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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의 각 센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효율적 라우팅 기법을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In-network 데이터 병합 기반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Wireless Sensor 

Network에서는 모든 단말 노드가 스스로 라우팅 된 하위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In-network 병합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필요한 쿼리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라우팅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 시키며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기존 In-Network 데이터 병합 기법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조건 병합 기반의 In-network 병합 기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In-Network, 병합, WSN(Wireles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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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IoT 환경에서 각 센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병합은 

센서 노드의 전력소비를 절감하고 센서의 버퍼 큐와 네트워크 채널의 

효율성을 높여 대용량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의 Wireless Network 환경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병합 기법으로 모든 단말 노드 스스로가 라우팅된 

하위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인 In-network 데이터 

병합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필요한 쿼리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라우팅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므

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한다. 또한 라우팅 과정과 쿼리 삽입 

과정 사이의 시간차가 클수록 센서 노드가 이동했을 확률이 높아지므

로 데이터 전송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아래의 그림1은 

In-network 데이터 병합과정이다.

Fig. 1. In-network 데이터 병합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데이터 병합

데이터 병합이란, 많은 센서 노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신하는 

경로상의 특정 노드에서 단 하나의 패킷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Wireless Sensor Network에서 불필요한 패킷 전송을 차단하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92

네트워크의 전체 데이터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 cost를 줄일 수 있다 [1].

1.2 In-network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n-network processing은 소프트웨어 아키

텍쳐를 통해 센서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In-network는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병합한 다음 게이트웨이로 집계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중간 노드에 배포 된다. Directed diffusion은 데이터 중심의 보급, 

경험적으로 가장 좋은 경로에 대한 적응, In-network에 데이터 집계 

및 캐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동적인 

센서 네트워크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강력한 보급을 가능하게 

한다 [2].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법을 활용하여 대규모 

IoT 환경에 적잡한 조건 병합 기반의 In-network 기법을 제안함. 

이는 이벤트 조건들 중 일부를 선택한 후 최소 경계사각형(MBR)을 

통해 병합된 이벤트 조건을 만들어 대체함으로써 기존 이벤트 조건 

테이블의 크기를 줄이는 기법이다. 또한, 각 병합 구역의 이벤트에 

대한 쿼리 전송 및 병합을 병합 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In-Network 병합을 적용한 병합 구역 기법 연구를 통해, 데이터들 

간의 상이성 정도를 조절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감소시켜 데이터 처리의 정확성을 향상 시켰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In-Network 병합을 적용한 병합 구역 기법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병합 구역의 이벤트에 대한 쿼리 전송 

및 병합은 병합 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 하였다. 병합 구역을 나눔으

로써 이벤트와 상관이 없는 노드들이 쿼리를 전송받을 수 있고, 또한 

병합을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전력 소모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들 간의 상이성 정도를 적응적으로 조절하여 평균화에 

따른 손실 값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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