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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 연구단계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데이터 모니터링 프

로그램을 Java기반의 차트디자인 도구 JFreeChart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구현한다.

   

1. 서론

센서 네트워크 연구의 수단으로써 노드간의 센서데이터

의 값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연구단계에서 간단히 사용

할 공통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존재 하지 않고 연구 시

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함이 따랐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범용적인 형태는 그래

프 형태가 알맞을 것이다. 이에 따라 JFreeChart를 이용한

센서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JFreeChart의 도표디자인 기본 구성도.

JFreeChart는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도표디자인 자

바오픈라이브러리이다.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Swing 컴포넌트, 이미지 파일(PNG,

JPEG),VectorGraphics file formats(PDF, EPS and SVG

등의 많은 출력형태를 지원한다.[1]

JFreeChart의 차트디자인은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첫째 Plot은 차트가 그려지는 기본도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lot에 Axis(X축 Y축)를 삽입하여 기본적인 차

트의 모양을 갖춘다.

그림 1 차트 기본 구성도.

두 번째로 Renderer는 차트의 데이터 값을 표시해주는

모양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꺾은선 그래프, 막대그래프

등을 선택해 차트의 종류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Dataset은 차트에 표시할 데이터의 모음이

다. 일반적인 형태의 value값과 x축 y축 정보를 갖는

Dataset과 시간정보와 value값을 갖는 Time Series

Dataset등이 있다.

3.기본적인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 설계 및 구현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시간 값을 중심으로 노드와 센서데이터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전송 패킷의

시간데이터포함 여부이다. 시간데이터가 같이 포함된다면

그 부분을 따로 추출해서 X축 값으로 변환할 알고리즘도

같이 구현되어야 한다. 만일 노드상의 제약으로 시간데이

터가 포함되지 못한다면 데이터수신 시점을 기준으로 처

리해 차트에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2]

그림 2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일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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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차트의 종류이다. 일반적으

로 하나의 노드를 중심으로 다수의 센서정보를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지, 또는 하나의 센서종류에 다수의 노드 값을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지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

의 노드에 센서정보를 표시하게 되면 센서마다 Y축이 필

요하게 되어 복잡해 질수 있으므로 주 차트를 센서중심으

로 놓고 보조적으로 노드중심의 차트를 만들도록 설계하

였다.

그림 3 센서 데이터 차트의 2가지 종류.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JFreeChart로 구현한 기본적인 센

서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다.

case : Sensor-Node chart // 그림4의 첫 번째 차트.

set Nodes; Sensors; //노드 개수와 센서 종류 설정
create chart; plot; axis; renderer
plot = chart.getPlot();

axis = plot.getDomainAxis(); set Axis;

axis = plot.getRangeAxis(); set Axis;

renderer = plot.getRenderer(); set renderer

create TimeSeriesCollection Dataset;
create TimeSeries Series;
receive for(i) data of Node[i]

time <- data_time; , value <- data_value;

series.add(time, value); dataset.add(series);

case : Node- Sensor chart //그림4의 두 번째 차트.
(중략)

selective Node;
i = Number of Sensors

for(i) { data of Sensor[i]_Node

create render, axis; set render , axis;
receive data; set data;
dataset(i).add(data)

plot .setRender( i , render(i));

plot .setDataset( i , dataset(i)); }

그림 4 JFreeChart 기본 구현 알고리즘.

그림 5 JFreeChart의 외부설정 기능.

그림 6 센서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 JFreeChart를 이

용한 기본적인 구현.

JFreeChart로 구현한 센서데이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그

림 6에 보였다.[3] (Plot:Sensor, Data:Nodes)차트를 주

차트로 화면에 표시하고 그 중 선택된 차트는 사이즈가

큰 패널에 올려서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Plot:Nodes, Data:Sensors)차트를 보조 차트로 두 번째

패널에 배치 하였다.

JFreeChart는 그림 5와같이 차트생성 후에도 외부에서 차

트설정이 가능하며 Tooltip기능 및 파일저장 프린트기능

등을 지원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JFreeChart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연구마다 최종적인 단계에서 목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연구단계에서 위와 같이 제시한 방법으로

JFreeChart를 활용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어

느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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