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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는 범 한 지역에 분산된 센서 노드들로부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데이

터는 실생활의 헬스 어, 산불 감시, 화학품 감시 등의 다양한 애 리 이션에서 사용된다. 센서 네트워크

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형 인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에 지 제약 인 각 센서 노드들이 최소화된 질의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얻고자 하는 정보를 분산 처리방식으로 가져오며, 그 정보 한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  질의를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센서 데이터베

이스 연구에서는 특정 공간을 지정하기 한 질의언어  그 처리에 있어 비효율 인 에 지 소모와 언어

의 정의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 개발한 센서 데이

터베이스인 SNQL을 확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역을 지정하여 질의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지정 질의언

어  처리 기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데이터베이스, SNQL, 공간지정 질의언어

Abstract In the sensor network, the base station collect various types of data from sensor nodes 

distributed in the large area. Sensor data can be used various types of application in the real world 

such as health care service, fire detection service, and chemicals surveillance etc. Sensor database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database regarding that energy-constraint sensor nodes have a minimum 

query processing system and collects data changed in a real time in a distributed manner. For that 

reason the sensor database needs to be able to process a spatial-temporal query in an energy-efficient 

way. Previous studies on sensor database lack of consideration in terms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usability for space assignment query language and proces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ce 

assignment query language design and query processing scheme as an extension to our previous 

sensor database, Sensor Network Query Language (SNQL).

Key words : Sensor Network, Sensor Database, SNQL, Space Assignment Query Language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특정 심 지역에 분산된 센서 노드들

로 구성되고 각 노드들은 조도, 온도, 습도 등 환경 데이터

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헬스 어, 산불 감시, 화학

품 감시 등의 다양한 애 리 이션 서비스에 사용된다. 센

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방 한 양의 센서 데이터를 효

율 으로 처리  리하기 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센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센서 노드들에 한 질의처리 언어

와 수집된 데이터의 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1-3].

기존의 형 인 데이터베이스와 차별화된 센서 데이

터베이스의 주요 연구 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센서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은 주기 이고 계

속 이며 장기 인 연산이다. 따라서 센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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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의처리 언어는 시간 인 질의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원 제약 인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므로 배터리 소모, 송 비용, 장 공간 낭

비 등의 에 지 소비를 이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류 발생이 쉬운 환경 데이터를 한 오류 

처리 질의 기능이 필요하다[4].  다른 주요 연구 쟁

으로 센서 노드들이 치한 공간에 한 공간  질의 

연구가 있다. 다음은 시 상황이다.

강이 흐르는 들 에 흩어져 설치된 센서 노드들의 온도를 

수집하여 화재 감지 질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화재 험이 

없는 강에 있는 센서 노드들의 온도는 읽어올 필요가 없으

므로, 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즉 들 에 존재하는 센서 노

드들의 온도를 15분마다 감지하는 질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의 시 상황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면 A와 C 

공간은 들 을 나타내며 B공간은 강을 나타낸다. 그리고 

각 공간에 온도를 수집하는 센서 노드들이 분포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사용자의 화재 감시 질의에 

해서 강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센서 노드들이 질의를 수

행하기 해서 센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정 공간지정

을 한 질의언어  처리기법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센

서 노드들에게 질의를 송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노드의 

에 지 효율 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 공간을 지정하는 사용자 질의를 처리하

기 하여 기존의 센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2와 같이 

좌표를 이용하여 A와 C의 각 공간을 직  표 하여야 

한다. 이는 질의 작성을 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을 하시키고 한 불필요한 질의 송 비용과 배터리 

소모를 래하며 각 노드에서 이러한 복잡한 조건을 처

리하기에 성능이 충분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해결하기 하여 효

율 인 공간지정 질의언어  그 처리 기법을 제시한다. 

기본 인 해결 방법으로 한 공간은 센서 노드들의 집합

으로 구성된다는 을 이용하여 공간에 한 처리를 

한 집합 연산인 Union, Intersection, Minus 연산을 

그림 1 화재감시 센서 노드의 분포 시

그림 2 좌표를 이용한 공간지정 질의 시

용한다. 를 들어, 그림 1의 A, C에 치한 노드만 지

정하여 질의하고 싶을 때, 체 공간에서 B 공간에 

치한 노드를 제외(Minus)하면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련된 기존 연구들에 한 분석과 한계 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간

지정 질의언어의 체 인 구조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SNQL의 시스템 구조와 질의 송 기법을 기술한다. 5

장에서는 본 시스템을 구 하기 한 환경  동작 화

면에 해서 설명한다. 6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계

획에 하여 설명한다.

2. 련 연구

openGIS[5]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생성, 분산, 장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자료를 사용자가 근하여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리정보체계로 공간 역에 한 표

을 제시한다. openGIS는 2차원 역을 다각형화시켜 꼭

지  좌표를 장함으로써 2차원 역을 리하고, 공간 

역 간의 연산을 제공한다. 표 1은 openGIS에 정의된 

공간 역에 한 연산들이다.

기존의 연구  개발된 표 인 센서 데이터베이스

로는 TinyDB[6]와 ELDQ[7]가 있다. TinyDB와 ELDQ

는 각각 질의언어와 질의 처리 시스템들을 제시하 는

데, 소한 형태의 공간지정 질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

림 3의 (a)와 (b)는 동일한 의미의 사용자 질의에 해 

각각 TinyDB와 ELDQ에서의 공간지정 질의언어 시

로서 심 좌표와 반경으로 공간을 지정함을 나타낸다. 

(a)는 TinyDB의 질의언어로 좌표 (80, 40)을 기 으로 

50m 이내의 거리에 치해 있는 노드들로부터 온도를 

수집하는 질의이다. (b)는 ELDQ의 질의언어로 좌표

표 1 openGIS의 공간 역 연산

분류 결과 값

Distance 임의의 두  사이의 최단 거리

Buffer 주어진 으로부터의 거리가 distance 이하인 역

ConvexHull 주어진 들의 Convex hull을 나타내는 기하

Intersection 두 역의 교집합

Union 두 역의 합집합

Difference 두 역의 차집합

symDifference 두 역의 칭 인 차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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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inyDB(a)와 ELDQ(b)에서의 공간지정 질의 시

(80, 40)을 기 으로 반경 50m 내의 노드들로부터 온도

를 수집하는 질의이다. 즉, TinyDB에서는 distance라는 

형태로, ELDQ에서는 INSIDE라는 형태로 openGIS의 

Buffer 연산자를 구 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심 

있는 구체 인 특정 공간을 한정 짓는 기능은 Buffer 연

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론의 시 상황과 같이, 사용자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특정 공간을 한정 짓고자 하며 이를 

해 공간지정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 TinyDB와 

ELDQ는 공간에 뿌려진 체 노드를 하나의 가상 테이블

(Big Table)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림 3에서처럼 질의를 

작성할 때 FROM 에 ‘sensors’로 명시해야만 한다. 즉, 

체 노드에 질의가 배포된 이후 달받은 각 노드에서는 

WHERE 에 명시된 조건 에 따라 질의가 수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에 지 제약 인 센서 노드에서의 

불필요한 질의 송 비용과 배터리 소모를 래한다. 따

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

지정 질의언어와 이를 에 지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SNQL에서의 공간지정 질의

3.1 SNQL 구조  한계

공간지정 질의 기능을 제공하기 하여 우리가 기 개

발한 SNQL[8]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

는 센서 데이터베이스 SNQL의 체 구조를 나타낸다. 

SELECT 구문의 <select-list>는 온도, 습도 등과 같이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센서 종류를 의미한다. WHERE 

구문의 <predicate>는 결과를 받고자 하는 노드의 조건

을 의미한다. SAMPLE PERIOD 구문은 시간  질의를 

담당한다. SAMPLE PERIOD 구문의 <period>는 질의

가 수행될 주기를 나타내며, <duration>은 해당 질의가 

얼마 동안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의미한다. WITHIN 구

문은 일정 비율의 노드만이 결과를 송하게 하여 노드

의 송 비용 감  배터리 소모 감 효과를 가져온

다. ON EVENT 구문은 이벤트 기반 질의 처리를 담당

하며, 조건을 이벤트로 등록하여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

을 경우에만 질의 수행이 일어나도록 한다. CASE 구

문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 질의를 수행할 수 있

는 기능을 담당한다. SNQL은 와 같은 질의언어들을

그림 4 SNQL의 구조

통해 시간에 따라 가변 인 환경에 유용한 구조로 구성

되어 있다. 하지만 SNQL은 상 으로 공간  질의에 

한 고려가 었다.

센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공간 역은 두 가지 경우

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질의를 보내고 

싶은 역이다. 이는 질의를 작성할 당시에 결정되고 변

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 인 역이라 할 수 있다. 두 번

째는 질의 조건에 따라 정의되는 역이다. 를 들어, 

‘온도가 80도 이상인 역’은 질의를 받은 노드의 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 에 따라 변하는 유동

인 역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센서 데이터베이스는 

두 역을 모두 WHERE 에 작성하 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역을 분리하여 질의에 명시한다면 해당하지 

않은 역에 존재하는 센서 노드에 불필요한 질의 송 

비용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질의 작성

과 이해에 한 편의성을 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

리는 공간 역에 특화된 SNQL의 고안을 하여 고정

 공간 역과 유동  공간 역이 분리된 질의언어 

체계를 고안하 다.

3.2 고정  공간 역 지정 질의

센서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된 센서 노드들로부터 데이

터를 읽어 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해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한정 짓는 질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

가 질의를 보내고 싶은 역으로, 고정 인 공간 역이

라 할 수 있다. 고정 인 공간 역은 노드가 질의를 

달받아야 하는 역을 나타낸다. 를 들어 서론의 시 

상황에서 ‘강을 제외한 역’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질의언어인 SQL은 FROM 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한 연산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

에 착안하여 센서 데이터베이스 질의언어의 경우도 

FROM 에 두 개 이상의 고정 인 공간 역을 명시

하는 구조를 고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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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NQL에서의 공간지정 질의 EBNF

표 2 고정  역

표 방식 결과 값 시

역

(Region)

메타

데이터 이름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역
river, region …

반경

(Boundary)

Boundary

(좌표, 반경)

반경 내의

역

Boundary

((80,50), 500m)

공간지정이 자유로워지고 보다 직 인 질의 표 이 

가능해진다.

그림 5는 특정 공간지정에 한 사용자 편의성을 증

시키기 하여 우리가 제시한 EBNF로 정의된 SNQL

의 <from-list>의 구조이다. 각 연산자는 공간 역 

련 연구인 openGIS의 공간 역 연산자를 참고하 다. 

FROM 에 작성될 수 있는 고정 인 역은 두 종류

가 있다. 첫 번째는 한 역을 지칭하는 경우로 표 2와 

같다. 이것에는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역의 이름과 

TinyDB와 ELDQ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인 반경 연산자

가 있다. 사용자의 공간지정에 한 편의성을 해서는 

질의를 작성 시 자신이 지정하고 싶은 공간 역 표

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해서는 역간의 계를 통

해 새로운 역을 지정하는 연산이 필요하다. 그림 6과

같이 공간 역 간의 계는 “&, +, -“로 표 이 가능하

며 이에 사용되는 연산자는 표 3과 같다.

그림 6 역 연산에 한 벤다이어 그램

표 3 고정  역 연산

표 방식 결과 값 시

AND

(intersection)
역 & 역 교집합 regionA & regionB

OR

(union)
역 + 역 합집합 regionA + regionB

MINUS 역 - 역 차집합 regionA - regionB

그림 7 시상황 해결 질의

그림 7은 서론의 시 상황을 수행하기 한 본 논문

에서 제시한 공간지정 질의 시이다. Field는 들  공

간을 나타내며 그림 1의 A, B, C 체를 의미한다. 

River는 강 공간을 나타내며 B를 의미한다. ‘강을 제외

한 들 의 나머지 역’은 MINUS 연산자를 사용하여 

표 한다. Field와 River의 구체  좌표는 메타데이터로, 

공간 역 정의 언어를 통해 Base Station에서 리된다. 

의 질의는 들  공간에는 속하지만 강 공간에는 속하

지 않는 노드들을 상으로 질의를 수행하게 한다.

3.3 유동  공간 역 지정 질의

질의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역은 질의 결과를 

수집할 때마다 유동 으로 변화한다. 를 들어,‘온도가 

80도 이상인 곳’은 온도와 습도 등 센싱 결과를 수집하

여 유동 으로 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질의를 보낼 때

마다 역에 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FROM 에 명시되는 고정  공간 역과는 구분되며, 

WHERE 에 명시함으로 표 한다. 그림 8은 유동  

공간 역 지정 질의 시이다. Envelope는 조건을 만족

하는 노드들의 역 범 를 아우르는 사각 역을 지정

하는 역할을 한다. Intersection은 두 역간의 교차 

역을 구한다. 그림 8의 질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

 FROM 을 통해 강을 제외한 들 의 역에 질의를 

달한 뒤, WHERE 을 통해 그 역 내에서 온도가 

80도 이상인 역과 습도가 10 이하인 역의 교차 역

을 최종 역으로 다시 지정한다. 그 뒤 최종 역으로부

터 풍향 데이터를 15분 간격으로 수집하게 된다.

그림 8 유동  공간 역 지정 질의 시

4. 시스템 구조  질의 송 기법

4.1 SNQL Base Station

SNQL은 Base Station과 센서 노드들로 구성된다 

[9]. SNQL의 질의 처리는 Base Station과 센서 노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Base Station은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받아 해당 센서 노드로 달하고 센서 노드로부

터 결과를 수집한다. 센서 노드는 환경 정보를 수집하며



40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제 40 권 제 1 호(2013.2)

그림 9 SNQL Base Station의 시스템 구조

질의를 달받아 결과를 반환한다. 그림 9는 SNQL의 

Base Station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각 모듈의 역

할은 다음과 같다.

∙Query Parser -애 리 이션으로부터 사용자가 작성

한 질의를 받아, 구문 분석 후 질의와 련된 연산들

의 집합으로 구조화한다.

∙Query Manager - 재 시스템 체에서 수행되고 있

는 질의들을 장하고 리하는 컴포 트이다. 질의들

은 Query Queue에 장된다.

∙Query Planner - Metadata Manager의 공간 역 메

타데이터를 이용해 질의에 지정된 공간 역의 좌표

를 구한다. 이때 GIS function을 이용하여 공간끼리의 

연산 (&, -, +)을 처리한다. 한, 질의를 달받게 될 

자식 노드를 결정한다.

∙Metadata Manager -공간 역 메타데이터와 센서 

네트워크 내 노드들의 메타데이터들을 리하는 컴포

트이다.

∙Network Manager -하  네트워크로 해당 질의의 

연산 집합을 보내고, 하  네트워크에서 처리된 결과

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컴포 트이다.

∙Result Manager -센서 노드에서 송되는 결과를 

리하는 컴포 트이다. 하  네트워크에서 질의에 한 

결과가 오면 Result Queue에 장한다.

∙Query Processor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질의 결

과를 토 로 연산을 수행하여 사용자에 제공한다.

공간정보를 처리하기 해 Metadata Manager에서 

사용하는 Metadata Storage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공간 

정보가 장되어 있다. 이는 openGIS에서 메타데이터를 

리하는 형식과 유사하다. 메타데이터는 원의 경우 

심 과 반지름으로, 다각형의 경우는 꼭지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Base Station에서 고정  공간 역의 좌표를 알아내

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 , Metadata Manager는 Meta-

data Storage에 장된 메타데이터와 질의의 FROM 

에 작성된 역 정보를 비교하여 필요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Query Planner에 제공한다. Query Planner는 

만일 사용자가 작성한 질의의 FROM 에 역간의 연

산이 있다면, 이를 계산하여 새로운 좌표 값을 도출한

다. 를 들어, 그림 7의 Field, River의 좌표 정보는 

Metadata Storage에 장되어 있으며, Query Planner

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Field-River’의 좌표 정보를 도

출해낸다. 마지막으로, Base Station은 질의가 도달 해

야 할 좌표 값과 구조화된 질의를 Base Station과 직  

연결된 상  센서 노드로 송한다.

4.2 SNQL 센서 노드

센서 노드는 상  노드로부터 질의를 달받아 환경 

정보를 수집하며 조건에 맞는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한, 달받은 질의를 하  노드로 달하고 하

 노드로부터 온 결과를 상  노드로 달하여, 모든 

결과가 Base Station으로 집결하게 한다. 그림 10은 

SNQL의 센서 노드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각 모듈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SNQL 센서 노드의 시스템 구조

∙Network Manager -상 , 하  네트워크와 통신하여 

질의를 달 받거나 달하고, 하  네트워크에서 처

리된 부분 결과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컴포 트이다.

∙Agent Query Manager -노드에서 리되는 질의를 

장하고 리하는 컴포 트이다. 한, 상  노드로부

터 들어오는 질의를 메타데이터, 하  네트워크의 특성

과 검토하면서 해당 센서 노드에서 내부 으로 센서의 

값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  네트워크로 질의를 

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gent Metadata Manager -질의를 달받을 노드를 

결정하기 해 자식 노드와 그 네트워크의 환경을 나

타내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Agent Query Planner -질의를 받게 될 노드를 결정

하기 하여 목표 공간 정보와 자식 노드의 리 범

(MBR)을 비교한다.

∙Query Processor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질의 연

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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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NQL Base Station 스크린샷

∙Agent Result Manager - 재 노드에서 해당 질의를 

처리한 결과와 자식 노드에서 송되는 부분 결과를 

장  리한다.

∙Sensing Module, Sensors -센서의 값을 읽을 수 있

는 컴포 트 이다.

∙Probabilistic Calculator -확률 으로 센서 노드의 내

부 수행 여부를 단할 때 쓰이는 컴포 트이다.

센서 노드가 달받은 질의를 목표 공간에 속하는 노

드들로 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센서 노드들은 

Tree 구조로 리되며 부모 노드들은 자신과 직  연결

된 자식 노드와 자식 노드들의 리 범 (MBR)를 리

한다. 질의를 달받은 노드는 자신의 자식 노드들의 

리 범 에 목표 공간이 속하는지를 계산한다. 이는 자신

의 자식 노드의 리 범 와 목표 역의 교차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 2차원 역간의 교차 여부는 openGIS

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구한다. 부모 노드는 

목표 역이 속하는 리 범 를 가진 자식 노드에만 

질의를 달한다. 이를 통해, 질의와 직  련된 노드

에만 질의를 달하여 송 비용을 이고 에 지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5. 구 

본 장에서는 로토타입 구  환경  방식에 해 

설명한다. Base Station은 PC Intel®CoreTM2 Duo CPU 

3.00GHz, 메인 메모리 4.00GB, 운 체제 window 7 환

경에서 JAVA를 이용하여 Eclipse 환경에서 구 하

다. 센서 노드의 경우 다양한 응용의 잠재력  용 용이

성 등의 장 이 있는 Android OS 단말을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용하기 해서는 실제 

센서 노드 간의 네트워크가 Ad hoc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센서 노드 간 Ad hoc 방식은 동 인 라우  

로토콜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센서 노드들이 설치 

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완료되는 순간 

주변 노드를 인식하고 라우  모델을 구축해야 함에 있

어서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이는 본 로토타입에서 구

되어야 할 시스템의 일부이나 동 인 라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큰 비 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을 들어, 

로토타입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로

토타입에서는 Access Point(AP)를 두고 Infrastructure

모드로 구 하 으며 센서 노드들은 고정된 Topology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한, 질의 결과의 유

효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다양한 환경 하에서 질의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센싱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을 바꿔주어야만 검증이 가능하다. 를 들어, 

온도가 40도가 넘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이벤트 질

의를 검증하기 해서는 실제로 주변 환경을 40도 이상 

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편의성을 하

여 가상의 가변 센서 값을 두고 구 하 다.

그림 11은 Base Station의 화면이다. 크게 상  버튼 

부분, 질의 입력 부분, 그리고 결과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상 에 치한 버튼은 제로 설정된 질의를 불러

오며, Send Query 버튼을 통해 센서 노드에 질의를 배

포할 수 있다. Clear Statement는 직  질의를 작성하

고자 할 때  텍스트박스의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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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NQL 센서 노드 스크린샷

이고, Control Scroll은 하단 결과 창의 스크롤바를 제

어하는 버튼이다. 결과 부분에는 노드가 보내온 시간, 

노드 ID, 온도, 습도 등이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진다.

그림 12는 센서 노드의 화면을 나타낸 것으로 센서 

노드는 화면에 임의 으로 생성된 온도, 습도, 조도와 

풍향 정보를 출력하고 있다. 가상 센서 값은 시간에 따

라 임의 으로 변화하여 실제 자연 환경을 변한다. 4

개의 가상 센서에 달린 e버튼은 비정상 인 센서 값으

로 바꾸기 한 버튼이다.

6.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센서 데이터베이스의 공간  

질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기 개발된 SNQL을 확장

한 공간지정 질의언어  그 처리 기법을 제시하 다. 

WHERE 에서 혼용되어 표 되었던 공간 역을 분

류하여 고정  공간 역은 FROM 로 체시켜 사용

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질의언어 의미에 한 가독성을 

증가시켰다. 한, 질의 처리를 한 Base Station의 메

타데이터 장  처리 방식을 제시하 다.

향후 연구로 앞서 구  환경에 따른 본 논문에서 제

안한 공간지정 질의언어를 통해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센서 노드만 질의를 처리함으로써 효율 인 질의 송

이 가능하여 송 비용 감과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검증할 것이다. 한 에 지 효율 인 질의 

송을 한 노드 Index 구조를 고안하기 해 공간  

질의에 사용되는 R-tree와 Quadtree를 검토할 것이다 

[9,10]. R-tree의 경우 노드가 복되어 다른 노드의 

MBR에 속할 수 있다. 즉, 한 노드가 한 개 이상의 부

모 노드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부모 노드가 질의를 보낼 

자식 노드를 선택할 때, 불필요한 송 비용이 들 수 있

음을 의미한다. Quadtree 는 R-tree에 비해 index 업데

이트 비용이 게 든다. 한, Quadtree는 복된 부모 

노드를 가지지 않으므로 질의가 원하는 특정 역에 바

로 도달한다는 장 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송 비용을 

여 다. 그러나 질의를 송할 역의 크기가 클 경우 

여러 MBR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 한 노드임에도 불구

하고 다른 부모 노드를 거치는 불필요한 송이 일어날 

수 있다. SNQL에서는 R-tree와 Quadtree 를 각각 

용하여 실험 에 있으며, 향후 구체 인 결과를 비교하

여 어떤 환경에서 각각의 index를 리하는 것이 효과

인지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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