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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데이터 심 장 기법(DCS)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하고 리하

기 한 표 인 연구이다. DCS 기법에서는 발생하는 데이터를 값에 따라 장을 담당하는 노드들이 할

당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드의 결함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은 DCS 환경에

서 노드 결함에 의한 데이터 소실이 발생하 을 경우, C-Point(Character-Point)기반 근사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물리 데이터의 공간 연속성을 이용하여 소실 데이터를 복구하여 질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인다.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결함이 발생하는 DCS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성능평가 결과, 약 2.5%의 에 지 소모량 증가를 통해 정확도를 약 28% 향상시켰다.

 
■ 중심어 :∣소실 데이터 복구∣데이터 중심 저장∣무선 센서 네트워크∣

Abstract

The data centric storage (DCS) scheme is one of representative methods to efficiently store 

and maintain data generated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the DCS schemes, each node has 

the specified data range for storing data. This feature is highly vulnerable to the faults of nod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ecovery scheme for the lost data caused by the faults of nodes 

in DCS environments. The proposed scheme improves the accuracy of query results by 

recovering the lost data using the spatial continuity of physical data. To show the superiority 

of our proposed scheme, we simulate it in the DCS environments with the faults of nodes. In 

the result, our proposed scheme improves the accuracy by about 28% through about 2.5% 

additional energy consumption over the exist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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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에 탑재된 다양한 센

서 모듈을 활용하여 범 한 역의 환경 정보를 수집

하여 이벤트의 탐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

여 생태계 모니터링, 지능형 주거 환경(U-City),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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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설 등의 다양한 역에서 응용된다[1-3].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함으로써 자체 배터리로 구동되는 센서 노드의 에

지를 효율 으로 활용함으로써 체 네트워크의 수

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센서 네트

워크 환경에서 데이터의 효율 인 장  리를 해 

제안된 표 인 연구로써 데이터 심 장(DCS: 

Data-Centric Storage) 기법이 있다. DCS 기법은 데이

터 값에 따라 장 센서 노드를 특정화함으로써 데이터 

장을 해 필요로 하는 통신 비용을 감소시키고, 질

의 처리 시 질의의 불필요한 범람을 막아 질의 처리의 

효율을 높인다[2].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드는 내장 배

터리의 방 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손 등으로 인해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데이터를 센서 노드 

상에 유지시키는 DCS 환경에서 요한 문제 으로 부

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CS 환경에서 센서 노

드의 결함이 발생하 을 경우, 소실되는 데이터의 특성

을 분석하고, DCS의 소실 특성과 데이터의 공간 연속

성(Continuity)을 기반으로 소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한 C-Point 기반의 소실 데이터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DCS 기법과 문제 에 해 분석하고, 제3장에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복구 기법에 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제안하는 기법을 용하지 않은 환경과의 성능 평가 결

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향후 연구

에 해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장 

방식은 데이터 장 치에 따라 외부 장 방식(ES: 

External Storage), 내부 장 방식(LS: Local Storage), 

데이터 심 장 방식(DCS:Data-Centric Stroage)으

로 구분할 수 있다. ES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지국에 

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집된 모든 센싱 데이터

를 기지국으로 송해야 하므로 높은 라우  비용이 발

생한다. LS는 수집한 센싱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를 수

집한 노드에 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데이터 

장에는 에 지 소모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집 데이터가 

네트워크 반에 분산되어 장되어있어 질의 처리시 

질의를 네트워크 체에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질의 배포 비용이 발생한다. DCS는 데이터 값에 따라 

장될 센서 노드를 지정하고, 해당 범 의 데이터가 

수집되면 미리 지정된 센서 노드에 데이터를 장한다. 

이 방식은 수집 데이터를 네트워크 내부에 장함으로

써 장에 소모되는 에 지를 감소시키고, 데이터 값에 

따라 데이터가 장된 치를 미리 악하는 것이 가능

하고 질의 처리에 참여하는 센서 노드의 수를 최소화하

여 효율 인 질의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까지 다양한 DCS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GHT(Geographic Hash Table), Q-NiGHT(Adding 

QoS to Non-Uniform Geographic Hash Table), 

DIM(Distributed Index for Multi-dimensional data 

storage), KDDCS(k-Dimensional Data Centric 

Storage), DBAS(Dynamic Balanced Storage)[2-6]는 

표 인 DCS 기법이다. GHT는 공간 해싱을 통해 데

이터 값에 따라 데이터가 장될 치를 선정한다. 

Q-NiGHT는 비균일한 네트워크 분포 환경에서 발생하

는 GHT의 장 핫스팟(Hot-spot)문제를 해결하기 

해 비균일 공간 해싱 기법을 이용하여 장 치를 선

정한다. GHT와 Q-NiGHT에서 사용하는 공간 해싱은 

해싱의 특성에 따라 임의의 장 치를 생성한다. 따

라서 비슷한 데이터 값이라 할지라도 지리 으로 연

성이 없는 치에 장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범  

질의 처리를 해서는 센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에 

부분 질의를 송해야 하므로, 비효율 인 질의 처리를 

수행한다. DIM은 센서 노드들이 배포된 지리  공간에 

발생하는 센싱 데이터 범 를 다차원 으로 매핑하고, 

지리  공간을 센서 노드들의 치를 기 으로 

KD-Tree 구조로 분할한다. 이 게 분할된 역은 매

핑된 데이터 범 의 크기와 치에 따라 장될 데이터 

범 가 결정된다. 각 역에 배치된 센서 노드들은 해

당 역 범 의 값 데이터를 장한다. 이를 통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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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의 데이터들은 인 한 치에 장됨을 보장하여 

GHT와 Q-NiGHT가 가지는 비효율 인 범 질의 처

리 문제를 해결한다. KDDCS는 DIM의 고아 역 문제

와 핫스팟 발생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안되었다. 

DIM의 공간 분할 방식을 개선하여 센서 노드가 존재하

지 않는 고아 역(Orphan Zone)의 발생을 제거하 다. 

뿐만 아니라 일부 노드에 장 핫스팟이 발생할 경우 

공간을 분할한 축의 치를 변경시켜 핫스팟 발생을 완

화한다. [그림 1]은 KDDCS의 센서 노드의 치에 따른 

공간 분할과 각 분할 공간 마다 할당된 장 범 를 나

타낸다. 한 그림의 N1 노드에 장 핫스팟이 발생될 

경우 분할 축의 치를 Y = 0.5에서 Y = 0.9로 조정하

여 N1의 부하를 N0에게 분담시키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1. KDDCS의 공간 분할과 분할 축 이동

 

기존의 표 인 DCS 기법인 DIM이나 KDDCS은 

효율 인 데이터 장과 질의 처리를 실 하 다. 하지

만 센서 노드의 일반  특성인 빈번한 결함이 발생하는 

상황에 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센서 노드에 결

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센서 노드가 장하고 있던 데

이터를 모두 소실시키게 된다. 특히, DCS의 장 특성

상 특정 센서 노드는 자신에게 할당된 값의 데이터를 

모두 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노드에 결함이 발생

하면 네트워크 체에서 발생한 해당 범  값을 가지는 

모든 데이터가 소실된다. 이는 소실된 범 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질의를 처리할 때 해당 질의의 결과 정확도에 

치명 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DCS 환경에서는 

소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법이 필수 으로 요구된

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는 크게 센서 모

듈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수치 값과 해당 데이터가 

발생한 치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DCS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수치 값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각 센서 노드마다 장을 담당하는 데이터 값의 범 가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장된 값은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값을 단할 수 있다. 이러

한 반면에 DCS 환경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발생한 치 

정보가 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각 노드들은 자

신이 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발생 치 정보를 유지한

다. 이로 인해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소실 데이터를 복

구하는 선형 회귀나 다  비선형 회귀 기법은 DCS 환

경에서 소실된 데이터의 발생 치 정보는 복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CS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소실의 특성과 데이터의 치 정보를 포함하는 

특성을 고려한 근사 데이터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DIM과 KDDCS와 같이 효율 인 

범  질의 처리를 해 유사한 데이터를 지리 으로 인

한 치에 장시키는 DCS기법에 모두 용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에 한 설명을 용의

하게 하기 해 재 가장 리 인용되는 표 인 

DCS 기법인 KDDCS환경을 기반으로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Ⅲ. 제안하는 소실 데이터 근사 복구 기법

본 장에서는 DCS 환경에서 노드 결함이 발생하 을 

때 소실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한 소실 데이터 근사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근사 복구 기법은 질

의가 발생하 을 때 질의 처리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장하고 있는 센서 노드들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구축

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근사 복구를 수행한다.

 

1. 질의 범위 클러스터 구축
KDDCS 환경에서 범 질의가 발생하 을 때 [그림 

2]와 같이 해당 질의의 범 에 포함되는 센서 노드들로 

질의가 배포된다. KDDCS의 경우 비슷한 값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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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지리 으로 인 한 치에 장되는 공간 속성

을 만족한다. 따라서 KDDCS 기법은 질의 처리에 필요

한 센서 노드들은 그림과 같이 서로 인 한 치에 존

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질의 처리에 필요한 센서 노드들을 포함하는 

단일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림 2. 질의 배포 및 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 구축과정은 질의 범 에 포함되는 센서 노

드들  클러스터 헤더가 될 노드를 선정하고, 헤더로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노드들이 헤더 노드로의 멤버 노

드로 포함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헤더 노드의 선정은 

질의 역에 포함되는 모든 센서 노드들을 상으로 이

루어진다. 클러스터 헤더 선정을 해, 질의 역에 포

함되는 모든 센서 노드들은 식 (1)에 따라 자신의 잔여 

에 지 량을 기반으로 기 시간을 계산하고, 해당 시

간이 지난 후 주변으로 헤더 선언 메시지를 로드캐스

트 한다. 식 (1) 기 시간 연산 식은 자신의 보유한 잔

여 에 지 량에 반비례하게 계산되므로 잔여 에 지 량

이 많을수록 짧은 시간의 기 시간 이후 헤더 선언 메

시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식 (1)의 twait는 자신의 기 

시간, T는 최  기시간, Emax는 최  에 지 량, 

Eresidual은 잔여 에 지 량을 의미한다. 각 노드들은 자

신의 기 시간 안에 다른 노드의 헤더 선언 메시지를 

받을 경우 해당 헤더의 멤버 노드로 참여한다. 이를 통

해 잔여 에 지 량이 가장 많은 노드가 헤더로 선정된다.

  ×

  
식 (1)

(a) 논리적 소실 데이터 영역 

(b) 물리적 소실 데이터 영역 

그림 3. 소실 데이터 영역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헤더는 자신의 멤버들과의 통

신을 통해 멤버들의 결함 유무를 단하고 소실된 데이

터에 한 근사 복구를 수행한다. 멤버 노드들은 헤더

에게 자신의 장 범 , 수집된 데이터와 수집된 데이

터의 발생 치 정보를 송한다. 헤더는 멤버들이 보

낸 범  정보를 조합하고, 질의에 정의된 체 범 와 

비교하여 락된 범 를 단할 수 있다. 한 헤더는 

멤버로부터 받은 수집 데이터와 발생 치 정보를 통해 

질의 결과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지리  분포도를 생성

한다. [그림 3]은 논리  노드 결함  이에 따른 물리  

데이터 소실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림 3-(a)]에서 ‘1X0’ 

노드에 결함이 발생하 을 때 해당 노드가 장하고 있

는 SO2 0.04～0.09ppm범 의 데이터가 소실되어 [그림 

3-(b)]의 선 역의 데이터 분포 정보를 생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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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헤더는 ‘1X0’노드에 결함이 발생한 것을 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실된 데이터 범  한 별하는 것

이 가능하다.

2. 누락 데이터 근사 복구
앞서 헤더 노드에서 생성한 데이터의 지리  분포도

는 노드 결함에 의해 소실된 데이터의 분포 정보가 

락되어있다. 본 장에서는 데이터 값의 공간 연속성을 

이용하여 소실된 데이터 분포 정보를 근사 복구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물리 환경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는 공

간 연속성을 지닌다. 를 들어 특정 지역의 온도가 20

도일 경우 인근 지역의 온도 역시 20도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제안하는 소실 데이터 복구 기법은 이러한 물

리  특성을 이용한다. 헤더 노드는 소실 데이터의 분

포 정보가 락된 데이터 분포도를 소실된 데이터 범

를 포함하는 두 데이터 분포 정보를 이용한다. [그림 3]

의 에서 소실된 SO2 0.03~0.09ppm범  데이터의 분

포 정보를 포함하는 SO2 0.02~0.04ppm범  데이터의 

분포 정보와 SO2 0.09~0.10ppm범  데이터의 분포 정

보를 활용한다. 소실된 데이터의 분포 정보를 산출해 

내기 해 소실된 범 를 포함하는 두 데이터 분포에서 

임의의 지 을 선택하고, 해당 지 들을 직선으로 연결

한다. 연결된 직선들을 동일한 비율로 구분하는 지 을 

산출하고, 해당 지 들을 연결하여 소실된 데이터의 근

사 분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 4-(b)]는 양 의 

데이터 분포에서 각 4개의 임의의 지 을 선정하고, 이

를 기반으로 소실 데이터의 분포 정보를 유추한 결과를 

보여 다. 여기서 선정하는 임의의 지 의 수를 K로 정

의한다.

[그림 4]는 K의 크기에 따른 복구 데이터의 정확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4-(b)]와 같이 K가 작을 경우, 

복구된 데이터의 분포 형태가 실제 데이터에 비해 큰 

오차를 가진다. [그림 4-(c)]는 K의 수를 증가시켰을 경

우, 복구된 데이터 분포를 보여 다. 본래 데이터 분포

와 비교하여 K가 작을 때보다 K가 클 경우 복구된 분

포가 원본 분포와 더욱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K가 클 경우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고, 헤더 노드에 

연산 부하를 증가시켜 높은 에 지 소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K값을 통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분포를 산출할 수 있는 C-Point(Character 

-Point)기반 근사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4. K에 따른 복구 데이터 정확도

C-Point는 분포의 형태에서 형태를 나타내는데 있어 

특징 인 지 을 말한다. [그림 5]의 분포도에서 형태를 

나타내는 특징 인 지 은 굴곡을 보이는 지 이다. 즉, 

검은 으로 표시된 지 이 C-Point이다. 이는 인근 노

드들과 이루는 각도 정보를 통해 자체 으로 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드

들은 자신의 1-홉 이웃 노드들의 치 정보를 알고 있

다. 따라서 자신과 양  노드의 치정보를 통해 자신

과 이웃 노드들이 이루는 각도를 산출하고, 해당 각도

가 미리 정해진 임의의 계수 α˚ 보다 을 경우 C-Point

로 선정 된다. 여기서 α는 임의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값

이 커질수록 C-Point가 증가한다. 이 게 선정된 

C-Point를 기반으로 K를 설정하여, 분포 특징을 최

한 살리면서도 최소의 K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5. 데이터 분포도의 C-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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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값

센서 개수 576 ~ 1600
네트워크 크기(m) 120x120m ~ 200x200m
센서 식별자 크기 4byte
좌표 데이터의 크기 4byte

통신 반경 7m
C-Point α 계수 140˚
결함 발생 비율 10 ~ 50%

표 1. 성능 평가 환경

          


   ∙   ∙
  식 (2)

   ∙  식 (3)

그림 6. 복구된 소실 데이터

[그림 6]은 C-Point를 기반으로 소실된 데이터의 분

포를 복구한 결과를 보여 다. 실제 [그림 4-(c)]에서 

사용된 29의 K값에 비해 히 작은 11의 값을 가지지

만 매우 유사한 복구 결과를 보여 다.

헤더는 복구된 데이터를 체 데이터에 포함시켜 최

종 질의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기지국으로 송한다. 

그 결과 제안하는 기법을 용할 경우 데이터의 소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DCS 기법에 비해 높은 질의 결과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

Ⅳ. 성능평가

1. 성능평가 환경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하여 노드 결함

이 발생한 KDDCS 환경에서 [표 1]과 같은 라미터를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센서 노드의 메시지 송수신에 소모되는 에 지는 

[7][8]에서 제안한 식(2)과 식(3)의 모델을 사용하 다. 

2. 성능평가 결과
[그림 7]은 질의 결과 정확도를 비교하기 해 120m 

× 120m 크기를 가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결함 노드 

비율을 10% ～ 50%까지 변경시켜가며 질의 처리를 수

행한 결과이다. 그 결과 일반 인 KDDCS의 경우 노드

의 결함이 발생한 비율만큼 데이터가 소실되어 질의 결

과 정확도가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평균 54%

의 낮은 질의 결과 정확도를 보 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을 용한 경우 약 77%의 정확도를 보이며, 약 1.4

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결함 발생 비율에 따른 질의 결과 정확도

그림 8.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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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노드의 결함 비율 20% 환경에서 네트워크 

크기를 120m × 120m에서 200m × 200m로 변화시켜가

며 에 지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제안하

는 복구 기법을 용할 경우 일반 인 KDDCS 비해 약 

2.5%의 에 지 소모가 증가하 다. 그 이유는 제안하는 

기법을 용할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클러

스터를 구축하고, 소실된 데이터를 산출하는 추가 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 에 지 소모량

에 비해 상 으로 미량의 에 지 소모이며, 이를 통

해 높은 질의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DCS 기법들의 결함 노

드 발생에 따른 데이터 소실의 문제 을 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해 소실된 데이터를 물리 데이터의 공간 

연속 특성을 이용한 근사 데이터 복구 기법을 제안하

다. DCS 기법의 특성상 노드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특

정 범 의 데이터 체가 소실되며, 소실된 정보는 지

리  정보인 특성으로 인해 복구가 어렵다. 이로 인해 

DCS환경에서 노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낮은 질의 결과

의 정확도 나타내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질의 범  내의 노드들을 기반으

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멤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값과 공간  치를 유추하여 소실된 데이터

를 근사 으로 복구시켜 질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성능평가 결과, 약 2.5%의 에 지 소모량 증가를 통해 

정확도를 약 28% 향상시켰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C-Point 기반 근사 복구 기법의 변수에 따른 성능 평가

를 통해 정확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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