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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등장함으로써 국내외 IoT 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IoT 디바
이스들로 구성된 IoT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제어 엔지니어링의 접근방법
중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기술은 오류의 발생 시기 식별 및 오류 유형과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이
다.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기술은 센서 값의 장애 패턴을 인식하거나 측정값과 예측값의 불일치
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재 감지 시스템에서의 지도학습 기반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지도학습 방법 중 하나인 선형
회귀 모델을 활용하여 실효습도와 온도 센서 값을 통해, 화재를 예측하거나 Fault 상황을 Detection 한다.

1. 서

2. 관련연구

론

최근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외
IoT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 동안 최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렇듯 IoT 시장 규모의 성장
과 수많은 IoT 디바이스들로 인하여 IoT 네트워크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매니저로부터의 관리 시스템이 아닌 자
율적인 IoT 디바이스들의 관리를 위해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Fault Detection, Isolation 하
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ault 상황
자율 인지 기술은 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IoT
디바이스의 장애를 분류, 장애상황 발생 시 Isolation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
인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나리오와 시스템 구조를 명시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지도학습을 적용한 자율적인 장애 상황
Isolation 기법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지도 학습 기반
Fault Detection, Isolation 기술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끝
으로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한
다.1)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장애 상황 인지 및 격리는 오류의 발생 시기 식별 및
오류 유형과 그 위치를 찾아내는 제어 엔지니어링의 하
위 필드다. 장애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센서 값의 장애 패턴을 직접 인식하
는 방법과, 예측 값과 실제 센서 값 사이의 불일치 분석
방법이 있다.[2]
선형회귀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
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분석 기법이다.
만약 값을 예측하기위해 선형 회귀를 사용하는 경우, 먼
저 데이터에 적합한 예측 모형을 개발한다. 그리고 개발
한 선형 회귀 식을 사용해 y가 없는 x값에 대해 y를 예
측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다.[3]
       
(1)
       
수식 (1)은 단순선형회귀모형을 나타낸다. 여기서 y는 반
응변수, β0와 β1은 각각 절편과 기울기이고, ε는 모형
의 오차 값을 나타낸다.
3. 시나리오 및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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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전달받은 측정값을 기반으로 관리서버는 단순선
형회귀모델을 구성한다. 이 때의 관리서버는 선형 회귀
모델을 위해 x값을 실효 습도로, y값을 측정된 센서의
값으로, 그리고 ε값은 센서의 오차율로 선정한다.
1)
관리 서버는 종속 변수인 x값인 실효 습도의 값을 측
정한다. 실효 습도는 실제로 측정한 습도가 아닌 1주
일 정도의 상대 습도 값을 나타낸다. 실효습도는 다음
과 같은 식을 통해 얻어진다.[4]


      

그림 1. System Model

 

 

본 시스템은 하나의 관리 서버와 화재 탐지를 위한 수많
은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있다. 관리 서버는 각각의
IoT 디바이스들의 위치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각
위치마다 보다 정확한 화재 감지를 위해 2개 이상의 온
도센서와 습도센서가 존재한다. 각 센서들 중 한 개의
센서는 값을 측정하여 관리 서버로 전송하지만, 실제 화
재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화재 감지 IoT
디바이스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서버는 IoT 디
바이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 상황을
식별한다. 장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애를 Isolation 하
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여기서 은 가중치를 의미하며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다.   값은 일 전 평균 상대습도를 나타낸다. 관리 서
버는 각 위치 별 습도센서로부터 평균 상대 습도 값을
계산하고, 현재의 실효습도 값을 계산한다.
2)
계산된 실효습도 값과 현재 온도 센서 값을 통해 관리
서버는 실효습도에 따른 온도 센서 측정값 Training
Data set을 구성한다. 관리 서버는 Training Data set을
기반으로 산점도를 작성한다. 작성된 산점도 상에 두
변수의 평균   ,   값과의 교차점을 통해 회귀선
을 찾는다. 그림 2는 산점도와 회귀선을 나타낸다.

4. 지도 학습 기반 Fault Detection 및 Isolation 기법
Fault Detection 및 Isolation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Algorith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BEGIN
if H (Humidity Sensor value) receive
Calculate He
Add He in training data set
Select Optimal y(regression model)

loop per each temperature sensor
Compare S(temperature value) with y
if S > | y-αy|
if He < 0.6 also | S'-S| < 2ε

그림 2. regression line
그러나              를 만족하는 각 에 대한 
의 선형 모델은 다수의 그래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예측 값의 오차를 줄여, 최적의 예측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리서버는 회
귀 오차의 제곱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표본 회귀선을
찾는 최소제곱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그래프를 산출한
다.[5]

Fire Detection

else

Fault Detection and Isolation

else



No Fault
END

min

   

 

먼저 관리 서버는 Fault Isolation을 위해 기계학습 기
법 중 하나인 지도 학습을 통해 장애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임계 값을 설정해야한다. 그림 1 상 표기된 Nod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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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2)는 최적의 최소 제곱직선을 구하는 식이다.   와
  값에 의해 식 (2)의 최솟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
서버는 먼저   와   값을 계산한다. 계산과정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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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2)의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 편미분 값이 0이 되어
야 함을 이용한다. 계산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값을
도출 할 수 있다.


       

 





  
,   
   



   



(4)



 

계산된 값들을 이용하여 관리서버는 최적의 최소 제
곱직선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 서버는 최적의 기
댓값을 예측할 수 있다.
관리 서버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효습도()에 따
른 온도 센서의 기댓값()을 식별할 수 있다. 식별된 기
댓값과 현재의 온도 센서 값과의 차이를 확인한 관리 서
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Fault
상황을 Detection 및 Isolation 한다.
1)       
만약, 온도 센서 값(  )이 임계치보다 작은 값이라면,
관리 서버는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
2)       
만약, 온도 센서 값(  )이 임계치보다 큰 값이라면, 관
리서버는 실효습도와 같은 위치에 설치된 다른 센서
값(  ′)를 확인한다. 만약   값이 0.6 미만이고,  ′값
이  값과의 차이가 2 미만이면, 화재 발생으로 판단한
다. 이를 제외한 경우는 해당 센서의 Fault 상황을 감
지, Isolation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성능평가
제안하는 Fault Isolation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5대
의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각각의 라즈베
리파이는 온도 센서 및 습도 센서를 연결하였다. 그림 3
은 실제 센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온도 센서 값과 실
효습도 값의 회귀 분석 결과이다.

회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화재 상황 및 Fault
상황을 가정하여 Fault Detection을 확인하였다. Fault 상
황을 재현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는 실제 센서 값이 아
닌 센서의 최대,최소 출력 값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실제
테스트 결과 Fault Detection은 80%정도로 탐지할 수 있
었다. 이는 Training Data set의 보다 정확한 예측 값을
식별하기위한 data sampling 과정과 보다 많은 Training
Data set을 확보한다면 보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 화재 탐지 시스템에서 Fault
상황에 대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 학습을 활
용한 Fault Isolation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화재
탐지 시스템에서의 Fault Isolation 기술은 화재 발생에서
주요한 변수인 실효습도에 따른 온도 값을 예측하고 실
제 센서 데이터 값과의 연산을 통해 Fault 상황을
Detection 및 Isolation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실제 센서
값들을 Training Data Set으로 설정하고 최소제곱법을 활
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 값을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Fault 상황을 보다 자율적이고 정확하게 Detection 및
Isolation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
SDN(Software Defined Network) Controller 등과 결합하
여, Fault 상황을 Detection 및 Isolation 할 뿐 아니라, 네
트워크 관리 기술을 통해 사물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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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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