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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Edge Computing은 Cloud Computing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 하였으나, 자원 제한을 가지고 있는 Edge Node에서 데

이터 분석 및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과 PCA 기법을 이용해 차원 추

축을 이용한 계산비용과 처리시간을 줄이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PCA란, 차원 축소 및 데이터 압축에 사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

즘 중 하나이며,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 차원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안한 기법이 기존의 Reduction first 

clustering second(RFCS) 기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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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터넷 및 모바일 장치의 급속한 발전은 Cloud Computing 환경에

서의 예측 불가능한 대기시간, 병목현상, 이동성 지원 및 위치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dge 

Computing이 등장하였으나, 자원 제한적인 Edge 노드에서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비용과 크기의 증가로 Arduino, Raspberry Pi, XBee 

등과 같은 SBC(Single board computer)가 출현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은 저비용, 소형, 확장성, 사용자 정의가 용이하고 배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Machine learning 기술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SBC 기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자원 제한적인 IoT 환경에 

적합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연산 복잡도는 매우 높으며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리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하나 이상의 헤드 노드를 통해 싱크노

드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나 

데이터 세트가 큰 경우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으로 인해 Edge 

노드의 처리 작업의 시간이 늘어나므로 고차원의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 비용과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는 차원 

축소 방법이 있다. 차원 축소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LDA, LLE, LEM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분산을 

처리할 수 있는 PCA 기법을 이용하였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는 차원 축소 및 데이터 압축에 사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로,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직교 변수의 집합으로 나타내어 차원을 줄인다. PCA 기반의 차원 

감소는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원을 선택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II. Related works

1. K-means clustering

Clustering은 유사성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K-means clustering은 사용자가 임의로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K-means clustering의 

작업 과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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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means clustering 과정

2. PCA

PCA는 공분산의 특이 값 분해 또는 고유벡터를 계산을 통해 

수행되며, 전처리로서 낮은 차원의 부분 공간에 데이터를 투영하는데 

사용되고 부분공간의 데이터로 Clustering이 발생한다.[2]

III. The Proposed Scheme

IoT 노드의 자원제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본 논문에서는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 처리 후, PCA를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위의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으로, Clustering을 통해 K-means 알고리

즘의 반복횟수를 줄이며, 클러스터 된 데이터 세트에 PCA를 적용하여 

전체 소요시간을 줄이고, 100개의 데이터 포인트 세트의 처리과정을 

나타내며, 먼저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네 개의 클러스터로 

그룹화 하였다.

Fig. 2. K-means clustering 예시

IV. Conclusions

IoT 환경에서 노드는 공통된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Clustering

을 한 후 차원을 축소하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기 전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분하였

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Reduction first clustering second(RFCS) 

기법에 비해 클러스터의 수와 관계없이 성능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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