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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IoT 환경에서는 고밀도로 노드가 분포되어진다. 이러한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전송 시 혼잡을 초래

하는 중복 데이터를 생성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저하시킨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집중으로 인

해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기법은 사 분위(Interquatile, IRQ) 분석과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통해 데이터의 이상치와 중복성을 측정하여 중복 데이터 및 특이치를 제거한다. 본 연구를 통

하여 최적의 데이터 전송을 통하여 IoT의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데이터 감소율, 네트

워크 수명 및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IoT(Internet of Things), 사 분위 분석(Interquatile Analysis), 대용량 데이터(Big Data), 

코사인 유사도 함수(Cosine Similarity Function)

대규모 IoT 환경에서의 중복 및 비정상 데이터 처리 기법
김민우O*, 이태호*, 이병준*, 김경태**, 윤희용*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O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e-mail: {kimmw95, leetaeho, byungjun}@skku.eduO*, kyungtaekim76@gmail.com**, youn7147@skku.edu*

Redundant and Abnormal Data Processing Scheme in 

Large-scale IoT Environment
Min-Woo KimO, Tae-Ho Lee*, Byung-Jun Lee*, Kyung-Tae Kim**, Hee-Yong Youn*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O

Dep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Software, Sungkyunkwan University**

I. Introduction

최근 IoT(Internet of Things)와 Big Data 관리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수많은 노드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켜 데이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용량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 기술이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전처리 기술은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한 분류와 중복데이터 제거 및 복잡한 데이터 

단순화 등의 분석 기술들이 요구된다[1]. 이때, 학습 데이터 세트의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스케일의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계산 복잡도

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 분위(Interquatile) 

분석과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통해 CH(Cluster Head)에서 데이터의 

이상치와 중복성을 측정하여 중복 데이터 및 특이치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처리

를 기반으로 최적화 된 데이터 전송을 통해 IoT 기기의 통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수집되어진 파일 시스템들은 흔하게 데이터 중복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센서 노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간혹 이상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는 같은 값을 여러 번 저장하고 

전송하며 지우는 과정 등에서 중복되는 데이터와 이상치 값들이 

생겨난다. 데이터 중복제거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2]. 먼저, 데이터가 저장된 이후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시간 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소에 저장되기 전에 중복제거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검출을 위해 다시 

데이터를 읽어야하며 불필요한 저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여분의 저장 공간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시간 처리는 중복데

이터 제거를 위해 처리 비용 및 성능에 오버헤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버헤드로 인한 이상치 값을 최소로 하고 높은 전송정

확도와 효율을 위해 노드에 저장된 값들을 측정하여 제거한 후 전송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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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데이터에서 특이치를 검출하고 제거하기 위해 사 분위(IRQ) 분석이 

사용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사 분위 기법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1. 사 분위 기법의 다이어그램

아래의 식에서 과 는 위 그림과 같이 샘플 데이터의 첫 

번째 사 분위와 세 번째 사 분위를 각각 나타낸다.

   

이때 데이터 포인트가 이상 값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포인트의 예상수치를 아래식과 같이 식별한다.  및  은 

각각 특이치를 식별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상한 및 하한 범위를 나타낸

다.

     ×,     ×

가설(Hypotheses): 

     or   

    

가설 에서 는 이상치 값으로 입력 데이터 포인트 의 중복성을 

측정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성 함수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 

   이면 가설 가 받아들여지고 데이터 점 는 

중복됨. 결과적으로, 이상치와 중복 데이터는 아래 식에 의해 삭제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중복 및 이상치 데이터

를 제거하는 사 분위 분석 기법과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사용한 

전처리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노드로 구성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전송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높은 QoS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후 본 기법을 적용하여 edge 

computing 환경에 사용되는 모델과 결합하여 더 뛰어난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트래픽 및 에너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의 전송 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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