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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원격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할 때,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서버로 옮겨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데이터의
유효성이 중시된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원격 측정 장치를 위한 실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원격 측정 장치의 데이터를 폴링하고 이를 파싱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의
실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가 바른 값과 포맷을 가지는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되면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원격
실험 데이터를 정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듈을 생성하였다.
이 모듈을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유효성 검사를 통해 데이터 입력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무결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모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데이터 검증 모듈을 개발하여
서버 단계에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Keywords Remote Data Management, Validity Check Module, Veriﬁcation Module

1 서론
원격 측정 장치의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험 데이터를 서버로 옮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유효성이 중시된다.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될경우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원격 측정 장비의 실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파일의 포맷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만 체크를 하고 있을 뿐, 데이터의
각 속성의 범위나 값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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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1].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원격 실험 데이터를 정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듈을 생성하고 이 모듈을 적용하였을 때의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유효성 검사 모듈의 설계
원격 측정 장치의 실험 데이터 값은 주로 수치로 나타난다. 따라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할 때 각
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여 이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종류에 따른
속성의 자료형은 표 1과 같다.
데이터 종류

K3000

K3100

K3600

실수형

17

11

21

문자열형

1

9

4

정수형

4

4

1

표 1. 각 데이터 종류에 포함된 속성들의 자료형. 실수형의 속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데이터의 속성은 실수 형의 수치가 대부분이고, 문자열 형과
정수형의 값이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 자료형에 따라 데이터의 특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형에 따라
유효성 검사 모듈의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실수형 데이터
실수형인 데이터는 대부분 실험으로 얻은 실제 수치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많이 나타나므로 지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지수표기법으로 기록한다.
b. 정수형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들은 대부분 실험 데이터를 가공하여 얻은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반
드시 수치만을 얻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들 데이터 값으로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Inﬁnity’,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NaN’ 과 같은 문자열 데이터도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
터의 무결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수형이나 정수형에 입력된 문자열은 표 2와 같이
대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입력된 문자열

데이터베이스 저장 값

NaN

-99999.99999

Inﬁnity

99999.99999

의미없는 문자열

-77777.77777

표 2. 실수 데이터에 입력된 문자열을 대치할 값. 데이터베이스에는 입력한 문자열이
아닌 대치한 값을 저장한다.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쉽도록 가공한 데이터들은 그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표적
Copyright © Graphics Application Lab. Pusan National University

SYS - SoCID - 005, AUGUST 2010

3

으로 데이터 전체의 평균값이나 효율성 등 percentage 값을 가지는 속성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각 속성에 따라 최대, 최소 값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문자열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들은 날짜와 파일 이름, 장치 ID 등의 고유 값이 많기 때문에, 수치를 값으로 가지는
데이터들과는 달리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해야할 필요는 없다.

3 유효성 검사 모듈의 구현
원격 측정 장치의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모듈을 내장하기 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듈을 구현하였다. 개발언어는 Java로, Java SDK 6를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문자열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유효성 검사 모듈은 실수형과 정수형의 데이터에만 적용
한다. 실제로 유효성 검사의 주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정수형 데이터이나, Java에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간단한 함수를 통해 정수형으로 형변환할 수 있으므로, 입력 데이터로는 실수형만을 고려하였다.
유효성 검사 함수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1) 전달인자를 무엇으로 받는지, 2) 반환형이 무엇
인지, 3) 예외 처리 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 과 2) 는 실수형 데이터만을 전달 인
자로 고려하고, 반환형 역시 실수형임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정수형의 경우 Java에서 제공하
는 Double(double값).intValue() 함수를 통해 실수형의 데이터를 간단히 정수형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2]. 3) 의 예외 처리 대상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각 속성의 최대, 최소
값을 환경 설정 파일을 통해 설정한 후, 매번 속성을 확인하여 그 값의 범위를 체크해야 한다. 현재는
각 속성에 대한 자세한 스펙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유효성만
체크하였다. 가령 Fill Factor 속성은 백분율 값을 가지므로, 0∼100 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코드는 그림 1 과 같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방법
유효성 검사 모듈에 대한 실험은 해당 모듈 자체만으로 성능을 평가하기보다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시스템의 동작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실험 환경은 Windows 7 OS, MySQL , Java SDK 6 이다.
입력 데이터로는 세 종류의 데이터 K3000, K3100, K3600을 사용하였다. 입력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3 와 같다. Cracked 데이터는 속성 자료형과 일치하지 않는 값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Fill Factor 속성은 백분율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수나 정수형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나
‘NaN’ 이나 ‘Inﬁnity’, 또는 의미없는 문자열 등으로 입력되었을 경우 이를 cracked data로 여긴다. 다만
‘NaN’ 이나 ‘Inﬁnity’ 를 입력받은 경우, 이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지만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있는 데이터이므로, 각각 -99999.99999, 99999.99999로 대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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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효성 검사 모듈의 내장 함수

한 바 있다. 이를 제외한 의미없는 문자열은 -77777.77777로 대치하여 입력한다. Cracked 데이터의 대
표적인 예는 그림 2와 같다.

데이터 종류

데이터 유형

데이터 개수 [Cracked/ 정상]

K3000

csv

3/4

K3100

xls

10/49

K3600

csv

2/15

표 3.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와 개수. 정상 데이터와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1) 정상 데이터를 파싱하였을 때, 2) 정상 데이터와 cracked 데이터를
혼합하여 파싱하였을 때, 3) cracked 데이터를 파싱하였을 때 각각 시스템의 종료 없이 오류를 보고하
면서 파싱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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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acked data의 예. Fill Factor 속성은 백분율 값을 갖기 때문에 실수나 정수형
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나 ‘NaN’ 으로 입력되어 있다. ‘NaN’ 값도 Fill Factor의 속성
값으로는 유효하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을 깨므로 데이터베이스
로 입력 불가능하다.
4.2 실험 결과
예상한 실험 결과는 데이터 파싱 시 적합하지 않은 형식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적절한 값
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의 종료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오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의 파싱에 대해 성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4 과 같다.
데이터 종류

데이터 개수

오류 보고 개수

파싱 여부

정상 데이터

19

0

성공

정상 데이터 + cracked data

19 + 15

15

성공

cracked data

15

15

성공

표 4. 정상 데이터와 cracked 데이터
정상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구축하면 되지만 cracked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cracked 데이터는 각각에 해당하는 다른 수치로 대치하여 입력
하기로 했었다. Cracked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원본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습은 그림 3와 같다.

5 결론 및 추후연구
원격 측정 장치의 실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폴링하고 파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하여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한 원격 실험 데이터 관리 시
스템에는 이 과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포맷의 데이터가 아니거나 데이터의 값이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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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cracke data

(b) cracked data가 저장된 모습

(c) cracked data에 대한 에러 보고
그림 3. Cracked data를 포함하고 있는 원본 파일 (a) 와 이것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b) 의 모습. 실수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할 Life Time, Volt, Current 속성에 각각 abcd,
NaN, Inﬁnity 문자열 값이 입력되었으므로 유효성 검사모듈에서 걸러야 한다. (b) 의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습을 보면, ‘NaN’ 은 -99999.99999로, ‘Inﬁnity’ 는 99999.99999
로, 그 외의 의미없는 문자열은 -77777.77777로 대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는
cracked data가 저장될 때 시스템이 보고한 에러 리포트이다. abcd는 의미없는 문자
열이므로 1번 Error, NaN과 Inﬁnity는 각각 2번 Warning, 1번 Warning으로 보고했음
을 알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날 경우 데이터 무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원격 실험 데이터의 유효
범위와 값을 설정하여, 검증한 데이터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
듈을 생성하였다. 사용자가 각 속성의 범위를 설정하면, 시스템이 데이터를 파싱하면서 오류가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판단하여 안정적으로 오류를 검출하고 기록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
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무결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모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데이터 검증 모듈을 개발하여 서버 단계에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는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에러상황
에 대해 임의로 Warning과 Error로 나누어 에러 보고를 했으나, 차후 보고내용을 Error로 통일하고,
이를 시스템 출력이 아닌 log로 남겨 Error의 원인과 발생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며, Error
번호만으로 Warning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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