 IoT 노드를 설치하 고 해당 공간의 온도와 습

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5 구 된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시나리오

Fig. 15 Monitoring scenario through the implemented 

system

그림 16 IoT 노드의 상태정보

Fig. 16 IoT Node status information

그림 16은 구 한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는 

IoT 노드의 상태정보 확인 창이다. 이를 통해 등록된 

IoT 노드의 ID, 설치된 장소, OS, IP, 등록된 서비스, 

설치된 센서 종류, HW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안하는 시스템은 IoT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맨틱 기반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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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에서 장애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앞장에서 설

명했듯이 IoT 노드의 센서에서 이  주기 비 임계값

을 넘는 센싱 값이 측 될 경우 시맨틱 분석을 통해 

IoT 노드의 센서가 비정상 인 센싱 값을 보내는 장애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 환경상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상황인지 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7은 앞서 6장에서 설명한 비정상 센싱 값 수신 

오류에 한 시나리오를 용하여 해당 장애상황을 탐

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처럼 이  주기

비 비정상 센싱 값을 수신하게 되면 시스템은 센서의 

문제인지 환경정보의 변화로 인한 상황인지 단하기 

해 IoT 기기들의 계속성을 이용하여 같은 공간 내

에 설치되어있는 같은 센서들의 평균 센싱 값을 구하고 

이에 한 오차율을 계산하게 된다. 그 후 오차율이 임

계값 이상이라면 해당 노드의 장애상황이라고 단하고 

이를 리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와 반 로 같은 공간 내에 설치되어있는 같은 센서

들의 평균 센싱 값과의 오차율이 임계값 이내라면, 이는 

환경상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며, 그림 18은 이

그림 17 비정상 센싱 오류 탐지 결과

Fig. 17 Abnormal sensing-error detection result

그림 18 화재 탐지 결과

Fig. 18 Fire detection result

그림 19 네트워크 링크 문제로 인한 데이터 유실 오류 

탐지 결과

Fig. 19 Data loss error detection result due to network 

link problem

런 상황에 한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해 구 한 화재

감지 서비스의 탐지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화재상황 

탐지를 해 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

는 공간의 온도  습도의 값이 임계값 이상이며 이에 

한 상황을 리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림 19는 네트워크 링크 문제로 인한 데이터 유실 

오류에 한 탐지 결과이다. 6장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링크 문제로 인한 데이터 유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림에서와 같이 해당 장애상황을 인지하고 SDN 컨트롤

러에게 새로운 경로 생성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리

자에게 보고한다.

8.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자율 리하기 

해 필요한 시맨틱 기반의 분석 시스템  이를 활용

한 Fault-tolerant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 하여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맨틱 분석 시스템은 상호운용성 문제

해결을 하여 시맨틱 기반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Fiesta IoT 온톨로지 모델  OCF 표  기반의 리소스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 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IoT 랫폼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제안하는 시맨틱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탐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일차원 인 모니터링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 상태 정보 변화에 응  이에 

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보다 상호운용성에 을 맞춰 실제 다양한 

랫폼 연동을 통한 이종 랫폼간의 유기 인 연결방

법에 해 연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오버헤드 문제

에 한 해결방법  시맨틱 분석 기반 네트워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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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보다 사용자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연구할 것이다. 한 제안하는 시스

템의 경우 앙집 식 기반의 시스템으로 노드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할 경우 앙 서버에서 모든 노드

에서 올라오는 요청을 처리하기에는 그 구조 인 한계

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 분산처리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확장성(scalability)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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