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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일정 범위 내에 배치된 
센서들은 데이터 수집 시 측정한 데이터의 변화 패턴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간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단
일 센서의 경우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가 없는 시
간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공간적-시간적 상관
관계는 센서 간의 데이터 중복을 발생시켜 데이터 
전송 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1],[2]. 따
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이 요구되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센서 기반의 실내 먼지 데이터 
수집 실험을 통해 공간적-시간적 데이터 중복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허용
범위 설정 방법을 제안한다.

Ⅱ. 데이터의 공간적-시간적 상관관계

일정 범위 내에 배치된 센서의 공간적-시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약 14.5×9.5 의 실
내 환경에서 11 의 간격으로 먼지 센서 2개를 
배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 먼지 데이터의 공간적-시간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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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를 설정한다. 설정된 허용범위는 멤버 노드의 중복 데이터를 감소시키며 클러스터 헤드에서 허
용범위 재설정을 통해 수집 데이터의 가변적인 환경에서도 중복 데이터 감소가 가능함을 보인다.

ABSTRACT

The generation of redundant data according to the spatial-temporal correlation in a wireless sensor network 

that reduces the network lifetime by consuming unnecessary energy. In this paper, data collection experiment through 

the particulate matter sensor is carried out to confirm the spatial-temporal data redundancy and we propose 

permitted limit setting method for data transmission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roposed method, the data 

transmission permitted limit is set by using the integrated average value in the cluster. The set permitted limit 

reduces the redundant data of the member node and it is shows that redundant data reduction is possible even 

in a variable environment of collected data by resetting the permitted limit in the clust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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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실험 환경에서 수집한 먼지 데이터의 
공간적-시간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공간적 상관
관계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 배치된 2개의 센서
에서 데이터의 동일한 변화 패턴이 보였다. 시간
적 상관관계의 경우, 각 먼지 센서에서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의 변화가 없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Ⅲ.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 설정 방법

실험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 중복 문제 해결을 위
한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 설정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허용범위 설정 방법의 순서
도를 나타낸다. 먼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
집하는 센서 노드들을 클러스터링한다. 이후 클러
스터 헤드가 선출되면 멤버 노드는 클러스터 헤
드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2.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 설정방법 순서도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 노드로부터 수신한 센서 데
이터 및 자신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내 평균값을 도출한다. 일정 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도출된 평균값을 통해 해당 평균값의 최 값 및 최소
값과 통합 평균값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클러스
터 내 노드의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를 설정한다. 멤
버 노드는 수집한 데이터가 설정된 허용범위에 포함
되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한 슬립 상태가 되며 허용
범위를 벗어날 시 클러스터 헤드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 클러스터 헤드의 경우 수집한 데이터가 허용범위
를 벗어나면 멤버 노드에게 데이터 전송 요청을 브로
드캐스트한다. 전송 요청을 받은 멤버 노드는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로 전송하고 클러스터 
내 노드들은 다시 일정 주기 동안 통합 평균값을 도
출하여 허용범위를 재설정한다. 만약 클러스터 헤드
의 센서 데이터가 허용범위에 포함되면 기존 허용범
위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이 이루어진다.

Ⅳ. 결  론

실내 환경에 먼지 센서 배치를 통한 데이터 수
집 실험 결과, 공간적-시간적 상관관계에 따른 중
복 데이터 발생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 설정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특
정 주기 동안 센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통합 
평균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허용범위를 설정
한다. 설정된 허용범위는 멤버 노드의 중복 데이
터를 감소시키며 허용범위 재설정은 수집 데이터
의 가변적인 환경에서도 중복 데이터 감소가 가
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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