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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 네트워크는 이기종의 IoT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러스터
링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클러스터링 기법들은 정적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IoT 장치에는 기존 클러스터링 기법들이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에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IoT
장치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확률적 딥러닝 기반의 동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수집된 정보
의 속성값의 빈도수를 확률적으로 딥러닝에 적용하여 서브넷을 구축한다. 구축된 서브넷은 시드로 추출된 연계 정보를 
계층적 구조로 그룹핑할 때 사용하며, IoT 장치에 대한 동적 클러스터링의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성능평가 결
과, 제안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데이터 처리 시간이 평균 13.8% 향상되었고, 서버의 오버헤드는 기존 모델보다 평균
10.5% 낮게 나타났다. 서버에서 IoT 정보를 추출할 때의 정확도는 기존모델보다 평균 8.7%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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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arious clustering techniques have been studied to efficiently handle data generated 
by heterogeneous IoT devices. However, existing clustering techniques are not suitable for mobile IoT 
devices because they focus on statically dividing networks. This paper proposes a probabilistic deep 
learning-based dynamic clustering model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IoT devices using 
edge networks. The proposed model establishes a subnet by applying the frequency of the attribute 
values collected probabilistically to deep learning. The established subnets are used to group 
information extracted from seeds into hierarchical structures and improve the speed and accuracy of 
dynamic clustering for IoT devic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had an average 13.8 percent improvement in data processing time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 and the server's overhead was 10.5 percent lower on average than the existing model. The 
accuracy of extracting IoT information from servers has improved by 8.7% on average from previou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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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이 발달전하면서 네트워크 환경도 정적 환경
에서 동적 환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
유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치가 과거에는 고정된 위치에
서 수집하여 전송하였지만, 현재는 IoT 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하기 때문
이다[1]. 

최근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
면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의 전송보다
는 처리와 분석을 중요시하고 있다[2]. 특히, IoT 장치와 
같은 이동성이 제공되는 장치는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돼 있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로는 아파치 스파크 플랫폼, 클러스
터링 및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등이 있다[3].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분
석하기 위해서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계산
을 네트워크 가장자리와 데이터 소스로 밀어내는 에지 
컴퓨팅이 제안되었다[4-6]. 에지컴퓨팅은 데이터 소스에 
가까운 노드에서 계산의 일부 수행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로 전송하는 데이터 수를 줄여 지연 시간 및 응답 시간을 
낮추었다. 에지 서버는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상주하면
서 사설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이의 연결 역할을 수행한
다[4]. Mao et al. 에서는 에지 컴퓨팅을 사용하여 기능
을 추출하고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피쳐 수를 줄이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5].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동성이 있는 IoT 
장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에지 서버와 
노드들 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확률적 
딥러닝 기반의 동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정보의 속성 정보의 빈도수를 확률적으로 
딥러닝에 적용하여 서브넷을 구축한다. 구축된 서로 다른 
서브넷들은 에지 서버들의 연계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 
구조로 그룹핑한다. 이 같이 하는 이유는 IoT 장치의 동
적 클러스터링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딥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제안모델에서는 딥 러닝
을 적용함으로써 IoT 장치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정
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제안모델은 IoT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간소화시켰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딥러닝과 

클러스터링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알아
본다. 3장에서는 IoT 정보 수집을 위한 확률 기반의 딥 
러닝 동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을 비교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인공지능 vs. 딥러닝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도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

면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2015년 이후 병렬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GPU을 도입함
으로써 모든 영역의 데이터(이미지, 텍스트, 매핑 데이터 
등)에 영향을 미쳤다[6].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
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하는 분야이다[7]. 머신러
닝은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작업을 학습한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방식은 의사결정트리 학습, 귀납 논리 
프로그래밍, 클러스터링, 강호 학습, 베이지안(Bayesian) 
네트워크를 포함한다[8-9].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특정한 
한 분야로써 데이터로부터 연속된 층(layer)에서 점진적
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딥러닝은 뇌
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를 수백∼수백만 개 학습시킨다.  

2.2 기존 연구
최근까지 무선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던 클러스터 기반

의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는 정적인 노드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여러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한다. 클러스터링
된 멤버 노드는 클러스터 헤드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
였다[3,4]. 

기존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은 에너지 소비, 통신 지연 
등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가진다
[10-12]. 또한, 대부분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솔루션은 
네트워크의 글로벌 정보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
한 IoT 장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글로벌 정보 없이 데이
터를 전송하는 동적 IoT 장치를 위해서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적응형 자기 조직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5]. Liu 
et al. 기법은 진화이론을 이용한 각 노드의 국부적 결정
에 의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
하였다[13]. 이 기법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자원 관리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화 학습(RL)을 활용하였다. 
Mao et al. 기법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자원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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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을 RL 문제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14]. 이 기법에서 RL 모델은 실험을 통해 최첨단 휴리스
틱 솔루션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Ye et al. 기법
은 DRL을 기반으로 차량 간 통신에 사용된 자원을 할당
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15]. 이 기법은 각 에이전트가 
분산된 로컬 정보를 사용하여 지연 시간 제약 조건을 충족
하기 위해 서브밴드 및 전송 전력을 최적화하도록 하였다. 

3. 확률 기반의 딥 러닝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모델

이 절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IoT 장치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한 딥 러닝 기반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
한다. 제안 모델은 에지 서버에 전달된 IoT 정보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계층적 서브넷을 구축하며, 서브넷 간 
시드들의 연계 정보를 계층적으로 그룹핑함으로써 데이
터 처리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3.1 개요
최근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네트워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IoT 장치를 통
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무관하
게 실시간으로 센싱된 정보를 서버에 전달한다. IoT 기
반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기종의 다양한 장치들을 통합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시간안에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대량의 IoT 
정보를 네트워크 구성 장치들을 이용하여 전달할 때, 대
량의 수집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확률 기반의 
딥러닝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IoT 정
보의 확률정보를 서브넷의 시드로 구성함으로써 네트워
크를 계층적으로 그룹핑한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제안 모델은 네트워크 
구성요소인 IoT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특징에 따라 
유사정보를 서브넷으로 묶는다. 둘째, 제안모델은 IoT 장
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분석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서브넷 정보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서로 연계하여 적
용한다. 셋째, 계층적으로 그룹핑된 IoT 장치의 정보는 

확률 기반의 빈도수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처리 단계를 
간소화 한다.

3.2 시스템 모델
제안 모델의 시스템 모델은 Fig. 1처럼 IoT 네트워크

와 엣지 컴퓨팅 서버가 포함되도록 IoT 동종 장치로 구
성한다. IoT 장치는 임의의 지역에 배치되며 엣지 서버
로 가는 통신 루트는 멀티 홉으로 되어있다고 가정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IoT 장치의 정보는 주기적으
로 수집한 후 멀티 홉 통신을 통해 에지 서버에 전송한
다. 에지 서버는 전달된 정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여
러 개를 배치한다. 배치된 에지 서버는 수집된 정보가 균
형있게 처리하도록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가
진다. 여러 개의 에지 서버는 IoT 장치로 연결되며 네트
워크는 클러스터로 분할된 후 분할된 클러스터에 최소 1
개 이상이 상주하여 IoT 장치의 정보를 수집한다. 제안 
모델에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은 IoT 장치의 이동 위치
와 데이터 수에 따라 변화된다. 제안 모델에서 네트워크
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 클러스터 영역에 존재하는 IoT 장치의 이동 정도를 
반영한다.

Fig. 1. Overall Process of Proposed Scheme

Fig. 1처럼 제안 모델은 서브넷의 크기가 IoT 장치에
서 수집된 정보에 따라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IoT 장치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속도를 향상시켰다.

3.3 서브넷 생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IoT 장치들이 클러스터링을 통

해 서브넷으로 구성되면, 각 서브넷은 에지 서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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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장치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 때, 에지 서버는 연
계정보를 통해 Fig. 2처럼 IoT 정보의 속성정보 를 유

사정도 에 따라 시드 를 선택한다. 이 때, 서브넷은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링 할 때 사용된 연계 정보를 시드
로 선택하여 IoT 장치의 유사정보를 Fig. 2과 같이 해쉬
체인으로 묶는다. 

Fig. 2. Subnet Component Generation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

제안 모델은 Fig. 2처럼 IoT 장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된 속성 정보와 서브넷 간 연계 정보를 해쉬체인으
로 묶어 계층적으로 그룹핑한다. 이 때, 에지 서버는 수집
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하
여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에지 서버는 식 (1)과 같이 IoT 
장치의 속성 정보와 연결 정도를 쌍으로 한 행렬 정보를 
생성한다. 

 = 








  
  
  

 , =1,2,..,       (1)

여기서, 는 IoT 정보의 속성 수를 나타내며, 는 연결 
정도 수를 의미한다. 

3.3.1 IoT 정보의 속성 정보 생성 
제안 모델은 수집된 정보의 속성 정보를 부여하기 위

해서 0과 1로 구성된 비트 수열을 식 (2)처럼 사용한다. 
식 (2)는  비트의 상관관계 행렬을 사용한다. 식 (2)는
IoT 장치 정보의 상관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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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IoT 장치에서 생성된 정보의 속성수를 

의미하고, 는 속성 정보 관계를 의미한다. 

3.3.2 IoT 속성 정보 접근 방법
서브넷 상에 존재하는 IoT 정보의 속성 정보 는 식 

(3)와 같이 수집되면 서버는 식 (4)의 방법으로 IoT 정보
의 속성 정보  중 일부 속성 정보 (=∪∪…∪
 )를 추출할 수 있다. 

  = ( ,  , ...,  ) = 
  



∨    (3)

={|∈ , 1≤, ≤}         (4)

3.4 IoT 정보 인증
네트워크가 클러스터링 된 후 서버는 에지 서버로부터 

전달된 IoT 장치의 정보를 인증하기 위해서 제3자가 불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동시에 개의 속성  ∈ 
(1≤≤)을 통해 IoT 정보를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3
단계를 수행한다.
• 단계 1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IoT 장치는 에지 서버를 

통해 서버에게 공유키 로 암호화한 IoT 정보 인식
자 와 공개키/개인키(, )를 전달한다. 

• 단계 2 : 에지 서버로부터 전달된 IoT 정보의 인식자 
를 서버가 비교 검증한 후 정상이라면 IoT 정보의 
속성 값 과 =( ,)를 XOR 연산하여 를 
생성한다.

• 단계 3 : IoT 장치는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정보 
중   ⊕ 을 추출한 후 IoT 정보 인식자 와 공
개키/개인키(, )을 사용하여 =( ,)을 생성한
다. 생성된 는 서버로부터 전달된 정보와 비교한다.

4. 성능 평가  

제안 모델과 기존 모델의 처리 시간, 오버헤드, 정확도 
등을 평가한다.

4.1 실험환경
제안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MatLab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기
본 파마미터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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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pology for experimental environment

Parameter Value

Network topology Mesh topology

Number of server 1

Number of node 1-50

Number of relay nodes 5

Link capacity 1 Gbps

Link round trip delay 10ms

Internet Timeout Timer 500ms

Number of Subnet ={1, 2, 4, 8, 10}

Number of IoT  Information  = {1, 5, 10, 25, 50, 100} 

Number of Property  = {1, 2, 3, 4, 5}

Buffer 40 packet

Traffic 5 pkts/s

Table 1. Simulation parameter

4.2 데이터 처리시간
Fig. 4은 제안 모델에서 IoT 장치의 데이터 처리 속도

를 나타내고 있다. Fig. 4에서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 속성과 확률 값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서브넷 간 IoT 정보
를 서로 연계 처리한 제안 모델은 처리시간이 기존 모델
보다 13.8% 향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안 모델이 
IoT 장치에서 생성한 정보의 유사 정도를 비교한 후 적
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Fig. 4. Data Process Time through the Number of IoT
Device

4.3 오버헤드
Fig. 5은 IoT 정보 수집을 위해 딥러닝을 수행하는 서

버의 오버헤드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 5]처럼 IoT 
정보는 확률 연계 정보를 딥러닝에 적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서버의 오버헤드가 평균 10.5% 낮
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제안 모델이 연계정보를 (확률값, 
서브넷 정보) 쌍으로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계 정보 중 확률정보가 높은 정보를 시드로 처리하도
록 하였기 때문이다.

Fig. 5. Overhead of Server through the Number of IoT
Device

4.4 정확도
Fig. 6은 IoT 장치에서 수집한 IoT 정보들을 서버에

서 추출할 때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를 추출할 때 추출된 정보를 서버의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도가 높은 정
보만을 추출하였다. Fig. 6의 실험결과에서 처럼 제안 모
델은 IoT 정보의 확률 연계를 딥 러닝에 적용하였기 때
문에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평균 8.7%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oT 정보에 대한 확률값을 계층적 서브
넷의 시드 값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Fig. 6. Accuracy through the Io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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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최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보다는 
처리와 분석을 중요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IoT 장치와 같은 이동이 가능한 장치는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클러스터링 방법
들은 에너지 소비, 통신 지연 등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적
화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에지 네트워크
환경에서 IoT 장치의 정보를 이용한 확률적 딥러닝 기반
의 동적 클러스터링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속성값의 빈도수를 확률
적으로 딥러닝에 시드로 적용하여 서브넷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처리시간이 기존 모델보다 13.8% 향
상된 결과를 얻었고, 서버의 오버헤드는 평균 10.5% 낮
았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의 확률 연계를 딥 러닝에 적
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평균 8.7% 높
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
로 IoT 정보 분석 방법과 활용 방안을 이기종 클러스터 
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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