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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been used in many applications such as marine environment, army installation, 

etc. The sensor data is very important, because all these applications depend on sensor data.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failures becomes high since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a wireless sense network has an 

sensitive effect on its communications. In particular, communication failures in underwater communications occur 

more frequently because of a narrow bandwidth, slow transmission speed, noises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so on. In cases of communication failures, the sensor data can be lost in the sensor data 

delivery process and these kinds of sensor data losses can make critical huge physical damages on human or 

environments in applications such as fire surveillance systems. For this reason, although a few of studies for 

storing and compressing sensor data have been proposed, there are lots of difficulties in actual realization of the 

studies due to none-existence of the framework using network commun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for reducing loss of the sensor data and analyze its performance.

The our analyzed results in non-framework application show a decreasing data recovery rate, , as t time 

passes after a network failure, where T is a time period to fill the storage with sensor data after the network 

failure. Moreover, all the sensor data generated after a network failure are the errors impossible to recover. But, 

on the other hand, the analyzed results in framework application show 100% data recovery rate with 2~6% data 

error rate after data recovery.

Key words : Framework for Sensor Data Loss Decrease, Sensor Data Loss Decrease, 2MC (Maximum/Minimum 

Compression), CQP (Circular Qeue based on Period), WSN (Wireless Sensor Network)

요   약

무선센서네트워크는 해양환경, 군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통신은 주위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수중통신의 경우 좁은 대역폭과 느린 전송 속도, 주변 환경의 잡음 등으로 인해 

전파통신에 비해 통신장애는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센서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

고, 이는 화재감지 시스템과 같이 실시간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아 그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센서 데이터의 손실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장애 발생 후 t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는 통신장애 발생 시 

데이터 저장에서 메모리가 full 상태가 되는 시간)의 복구율 감소를 보인다. 게다가,  T 시간 이후의 센서 데이터는 모두 

복구가 불가능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는 100%의 데이터 복구율과 2~6%의 복구 후 

데이터 오차율을 보인다.

주요어 : 센서 데이터 손실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 2MC (Maximum/Minimum Compression), 

CQP (Circular Queue based on Period), WSN (Wireles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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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센서네트워크(WSN : Wireless Sensor Networks)

는 군사, 해양, 스마트 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

다(Nam et al., 2014; Maciuca A et al., 2013; Yunhao 

et al., 2013). 하지만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통신환경

은 안개, 태풍, 비 등의 자연환경과 기타 요소들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수중통신의 경우 느린 전송속도와 제한된 대역

폭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파통신에 비해 통신장애 

발생 빈도가 더 높다(Park et al., 2010).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감지 시스템, 군사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등과 같이 실시간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는 센서 데이터의 손실이나 데이터 전달 지연으로 인해 

센서 데이터의 손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감지 시스템의 경우 초기에 화재감지가 된다면 

산불을 빨리 소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손실된다면 엄

청난 피해액의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U-Health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도 하다. 기존의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센서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들은 모두 손실되었다. 센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연구로 센서 데이

터를 저장하고 압축, 복원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왔다(Shin 

et al, 2014; Shin et al, 2015). 하지만 실제 통신 프로그

램이 개발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제안되지 

않아서 실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에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을 위한 2MC (Maximum/ 

Minimum)(Shin et al, 2015) 방법을 기반으로 통신장애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의 손실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실제 통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가이드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중 음파통신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서 데이터의 손실 감소를 위한 데이터의 저장 및 압

축 방법은 MCU의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가능하다. 보

통 MCU는 플래시 영역, 프로그램 코드 영역, 실행 영역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 영

역의 크기가 300KB라고 하고 1Byte 크기의 센서 데이터

를 5분 주기로 전송할 때 약 10일 동안 통신장애 환경에

서 버틸 수 있게 해준다(Shin et al, 2014; Shin et al, 

2015). 본 논문은 2절에서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논문을 리뷰하고, 3절에서 센서 데

이터 손실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 4절에서 성능분석, 5

절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로 마무리 짓는다.

2. 관련연구

일반적인 압축 방법에 있어 기존에 데이터의 차

이 값만 저장하는 DPCM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과 DPCM의 기울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ADPCM (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등 멀티미디어 압축 방법이 활발하게 연구

되었다(Choi, 2013; Zhao Yun et al., 2011). 하지만 기

존의 연구는 단순히 압축 용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해 사용하

기에는 부적합했다. 

최근에는 데이터 오류를 판별하기 위해 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연관

된 데이터가 아닌 것을 찾아내 관련된 데이터로 복구해

주는 기법이 연구되었다(Uk et al., 2007).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센서 데이터를 최대/최소값 

중심으로 선택하는 2MC (Maximum/Minimum 

Compression) 방법이 연구되었고, 이 방법은 CQP 

(Circular Queue based on Period) 에 기반한다(Shin et 

al, 2014; Shin et al, 2015). 기존의 저장 및 압축 방법들

은 센서 데이터 복구 시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2MC 방법은 센서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최대/최소값 중심으로 압축해 데이터 복

구 시 평균 오차율이 CQP 방법에 비해 최대 약 33% 감

소하였다.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센서 데이터 손실비용 감소

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연구되었지만, 이는 각 노드에 센

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를 나눠주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한 전체

적인 구현에는 어려움을 준다(Shi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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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임워크 개요

3.1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한 프레임워크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센서 데이

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센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해 센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기 전까지 메

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가 가득 찬 경우 데이

터의 압축이 필요하다. 통신이 복구된 이후에는 압축으로 

인해 손실되었던 센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안도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애 식별과 장애 상황 전달

을 시작으로 센서 데이터 압축, 네트워크 복구 식별과 복

구 상황 전달, 데이터 저장과 압축, 압축 데이터 전달과 

복구 등 일련의 이들 과정과 각 방법을 포함하는 센서 데

이터 압축과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센서 데이터 압축 및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Fig. 

1)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상적인 통신 환경에서 각 노드는 

주기에 따른 센싱을 진행한다
1). 정상적인 통신 환경이란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때,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2)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후손 노

드에 통신장애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파한다
3). 통신

장애 그룹은 (Fig. 2)와 같이 통신장애가 발생한 두 노드 

사이에서 상위 노드는 통신장애 그룹의 부모 노드, 하위 

노드는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로 정의하며,  통신장

애 그룹의 자식노드부터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손노드 까지를 통신장애 그룹이라 한다. 통신장애 그룹

의 자식 노드는 통신장애 상황 메시지를 후손 노드로 전

파하고 난 후 장애복구 상황을 전파 받을 때까지 센서 데

이터의 저장 및 압축을 진행하며, 이 메시지를 수신한 후

손 노드들도 마찬가지로 장애복구 상황을 전파 받을 때

까지 부모 노드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각 노드

에서 센서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을 진행한다
4). 그 후 통신

장애 그룹의 자식노드가 통신장애 그룹의 부모 노드와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면,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장애 전파 상황과 같은 절차로 후손 노드로 장애 복구상

황 전파 메시지를 전파한다
5,6). 장애복구 상황을 전파받

은 노드는 압축된 센서 데이터를 상위 노드로 전송하게 

되고
7),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하위 노드로부

터 수신한 압축 데이터의 복구를 최종적으로 서버에서 

수행하게 된다
8). 

Fig. 1. A Framework for Sensor Data Compression and 
Recovering

3.2 노드 타입 별 압축과 복구 프레임워크의 처리 프

로시저

3.1절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처리 프로시저는 

장애 그룹에 속한 노드가 자식 노드인지, 중간 노드인지, 

아니면 단말 노드인지에 따라 다르다. 이 절에서는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 그리고 복구를 위해 통신 장애 그

룹의 자식 노드를 위한 프로시저 (Fig. 3), 중간 노드에 

대한 프로시저 (Fig. 4), 단말 노드에 대한 프로시저 (Fig. 

5)를 각각 제시한다.

Fig. 2. Components of Communication Fail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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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ing Procedure for Child Node Framework in 
Communication Failure Group

먼저,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에 대한 프레임워크

의 처리 절차 (Fig. 3)는 다음과 같다.

Step 1.노드에 전원이 공급된 후 상위 및 하위 노드와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면, 기본 주기에 따  

        라 센싱하고, 노드의 메모리에 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Step 2.센서 데이터가 상위 노드로 정상적으로 전달되  

        면 메모리에 저장했던 센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Step 1.을 수행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Step 3.으로 분기한다.

Step 3.이웃한 하위 노드로 ‘CF Message’

        (즉, Communication Failure Message)를 전파  

        한다. 

Step 4.통신이 복구 될 때까지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  

        고, 메모리가 가득 차면 압축을 진행한다.

Step 5.통신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복구가 되  

        지 않은 경우 Step 4.로 분기한다.

Step 6.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후손 노드에게 

        ‘R Message’(즉, Recovery Message)를 전송한다.

Step 7.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후속 노드의 압  

        축 센서 데이터를 모아 부모 노드로 전송한다.

통신장애 그룹의 중간 노드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처리 

절차 (Fig. 4)는 다음과 같다.

Step 1.노드에 전원이 공급된 후 상위 및 하위 노드와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면, 기본 주기에 따라  

        센싱하고, 노드의 메모리에 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Fig. 4. Processing Procedure for Middle Node Framework in 
Communication Failure Group

Step 2.센서 데이터가 상위 노드로 정상적으로 전달되  

        면 메모리에 저장했던 센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Step 1.을 수행한다. 만약 ‘CF Message’를 수신  

        하면 Step 3.으로 분기한다. 

Step 3.이웃한 하위 노드로 ‘CF Message’를 전파한다.

Step 4.‘R Message’를 수신할 때까지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가 가득 차면 압축을 진행한다.

Step 5.‘R Message’를 수신하면 하위 노드로 

        ‘R Message’를 전파한다. 만약, 수신하지 못하  

        면 Step 4.로 분기한다.

Step 6.하위 노드로 ‘R Message’를 전파한다.

Step 7.압축 센서 데이터를 상위 노드로 전송한다.

통신장애 그룹의 단말 노드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처리 

절차 (Fig. 5)는 다음과 같다.

Step 1.노드 전원 공급 후 상위 및 하위 노드와 정상적  

        통신이 이루어지면, 기본 주기에 따라 센싱하고,  

        노드의 메모리에 센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Step 2.센서 데이터가 상위 노드로 정상적으로 전달되  

        면 메모리에 저장했던 센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Step 1.을 수행한다. 만약 ‘CF Message’를 수신  

        하면 Step 3.으로 분기한다.

Step 3.‘R Message’를 수신할 때까지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메모리가 가득 차면 압축을 진행한다.

Step 4.‘R Message’를 수신하면 Step 5.를 수행하고,  

수신하지 못하면 Step 3.으로 분기한다.

Step 5.압축 센서 데이터를 상위 노드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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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ing Procedure for Terminal Node Framework 
in Communication Failure Group

3.3 통신프로토콜 및 통신장애 식별

통신프로토콜은 IEEE 802.11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에 기반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프로토콜은 (Fig. 6)의 순

서에 의해 수행된다.

Step 1.송신 노드는 DIFS (Distributed Interframe   

         Space)시간을 대기한다.

Step 2.송신 노드는 수신 노드에게 RTS (Request to  

         Send)를 전송한다.

Step 3.수신 노드는 SIFS (Short Interframe Space)시  

        간을 대기한다.

Step 4.수신 노드는 RTS (Request to Send)에 대한 응  

        답으로 송신 노드에게 CTS (Clear to Send)를  

         전송한다.

Step 5.송신 노드는 CTS 수신 후 수신 노드에게 데이  

         터를 전송한다.

Step 6.수신 노드는 SIFS (Short Interframe Space)시  

        간을 대기한다.

Step 7.수신 노드는 데이터를 모두 수신한 후 송신 노  

        드에게 데이터를 모두 수신하였다는 응답으로  

        ACK (Acknowledgement)를 전송한다.

현재 다른 노드와 통신 중인 노드와 통신을 원하는 기

타 노드들은 통신을 원하는 노드와 통신이 가능할 때까

지 대기한다.

Fig. 6. IEEE 802.11 DCF Protocol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Fig. 6)의 

IEEE802.11 DCF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을 사용하기 때문

에 통신장애 판별을 위한 기준을 (Table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IEEE802.11 DCF를 기반으로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RTS와 CTS를 이

용하여 각 노드의 송신 및 수신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 노드가 송신 노드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수신하면 

ACK를 통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을 송

신 노드에 알린다. 이를 이용하여 송신 노드는 수신 노드

에 RTS를 전송 후 CTS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와 데이

터 전송에 대한 ACK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신장

애로 식별하고, 수신 노드의 경우 송신 노드로 CTS 전송 

후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장애로 판별한다.

통신장애 복구여부 판별 기준은 (Table 1)에 의한 원

인으로 통신장애그룹의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에서 센싱 

주기에 따라 IEEE 802.11 DCF에 기반한 무선통신 절차

를 수행하게 되고,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 되면 통신

장애가 복구되었다고 판별한다.

Table 1. Communication Failure Distinction

Subject Communication Failure Reason

Send Node
Not Received CTS

Not Received ACK

Receive Node Not Recei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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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MC_Compression(){ 
Step 1. ← received sensor data 

Step 2. IF   !=   ← ( mod ) 
       THEN 

Step 3. ELSE

        FOR  ← 1 TO [


] DO{ 

Step 3.1    Compression Interval Calculation
         ∼

Step 3.2   Sensor Data Selection
          IF ()th Data Selection in () Comp. 
          THEN
             Case 1.         : Select   
            Case 2.         : Select   
            Case 3.         : Select   
            Case 4.         : Select 
            Case 5.         : Select 
            Case 6.         : Select 
            Case 7.         : Select 
            Case 8.         : Select 
            Case 9.         : Select 
          ELSE

             
argmin

∈   
Step 3.3   Bit String Calculation

               

 
  

Step 4.     ← Selected Compression Data;
         }

Step 5.    ←   

Step 6.    ←  




Step 7. RETURN
} 

Fig. 8. 2MC Algorithm(Shin et al., 2015)

Fig. 7. Communication Failure Propagation

3.4 통신장애 및 복구 상황 전파방법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

는 통신장애 그룹의 부모 노드에게 센서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없다. 이 경우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에서는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압축을 진행한다. 하지만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의 

후손 노드들은 통신장애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모 노드에게 센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통신장애 그룹에 해당하는 노드는 자식 및 후손 노

드에서 센싱된 데이터와 현재 노드에 수신된 데이터를 

함께 저장함으로써 메모리 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후손 노드에게 ‘Communication 

Failure Message’를 전파하게 된다. 반대로 통신이 복구

된 경우 ‘Recovery Message’를 전파하게 된다. 이 절차

는 (Fig. 7)에 나타나있다.

통신장애 상황 전파에 사용되는 메시지의 종류는 

‘Communication Failure Message(이하 CF Message)’와

‘Recovery Message(이하 R Message)’가 있다. ‘CF 

Message’는 통신장애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각 

노드에서는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센서 데이터를 부모 

노드로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R Message’는 통신이 복

구 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로 통신장애 기간동안 저장했

던 센서 데이터와 압축 데이터를 부모 노드로 전송한다.

3.5 센서 데이터 저장 및 압축을 위한 2MC 방법

(Shin et al., 2015)

프레임워크의 기본 저장 및 압축 방법은 2MC 알고리

즘을 따른다. 이 방법은 원형 큐 기반의 압축 방법으로 

평소에는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원형 큐에 계속하여 저

장한다.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어 원형 큐에 더 이상 센

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센서 데이터의 압축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선택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통신

장애가 복구된 후 센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센

서 데이터의 절대위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2MC방법에서

는 센서 데이터의 절대위치를 알기 위하여 선택된 센서 

데이터에 대한 비트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MC방법에 따른 압축 절차는 (Fig. 8)과 같다. 첫째, 

압축 구간 을 설정한다. 둘째, 센서 데이터가 이전 압축 

구간에서 선택되었다면 9가지 경우에 대해 센서 데이터

를 선택하여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다음 압축구간과의 오차를 비교하여 오차의 합이 가

장 작은 데이터를 선택한다. 셋째, 센서 데이터의 절대 위

치를 위한 비트열을 새롭게 갱신한다. 넷째, 선택된 센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재저장한다.



무선센서네트워크 장애에서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한 2MC기반 프레임워크

제25권 제2호 2016년 6월 37

3.6 센서 데이터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

통신장애 그룹의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통신이 복

구되면 통신장애 그룹의 자식 노드는 후손 노드에게 ‘R 

Message’를 전송한다. 이때, 각 노드에서 저장 및 압축하

고 있던 센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센터로 전

송하게 되는데 센서 데이터의 복구는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되기 직전의 서버에서 이루어진다.

압축으로 인해 손실되었던 센서 데이터의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서버는 압축된 데이터를 수신 후 압축 횟수를  

식별한다.

Step 2.압축 횟수를 참고하여 위치 비트열   

을 통해 센서 데이터의 절대 위치를 계산한다  

(단, 는 압축 횟수이며 는 압축 횟수에 따른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낸다).

 

Step 3.절대 위치를 구한 압축 데이터를 보간법을 이

용해 복구한다.

센서 데이터의 절대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Fig. 9)와 

같다. 압축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센서 데이터의 위치

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트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축이 3회 진행된 후에 남아있는 실제 센

서 데이터의 절대위치가 , , 이고, 비트열이 

01100001이라면, 정리 3에 의해 센서 데이터의 절대 위

치를 계산할 수 있다. 단, 데이터의 번호는 가장 첫 번째 

데이터부터 0번으로 판단한다.

  
    

  
    

Fig. 9. Absolute Position Calculation of Compression Sensor 
Data

4. 성능분석

4.1 성능분석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

해 가장 먼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

은 경우에 대해 센서 데이터의 복구율을 비교한다. 복구

율은 네트워크 장애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성

된 데이터 수에 대한 복구 가능한 현재 보존되어 있는 데

이터 수로 정의한다. 통신장애 발생 후, 센서 데이터를 수

집한 시점으로부터 통신장애기간 까지를 , 생성되는 센

서 데이터 저장으로 메모리가 모두 차는 시간을  ,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부터 메모리가 가득 차기 전까지의 

데이터 수가  일 때, 데이터 복구율 은

≤ 인 경우,




×



×

××, 

 인 경우 


×


 


가 된다.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센서 

데이터 저장 및 압축 방법에 대한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 

비교에 사용한 센서 데이터 저장 및 압축 방법은 2MC 

방법과 CQP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센서 데이터의 종류는 2015년 1월 실제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수집한 용존산소량, 해수 pH와 

2014년 4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대기온도를 사용

하였다. 센서네트워크의 환경과 시뮬레이션 환경은 각각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Table 2. Environ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Type of Data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Underwater Temperature, pH

Number of Data 400 (100, respectively)

Using Tool MATLAB R2014a

Using 
Interpolation

Linear, S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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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ata Preservation Rate Comparison: Framework 
Application vs. Non-Framework Application

Table 3. Consists of Sensor Networks

G/W MCU Cortex-M4 1MB Flash Memory

S/N MCU
Cortex-M3 
512KB Flash Memory

Kinds of Sensor
Underwater pH, Temperature,
Turbidity

Communication 
Modules

CDMA, Zigbee, RS-485

먼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의 센서 데이터의 복구율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시간에 따

른 순서로 정렬한다. 둘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센서 데

이터와 적용하지 않은 센서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메모리가 가득 찬 이후의 복구율을 비교한다. 저장 및 

압축 방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여러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저장방법에 

따라 저장한다. 둘째, 메모리가 가득 차면 압축한다. 셋

째, 16배 압축까지 진행 후 보간법을 통해 센서 데이터를 

복구한다. 넷째, 센서 데이터의 일치하는 정도를 비교한

다.

4.2 성능분석 결과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

지면에 위치한 욕지도의 해수 용존산소량 센서 데이터이

다. 축의 T는 시간의 기본 단위를 나타내고, 축은 센

서 데이터의 복구율을  나타낸다.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 메모리가 가득 찬 이후의 시간이 2T, 4T, 8T, 16T

등 증가하여도 센서 데이터의 복구율은 100%로 유지되

었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중 메모리에 센

서 데이터를 적용하는 경우는 


만큼 복구율이 감소하

고, 메모리에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는 복구

율이 0%이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 복구율

이 100%여도 실제로 데이터의 오차는 존재한다.

두 번째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

면에 위치한 욕지도의 해수 용존 산소량과 pH에 대한 센

서 데이터이다. 이 실험은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 

방법 종류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경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실험에 사

용된 용존산소량(DO)과 pH의 센서 데이터 모두 저장 및 

압축 방법(CQP, 2MC)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하였다. 용

존산소량의 경우 2회 압축에서 CQP방법 대비 2MC방법

의 평균 오차율이 약 50% 감소하였고, 3회 압축에서 약 

20% 증가, 4회 압축에서 약 16% 감소하였다. pH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CQP 방법 대비 1회 압축에서 평균 오차

율이 100% 감소, 2회 압축에서 75% 감소, 3회 압축에서 

57%감소, 4회 압축에서 100% 감소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Fig. 11)와 같이 프레임워크를 적용

하더라도 사용된 센서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 및 압축 방

법(CQP, 2MC)에 따라 그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센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저장 및 압축할 

때 오차가 최소화 되는 부분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압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샘플링 비율이 낮아지

기 때문에 8배 이상의 압축에서는 센서 데이터의 값의 변

화가 작아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센서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

의 저장 및 압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1. Number of Compressions vs. Error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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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무선센서네트워크는 IoT (Internet of Things) 의 기반

이 되는 기술로써 스마트 홈, 해양, 군사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통

신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센서네트워크는 통신장애 빈도

가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높다.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센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

기 위해 기존에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 방법들이 연

구되어왔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실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수중통신의 경

우 좁은 대역폭과 느린 통신환경으로 인해 통신장애가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센서 데이터 

손실 감소를 위해 실현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데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프레임워크의 단계 중 저장 및 

압축 방법은 최근 출시되는 센서 노드용 MCU를 통해 실

현 가능하다. MCU의 경우 1MB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

를 내장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이는 전송 주기에 따

라 수 시간에서 수십일 동안의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 예

를 들어, 512KB 플래시 메모리를 가진 MCU의 플래시 

영역의 크기가 300KB이고, 센서 데이터의 크기가 

100Byte, 센싱 주기가 5분일 때, 약 250시간동안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0일간 통신장애 환경을 

버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능 분석 결과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의 복구율은 

100%로 유지되었고,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복구율이 



만큼 감소하였다.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의 복구율은 

100%지만 실제 데이터와의 오차가 존재하며, 이 오차는 

2~6%정도이다. 하지만 센서 데이터의 저장 및 압축 방법

에 따라 성능은 다르게 된다. 실제 실험 결과 CQP방법 

대비 2MC방법의 평균 오차율이 16%~100%정도 적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로 특정 센서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저장 및 압축 방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센서 데이터의 저장과 압축 방법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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