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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비전문가들도 시계열 데이터를 필요한 형태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공공 시계열 데이터들의 저장 형태를 파악하였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4가지의 시계열 데이터 변환 패턴을 정의하였다. 또한, 변환 패턴을 정형화하기 위해 파라미터를 

구조화하고 이를 해석하여 변환하는 변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변환 모듈은 제안하는 입력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데이터 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활용이 쉬우며 다수의 공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

환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키워드: 시계열 데이터 (Time series data), 데이터 변환 (Data transformation)

활용 목적 기반 시계열 데이터 변환 방법
황지수O, 문재원*

O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e-mail: {jshwang34, jwmoon}@keti.re.krO*

Transformation method of time series data based on 

utilization purpose
Jisoo HwangO, Jaewon Moon*

O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I. 서론

시계열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1]. 최근 IoT,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연구·산업 분야에서 시계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계열을 주로 저장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유연한 스키마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차이가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르다 [2][3].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의 단순 

저장 관리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분석 활용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를 갖춰야 한다. 유연한 스키마를 따르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바로 

분석 활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시계열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는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구조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축으로 용도에 맞는 데이터 정보를 연결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변환을 비전문가가 쉽게 

일반화하여 적극적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I. 본론

1. 데이터 변환 프로세스 정의

본 논문에서는 Kaggle,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공공데이터포털, 

K-water 공공데이터개방포털 등 국내와 해외의 공공 데이터 열람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50건을 선택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저장패턴을 

파악하였다. 조사된 패턴에 따라 4가지 데이터 변환 패턴 타입을 

정의하였다. 또한, 출력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유일한 시간 스탬프를 갖는 테이블 데이터 형태로 정의하

였다. <Figure 1>은 제안하는 데이터 변환 엔진을 활용해 데이터 

변환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여러 시계열 데이터 형태가 입력되어도 

적절한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선정의 한 결과 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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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form Process

2. 데이터 변환 패턴

2.1 변환 패턴 1

공공 데이터 중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형태는 시간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구성된 테이블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시간 축을 기준으로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만 선택하여 시계열 데이터

로 생성한다. <Figure 2>는 입력데이터에서 Col1, Col2, Col3만 

추출한 결과 데이터 예시이다.

(Input)

Time Col1 Col2 Col3 Col4

20210531 10:30:22 a a d 1

20210531 10:30:23 b d s 1

20210531 10:30:24 c a a 3

↓

(Output)

Time Col1 Col2 Col3

20210531 10:30:22 a a d

20210531 10:30:23 b d s

20210531 10:30:24 c a a

Fig. 2. Data Transform Pattern 1

2.2 변환 패턴 2

두 번째 변환 패턴 형태는 특정 열의 값이 미리 정의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 행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 특정 열에서 특정 값이 포함된 

행만 선택한다거나, 특정 값 이상인 행을 선택할 수 있다. <Figure 

3>는 입력데이터에서 Col1열의 값이 a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행 중 Col2와 Col3 열만으로 데이터를 구성한 예이다.

(Input)

Time Col1 Col2 Col3 Col4 Col5

20210525 a x 22 1 1

20210525 b y 16 1 1

20210525 c z 7 3 2

20210526 a y 33 0 5

20210526 b x 9 3 5

20210526 c m 6 2 3

20210527 a m 27 2 2

↓

(Output)

Time Col2 Col4

20210525 x 1

20210526 y 0

20210527 m 2

Fig. 3. Data Transform Pattern 2

2.3 변환 패턴 3

데이터 변환 패턴 세 번째는 동일 시간대에 다수의 행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된 시간에 대한 데이터값을 처리하여 축약된 

데이터를 만드는 변환 패턴이다. 이 변환 패턴의 데이터 처리 방법은 

중복된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값을 합, 평균 제거, 최댓값 선택, 

최솟값 선택 등을 활용해 유일한 시간 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Figure 4>는 Col1, Col3, Col4, Col5의 값 중 동 시간대의 값을 

합산하여(Sum) 결과물을 생성하는 예이다.

(Input)

Time Col1 Col2 Col3 Col4 Col5

20210525 22 1 1 1 1

20210525 16 1 1 1 11

20210526 33 0 5 4 17

20210526 9 3 5 3 26

↓

(Output)

Time Col1 Col3 Col4 Col5

20210525 38 2 2 12

20210526 42 10 7 43

Fig. 4. Data Transform Pattern 3

2.4 변환 패턴 4

네 번째는 특이한 시간 정보 열에 관해서 변환하는 패턴이다. 

이는 시간 정보가 다수의 열에 기술되어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간 축으로 변환하고 24시로 기록된 값을 00시로 변경한다. 

공공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공개 데이터가 00시를 24로 잘못 

표기하고 있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 축의 값이 

유일해야 하므로 시간 값을 00시부터 23시 사이의 값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Figure 5>는 Time1, Time2로 시간이 나뉘어 있으며 Time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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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값은 24시로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간 열로 병합 

후 마지막 시간 값을 00시로 변경하여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한 예시이다.

(Input)

Time1 Time 2 Col1 Col2 Col3

20210531 10:30:22 a a d

20210531 10:30:23 b d s

20210531 24:00:00 c a a

↓

(Output)

Time Col1 Col2 Col3

20210531 10:30:22 a a d

20210531 10:30:23 b d s

20210601 00:00:00 c a a

Fig. 5. Data Transform Pattern 4

3. 변환 파라미터 정의

이름 설명 Type

DB Name DataBase Name string

Measurement 

Name
Measurement Name string

Data Path 입력 데이터의 위치 string

Date_format
시간 정보 데이터값의 

형태
string, list

Selected_time
시간 정보가 담겨 있는 

열 이름

string, 

dictionary

Selected_datas

저장하고 싶은 특정 

열에 존재하는 특정 

value값

list(diction

ary)

Selected_columns

저장하고 싶은 특정 

열의 이름 or

변경할 열의 이름

list, 

dictionary

Duplicated_time_col

umn_processing_m

ethod

중복되는 시간 정보 

value값을 처리하는 

방법(choose_first, 

choose_final, sum, 

average, min, max 등)

list

Encoding 데이터 encoding 방식 string

src_type 데이터 파일 형식 srting

Table 1. 변환 파라미터의 정의

Input Parameter = 

{ "DB Name": “지정하고 싶은 DataBase 이름” ,

  "Measurement Name":"지정하고 싶은 Measurement 이름",

  "Data Path" : "CSV 파일 경로",

  "Date_format" : "시간 정보 데이터 형태",

  "Selected_time" : “시간 열” or

{“Year”:“시간 열”, “Month”:“시간 열”, 

“Day”:“시간 열”, “Hour”:“시간 열”,

“Minute”:“시간 열”, “Second”:“시간 열”}

  "Selected_datas": 

[{"Selected_columns" : [“col1”, “col2”]}, 

{"Selected_values" : ["value1", “value2”],

{“Selected_function” : [“equal”, “above”]}],

  "Selected_columns" :

[“col1”,“col2”] or

[{“Selected_columns” : [“col1”, “col2”]},

{“Rename_columns” : [“colA”, “colB”]],

  "Duplicated_time_column_processing_method" : 

[{"Selected_columns" : ["Col1", “Col2”]},

{“Processing_method” : [“max”, “average”]}],

  "Encoding" : “cp-949”,

  "src_type" : "csv" }

Fig. 6. Transform Parameters Json File Example

변환 엔진은 입력 변환 파라미터에 의거하여 데이터를 재가공한다. 

<Figure 6>은 Json 파일로 기술된 parameters 입력 예를 나타낸다. 

DB Name, Measurement Name, Data Path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

터 이름, 데이터 저장 위치를 기술한다. 다양한 시간 값을 변환하기 

위해서 Date_format 파라미터에 데이터의 시간 정보 데이터 포맷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서 “2021-06-22 11:32:25”로 데이터가 표시되었

다면 “%Y-%m-%d %H:%M:%S”로 입력한다. Selected_time은 

시간 정보 열을 지정해주는 파라미터로 시간 정보 열이 1개일 경우 

해당 열의 이름을 기록한다. 만약 시간 정보 열이 2개 이상이라면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에 해당하는 시간 열의 

이름을 입력한다. 예를 들어 <Figure 7>은 “Time1”과 “Time2” 

이름으로 구성된 2개의 열에 시간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에 

Selected_time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Time1 열에는 

연/월/일 정보가, Time2 열에는 시간/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Figure 7>처럼 기술한다. 정보가 없는 파라미터는 “-”으로 입력한다. 

"Selected_time" : 

{“Year”:“Time1”, “Month”:“Time1”, 

“Day”:“Time1”, “Hour”:“Time2”,

“Minute”:“Time2”, “Second”:“-”}

Fig. 7. Type4 Selected_time Parameter 예시

파라미터 중 변환 패턴 두 번째에 해당하는 Selected_datas는 

선택하는 열과 기준값, 비교 값 선택 함수를 입력한다. 비교 값 선택 

함수 종류에는 equal, above, below, less than, exceede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Selected_columns는 출력 데이터에서 선택하고 

싶은 열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열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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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icated_time_column_processing_method 파라미터는 세 

번째 변환 패턴을 위해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중복된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방법에는 Sum, Average, 

Max, Min, Remove 등을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출력에서 

선택하고 싶은 열 마다 처리 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Encoding 

파라미터는 테이블 데이터가 저장된 encoding 방식을 기술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 열람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 데이터,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 데이터, 서울 버스 이용객 수 데이터,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데이터 등 50건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데이터로 

활용하고 특정 출력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Figure 8, 9>는 제안하는 파라미터를 활용하여 두 번째 변환 

패턴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서울 지하철 이용객 수 공공 데이터를 

변환 패턴 2에 따른 결과물로 변환함을 확인할 수 있다.

Input Parameter = 

{ "DB Name": “Seoul_Subway” ,

  "Measurement Name":"Line3_Dongdae",

  "Data Path" : "/data/CARD_SUBWAY_MONTH_202104.csv",

  "Date_format" : "%Y%m%d",

  "Selected_time" : “사용일자”

  "Selected_datas": 

[{"Selected_columns" : [“노선명”, “역명”]}, 

{"Selected_values" : ["3호선", “동대입구”],

{“Selected_function” : [“equal”, “equal”]}],

  "Selected_columns" :

[{“Selected_columns” : 

[“승차총승객수”, “하차총승객수”]},

{“Rename_columns” : 

         [“number of passengers getting in”,     

               “number of passengers getting off”]}],

  "Duplicated_time_column_processing_method" : None,

  "Encoding" : None,

  "src_type" : "csv" }

(Input)

Fig. 8. Data Transform Pattern 2 Input, Parameter

(Output)

Fig. 9. Data Transformation Pattern 2 Output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배포되는 공공 데이터의 입력을 분석에 용이한 

시계열 데이터 형태의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4가지 변환 패턴을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변환 모듈은 원 입력데이터와 함께 규격화된 

파라미터를 기반하여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를 4가지 패턴에 근거하여 변환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처리에 있어 데이터 전처리 비전문가들도 

데이터를 쉽게 재가공할 수 있으며 시간 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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