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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네트워크 분야에서 데이터 압축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기 한 통 이고, 효과 인 방법  하나이다.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시·공간 인 연 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압축 기법들이 많이 연

구되고 있다. 센서 노드는 통신 범 의 제약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공간 인 특성을 이용한 압축시 데이터의 범

로 제한된 정보를 사용한다. 하지만, 때때로 역 인 

데이터 분포와 특성은 데이터 압축 기법의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한 새로운 근의 데이터 압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지국 혹은 슈퍼 노

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압축을 한 정보, 즉,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함으로써 네트워크 체의 

데이터 압축을 용이하게 한다. 본 논문의 우수성을 보이

기 해서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네트워크의 수명이 약 30% 증가하 다.

Data compression techniques are traditional and 

effective to reduce the network traffic. Generally, sensor 

data exhibit strong correlation in both space and time. 

Many algorithms have been proposed to utilize these 

characteristics. However, each sensor just utilizes 

neighboring information, since its communication range 

is restraine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whole sensor data provide other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compression techniqu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rthogonal approach for compression algorithm. The 

base station or a super node generates useful 

information for compression of sensor data and 

broadcasts it into sensor networks. Every sensor that 

received the information compresses their sensor data 

and transmits them to the base station. We define this 

approach as feedback-diffusion. In order to show the 

superiority of our approach, we compare it with the 

existing aggregation algorithms in terms of the lifetime 

of the sensor network. As a result,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whole network lifetime was 

prolonged by about 30%.

I. 서 론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환경 감시, 스마트 공간, 의료 기

술, 농업 기술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으로 각 받고 

있다[1].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온도, 습도, 진도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다양한 처리를 

해서 수집한 정보를 싱크 노드로 송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센서 노드는 에 지 사용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송하는데 있어서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데이터 압축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이기 한 통 이

고 효과 인 방법  하나이다.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네

트워크 특성상 시간  혹은 공간  연 성을 지닌다[1]. 이러

한 데이터 연 성을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압축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에서 제안하는 시간 인 압축 

기법은 센서 데이터의 오차 허용치를 미리 정하고, 수집한 데

이터의 변화가 오차 범 보다 작은 경우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송하지 않는다. 이때, 기지국은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은 센

서 노드의 데이터를 시간 인 유사도 에서 마지막으로 보

고된 데이터의 오차 허용치 범 에 있다고 단한다. [3]은 이

웃 노드의 공간 인 연 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한다. 모

든 센서 노드들은 서로 다른 시간 슬롯(slot)을 할당 받고, 시

간 슬롯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송한다. 센서 

노드들은 자신의 시간 슬롯을 기다리는 동안 이웃 노드들이 

기지국으로 송하는 데이터를 도청한다. 이때, 도청한 모든 

값에 한 평균값을 계산하고, 자신의 값과 이 평균값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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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일한 경우 데이터를 송하지 않는다. [4]는 센서 노드

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각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들은 자신

의 클러스터 헤드 노드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송한다. 이때 

클러스터 헤드 노드는 수집된 멤버 노드들의 데이터에서 복

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데이터 압축을 수행한다. [1]은 수

집된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클러

스터 헤드에서 복제거와 양자화를 통해 데이터 압축을 수행

한다. 기존 데이터 압축 기법의 경우, 부분 공간 인 압축을 

수행하기 해서 통신 범 로 제한된 지역 인 데이터를 이용

한다. 하지만 때때로 역 인 데이터 분포와 특성은 데이터 

압축 기법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압축 기법과 교차 사용될 수 있는 새로

운 근의 압축 기법을 제안한다. 기지국 는 다른 센서 노드

의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집된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요약하여 다시 센서 네트워크로 

배포한다. 이 정보를 수신한 센서 노드는 이 정보를 기 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데이터 압축의 효율이 증가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피드백 배포(Feedback-Diffusion)

로 정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압축 기법의 특징과 상세한 과정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성능평가와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성

을 보이고, 제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II. 제안하는 데이터 압축을 위한 피드백 배포 
기법

본 장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압축하기 한 새로운 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압축 알고리즘은 기존의 압축 알고리즘과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압축을 한 정보, 즉,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함으

로써 네트워크 체의 데이터 압축을 용이하게 한다. 먼  

체 알고리즘의 특징과 피드백 배포의 개념을 설명하고, 배포 

방법에 따른 분류와 피드백 생성 기법, 근사 데이터 수집 기법

의 일련의 차를 기술한다. 

1. 특징
기존 센서 데이터의 공간 인 연 성을 이용한 데이터 압축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기지국이 일방 으로 센서 네트워크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는 센서 네트워크 내부에서 각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압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안하는 

피드백 배포 기법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압축을 

한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고, 센서 네트워크로 정보를 배포함

으로써 원본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물론 피드백을 배포하

기 해서 에 지의 소모된다. 하지만, 한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압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피드백 

배포에 따른 에 지 손실과 압축된 데이터의 송에 따른 에

지 이득은 상호 보완 인 계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 피드

백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하느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건이

다.

피드백 배포의 장 은 다음과 같다.

• 역 인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의 압축이 가능하게 한다.

•근사 데이터 수집을 한 역 인 기 을 제공한다.

(a) 기존 데이터 수집 방법

(b) 피드백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 그림 1. 피드백 배포

2. 피드백 정보의 생성
피드백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기본 으로 센서 데이터의 빈도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 정

보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빈도가 높은 센서 데이터를 양자화

함으로써 체 데이터의 압축 효율을 높인다. 이 같은 방법은 

허 만 코딩(Huffman Coding)과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피

드백 정보를 센서 네트워크로 배포하는 것은 상당한 에 지 

소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드백 정보의 크기를 이기 

해서 센서 데이터의 오류에 련된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가벼

운 피드백 정보를 생성한다. 

가정(1). 센서 데이터는 일정 범 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응용에 따라 센서 데이터의 오차 허용 범 를 정할 수 있으

며 다음과 같은 식(1)을 이용함으로써 오차 허용 범  내에 있

는 센서 데이터를 동일한 센서 데이터로 그룹화한다. 이때, ε

는 오차 허용범 를 나타내며, Vreal과 Vbase는 각각 실제 센서 

데이터와 기  값을 나타낸다. 그룹화를 통해 피드백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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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센서 데이터의 수를 일 수 있다.

   ≤                                (1)

가정(2). 일부 소수의 센서 노드는 완 히 잘못된 값을 센싱한다.

센서 노드는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센서 자체의 오류가 발

생하거나 배포 환경의 상황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환

경에 배포된다. 따라서 다른 센서 데이터의 경향성을 따르지 

않는 Outlier 데이터를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도가 임계

치 E 보다 작은 센서 데이터는 제거함으로써 피드백 정보에 

참여하는 센서 데이터의 수를 일 수 있다. 

그림 2는 피드백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속성에 

따른 정렬을 통해 오차 허용 범  ε 에 포함되는 센서 데이터

를 그룹화하고, 센서 데이터의 빈도가 임계치 E 이하인 센서 

데이터 그룹은 제거한다. 그 다음, 허 만 코딩을 이용하여 양

자화하고, {측정값, 양자화값}으로 구성된 피드백 정보 테이블

(Feedback Information Table)을 생성한다.

▶▶ 그림 2. 피드백 정보 생성 과정

3. 피드백 배포
피드백의 배포는 크게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와 외부, 즉, 기지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 어진다. 

그림과 같이 피드백을 생성하는 주체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지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피드백을 생성하는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배포가 시작된

다. 이 경우, 기지국은 일반 으로 센서 노드보다 좋은 계산 성

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복잡한 처리가 가능하

다. 한,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역

인 데이터 특성을 완벽하게 피드백 정보에 반 할 수 있다. 하

지만, 기지국이 센서 네트워크와 거리가 먼 경우 피드백 정보 

생성을 한 데이터 수집 시 많은 에 지를 소모한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TAG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수집 알고리

즘의 경우, 라우  트리의 상  노드 혹은 루트 노드가 피드백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역 혹은 부분 인 데이터의 

특성이 반 될 수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 내부에서 피드백 정

보가 배포됨으로써 피드백 정보의 라우  비용을 일 수 있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CAG를 기반으로 하는 데

이터 수집 알고리즘의 경우, 지역 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클러스터 헤드가 피드백 정보를 생성한 후 배포한다. 클러스터 

구성 방법에 따라 피드백 정보 생성 방법이 변할 수 있으며, 

압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a) 기지국           (b) 루트 노드 (TAG)

(c) 클러스터 헤드 (CAG)

▶▶ 그림 3. 피드백 생성 주체에 따른 분류

4. 압축 데이터 수집
피드백 배포를 통해 각 센서 노드로 달된 피드백 정보는 

각 센서 노드가 센서 데이터를 양자화하는데 활용된다. 그림 

4는 피드백 정보를 배포하고 압축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기지국에서 피드백정보를 생성하고, 센서 네트워크

로 피드백 정보를 배포한다. 각 센서 노드는 이 정보를 장하

고 있으며, 자신이 측정한 센서 데이터가 피드백 정보의 오차 

허용 범  ε에 포함되는 경우, 압축 정보를 기지국으로 송한

다. 만약 피드백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정(2)에 의해 

데이터 송을 포기한다. 하지만, 응용 로그램의 특성에 따

라 압축되지 않은 정보를 그 로 송함으로써 수집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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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기지국

센서 데이터

피드백 정보

1

2

N

센서 데이터

피드백 정보 생성

1

2

N

압축된 센서 데이터 전송

압축되지 않은 센서 데이터 전송

피드백 정보의 배포 or 재배포

▶▶ 그림 4. 피드백 정보 배포와 압축 데이터 수집 과정

5. 피드백 정보의 갱신
매주기마다 피드백 정보를 배포하는 것은 에 지를 크게 소

모한다. 반 로 피드백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압축율이 

하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제안하는 피드백 배포 기법은 

한 갱신 시 을 찾기 해서 기지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의 수를 계산하고, 데이터의 수가 일정 크기보다 은 경우 피

드백 정보를 갱신하기 해서 새로운 피드백 정보를 배포한다. 

이때, 양자화된 데이터의 수집하는 정도를 "Hit율"이라고 정

의한다. 기지국은 수집 데이터의 Hit율이 센서 배포 에 설정

된 최소 Hit율보다 낮은 경우 피드백 정보를 다시 배포하고, 

각 센서 노드의 피드백 정보는 갱신된다.

III. 성능 평가 및 분석
1. 실험 환경
제안하는 피드백 배포 기법의 우수성을 보이기 해 TAG 

기반의 일반 인 데이터 수집 기법과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

을 비교평가 하 다. 표 1은 시뮬 이션에 사용된 환경 변수이

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미국 워싱턴주의 온도 데

이터를 활용하 다[5]. 공간 인 연 성을 만들기 해서 데이

터 모델의 상차를 두어 각 센서 노드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정하 으며, 센서 노드는 그림 5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형성한다. 센서 노드의 메시지 송에 소

모되는 에 지 모델은 {메시지 크기}x({ 송 비용}+{증폭 비

용}x{거리}) 이며, 송 비용은 50nJ/b, 증폭 비용은 

100pJ/b/m2으로 설정하 다. 메시지 수신에 소모되는 에 지 

모델은 {메시지 크기}x{수신 비용} 이며, 수신 비용은 50nJ/b

으로 설정하 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해서 피드백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 양자화되

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그 로 수집하는 정책을 사용하 다.

[표 1] 성능 평가 환경
라미터 변화 기본값

라우  트리의 벨 2-10 벨 3 벨

센서 식별자 - 4byte

센싱 데이터의 크기 - 4byte

오차 허용 범  () 0-4% 1%

피드백 정보의 Hit율 10-95% 80%

발생 빈도에 따른 임계치 (E) 1-16% 4%

10m

기지국

▶▶ 그림 5. TAG 기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2. 실험 결과
그림 6은 TAG 기반의 FM(Flooding Method)과 제안하는 

피드백 배포 기법의 네트워크 수명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존 

압축 기법의 교차 사용을 평가하기 해서 [2]에서 사용된 압

축 기법을 용하 다. x축의 값은 라우  트리의 벨을 의미

한다. 실험결과 FM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이 약 30%의 네트

워크 수명 향상을 보 으며, 각 기법에 압축기법을 용한 경

우 추가 인 에 지 사용의 효율이 발생하 다. 이는 제안하는 

기법의 특성상 기존 압축 알고리즘과 교차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 으로 피드백 배포를 통한 압축을 수행함

으로써 데이터 송에 소모되는 에 지 소모가 크게 었다는 

것을 보여 다.

▶▶ 그림 6. 네트워크 수명 비교

IV. 결 론
본 논문은 기존 압축 기법과 교차 사용 가능한 피드백 배포 

기법을 제안한다. 공간 인 특성을 이용한 부분의 압축 기법

은 통신의 제약으로 인해 인 한 센서 데이터의 특성만을 이

용하는 단 이 있다. 제안하는 기법에서 기지국 혹은 슈퍼 노

드에 의해 생성된 피드백 정보는 센서데이터의 역 인 분포 

특성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인 양자화를 수행한다. 시

뮬 이션을 통한 실험 결과, 기존 데이터 수집 기법에 비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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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수명이 약 30% 향상되었고, 기존 압축 기법과 교차 

사용함으로써 에 지 사용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한, 센서 네트워크의 오류와 센서 데이터의 오차 범 를 이용

하여 에 지 효율 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향

후 연구는 피드백 정보를 효율 으로 압축하는 기법과 내부 

네트워크 처리를 통한 배포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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