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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란 센서를 통해 주변환경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센서간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

여 다른 센서들과 정보를 나눔으로써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며, 최근 기술 발 으로 인해 

다양한 센서들이 리 보 되면서 다양한 응용 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해져가는 센서 네

트워크에서 카메라 센서 기반 도로 감시 센서 네트워크에 한 이슈가 두되고 있으며, 도로 감시 센

서 네트워크의 역이  규모화가 되면서 최소의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센서 배치 문제에 심이 증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카메라 센서 기반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네트워크에서 최소의 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이벤트 감지에 한 성능을 보장하는 센서 배

치 기법을 고려한다. 이를 해 카메라 센서의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만족하는 센서간의 간격을 

도출하여서 이를 센서 배치에 용한다.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

는 컴퓨  능력과 무선통신 능력을 갖춘 무선 센서가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획득한 센싱 정보를 송수신

하여 원격지에서 감시/제어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을 말한다. 최근 부신 기술 발 으로 더 작고 렴한 

가격의 무선 센서들이 리 보 되면서 무선 센서 네트워

크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카메라 센서 기반 도로 감지 네트워크에 한 심

이 증 되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센서의 력 소모 최소화와 효

율 인 센서의 배치, 그리고 Ad-hoc 네트워크 기술의 자

가 구성 등이 있다. 이 에서 특히 센서 배치는 카메라 

센서 기반 도로 감시 네트워크의 역이  규모화가 

되어가면서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보장하면서 네트

워크 구축비용(센서 개수)을 감하는 문제로 요한 의미

를 가진다[2-3].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감하면서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만족하는 기존의 센서 배치 기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7].

   [4]에서는 센싱 역을 최 화하기 해서 이 에 배치

된 센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센서를 하나씩 배치시키면서 

탐지 역을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되었고, [5]에서는 최

화 기법 에 SA 기법을 이용한 센서 재배치 기법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센서 배치 기법들에서 

용되는 각 센서의 센싱 역은 일반 으로 Disk 형태로 

고려되며, 이를 기반으로 체 역에 한 센서의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만족하는 배치를 한다. 그러나 Disk 

형태의 일반 인 센싱 역은 카메라 특성인 상하 좌우 

시야각 등을 고려해야하는 카메라 센서의 센싱 역으로 

용하기 어렵고, 한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 네트워

크에서 체 역을 고려하는 기존의 배치 기법을 용하

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카메라 센서의 특성을 고려한 센싱 

역의 도출이 필요하며, 도로 지역만을 고려한 센서배치 

기법이 필요한 실정이다[8].

   본 고에서는 최소의 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네트워크

의 요구 성능인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만족하는 카

메라 센서 기반 도로 상황 감지 센서 네트워크의 배치기

법을 소개한다. 이를 해, 카메라 센서의 센싱 역을 도

출하여, 이를 통해 센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감하면

서, 이벤트 달  감지 성능에 한 요구성능을 보장하

는 센서간의 간격을 통해 이를 센서 배치에 용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2. 시스템 모델

   센서 배치 시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도로 에서의 폭()과 길이()의 

역을 감지하는 네트워크이며, 이를 해 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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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로 감시 센서 네트워크 센서 배치  

를 구축하기 한 기본 인 요구사항인 이벤트 달  

감지 성능에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벤트 달  감지 성능

   본 고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시 고려되는 기본

인 요구사항으로는 이벤트 달  감지 성능 등이 있다.

   이벤트 달 성능은 이벤트를 감지한 소스 노드에서 

배치된 센서들에 의해 직  는 간 인 방법으로 네트

워크상에서 연결되어서 싱크노드까지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한다. 이를 해 어도 1개 이상의 이웃 센서가 도로 에

서의 센서 통신 반경()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벤트 

감지 성능은 모든 도로 역이 배치된 센서의 센싱 가능 

역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카메라 센서의 센

싱 역을 고려하여서 도로 에서의 이벤트 감지 성능을 

만족하는 센서간의 간격()을 도출하여, 센서 배치시에 

고려한다. 

카메라 센서의 센싱 역

   본 고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는 그림 2와 같이 카

메라의 좌우 시야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센싱 역이 

결정된다. 이러한 센싱 역은 도로를 감지하는 2차원의 

센싱 역을 고려하며, 이벤트 감지 성능을 보장하는 역

으로 가정한다.

   카메라 센서의 센싱 역의 도출을 한 센서 라미

터는 카메라 센서의 상하 시야각(θ)  좌우 시야각(ф) 

등의 센서의 성능을 고려한 센서 성능 라미터와 설치되

는 센서의 높이(h)와 설치되는 센서의 치각(ξ) 등과 같

(그림 2) 감시 카메라 센서 모델

이 카메라 센서 설치 시 고려하는 제어 라미터로 나뉜

다. 그리고 도출된 센싱 역은 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나오

며, 센서 성능  제어 라미터를 통해 센싱 역의 윗변

(x), 아랫변(y), 높이(z)을 도출한다. 

3. 센서 배치 문제 구성  제안 기법

   본 고에서는 도로상황 감지를 하는 카메라 센서 기반  

네트워크에서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

키면서 배치되는 센서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소개

한다.

문제 구성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최소의 센서로 만족하는 

센서 배치 문제를 고려한다. (1)에서 는 도로 에 배치

되는 센서의 수를 의미한다. 

                     Min 


                     (1)

s.t. 이벤트 달  감지 성능 만족

제안 기법

   최소의 센서 개수로 이벤트 달  감지 성능을 동시

에 만족하는 센서 간의 간격()은 센싱 역의 복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도로 에서의 센서

의 이벤트 달 성능을 만족하는 통신 반경과 이벤트 감

지 성능을 만족하는 센서간의 간격의 최소값으로 최종

인 센서간의 간격을 도출한다. 

                                  (2)

   본 고에서 배치되는 센서들간의 최  통신 반경는 모

두 동일하게 가정한다. 그리고 이벤트 감지 성능을 만족하

는 센서간의 간격은 동일한 도로열에 용이 가능하며, 센

싱 역의 높이와 도로의 폭을 기 으로 이벤트 감지 성

능을 만족시키는 센서간의 간격이 도출된다. 

4. 성능 평가

   본 고에서 수행할 모의실험은 주어진 라미터를 이용

해서 일정 길이로 고정된 도로의 폭을 변화시키는 상황에

서 카메라 센서 배치시 일반 으로 사용하는 임의 배치 

기법과 수식 (3), (4), (5)에 따른 제안 기법에 한 센서간

의 간격을 비교하여서 제안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한 시뮬 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카메라 센서의 

성능 라미터인 상하 시야각은 30°이고, 좌우 시야각은 

60°이다. 그리고 제어 라미터인 배치되는 센서의 치 

각은 30°이고, 배치되는 높이는 10m로 가정하며, 이벤트 

달 성능을 만족하기 한 센서들간의 통신 반경는 50m

로 가정한다. 그리고 배치할 도로의 길이는 300m이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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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상하 시야각(θ) 30°

좌우 시야각(Φ) 60°

센서 치 각(ξ) 30°

센서 배치 높이(h) 10m

통신 반경 50m

배치도로의 길이(L) 300m

배치도로의 폭(W) 1m ∼ 20m

<표 1> 모의실험 환경

로의 폭은 1m에서 20m까지 변화시키면서 고려한다. 그 

결과 도로의 폭이 넓어 질수록 이벤트 달  감지성능

을 만족시키기 해서 센서간의 간격이 어 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의 폭이 11m부터는 센싱 

역의 높이가 도로의 폭보다 짧아져서 센서간의 간격이 

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제안 기법이 기존의 임의 

배치 기법에 비해 약 20%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축 시 센서 배치문제는 시스템 

구축비용과 성능에 직 으로 련되는 요한 부문이다.  

본 고에서는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카메라 센서의 배치를 

고려하여서,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벤트 

달과 이벤트 감지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센

서 네트워크 배치문제를 구성하 다. 향후 연구로 이벤트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서 이벤트 달  감지성능에 

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센서 배치 기법에 해

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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