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 113~119, Jan. 2020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장시웅1*·김지성2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Efficient Communication System 
for Collecting Sensor Data in Large Scale Sensors Networks 

Si-woong Jang1* · Ji-Seong Kim2

1*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2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요  약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수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다 

제어할 수 있는 센서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의 센서들을 다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다수

의 브릿지 노드를 두어 통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브릿지 노드는 SPI 통신을 이용하여 여러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종합한 데이터는 무선 

TCP/IP 통신을 이용하여 PC서버로 전달하여 센서 데이터를 종합한다. 본 논문에서는 Open H/W인 아두이노 Mini와 

ESP8266을 사용하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700개 이상의 센서로부터 초당 30
회 이상의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Large sensor networks requir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from a large number of sensors. The number of 
sensors that can be controlled per micro controller is limited. In this paper, we propose how to aggregate sensor data 
from a large number of sensors using a large number of microcontrollers and multiple bridge nodes, and design and 
implement an efficient communication system for sensor data collection. Bridge nodes aggregate data from multiple 
microcontrollers using SPI communication, and transfer the aggregated data to PC servers using wireless TCP/IP 
communication. In this paper, the communication system was constructed using the Open H/W Aduo Mini and ESP8266 
and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analyzed. The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re than 30 sensing data 
can be collected per second from more than 700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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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종류의 센서들이 의료, 절전, 기후 등의 응용에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11].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주로 저전력 환경에서 센

서 관리하는 방법[8],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성 보장방법

[1],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 제어 방법[2], 효율적인 다기

능 센서 배치 방법[3] 등에 관한 것으로 대규모 센서들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노드 구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센서들로부터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과 통신 구조

를 제안하고, 통신구조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다. 여러 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종합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SPI 통신이 있다. SPI는 수 MHz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 통신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다중 

센서환경에서 데이터를 종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

하다[12].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브릿지 노드, PC 서버를

를 사용하여 통신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마이

크로컨트롤러와 브릿지 노드 사이의 통신을 위해 SPI통
신을 사용하였고, 브릿지노드와 서버와의 통신을 위하

여는 무선 TCP/IP 통신을 사용하였으며, 노드 구성에 따

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대규모 센

서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통신구조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고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1-9]에
서는 저전력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네
트워크 상에서 신뢰성 보장방법,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 

제어 방법, 효율적인 게이트웨이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전력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8]에 

관한 연구에서는 센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여 전

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1]에서는 대규

모로 구성되는 IoT 환경에 적합한 센서 게이트웨이를 제

안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드 구성에 따른 통신 시

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혼잡제어에 관한 연구[2]에서는 

대규모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

는 센서노드들의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 제어기법을 제안하였고, [4]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싱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다중경로 라우팅 

보안 기법을 제시하였으나, 센싱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을 위한 노드 구성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대규모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며, 다수의 마이크로컨트롤

러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브릿지 노드를 사

용한다. 브릿지 노드가 다수의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데

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SPI통신을 사용한다.
SPI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사례로서 SPI통

신을 활용한 인공 팔 설계, line driver를 이용하여 SPI통
신의 noise를 제거하는 방법, SPI통신 프로콜을 구현하

여 저가형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지만, 대규모 다중

센서 환경에서 SPI를 통해 데이터를 종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13-15]. SPI는 직렬 주변

기기 인터페이스로 Motorola에서 개발한 전이중 통신

이 가능한 동기 통신이다. 단순하면서 속도도 충분히 빠

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SPI의 연결에는 직

렬 클록(SCK), 마스터 출력-슬레이브 입력(MOSI), 마
스터입력–슬레이브 출력(MISO), 슬레이브 셀렉트(SS)
의 4가지 논리 신호를 지정하고 사용한다. SPI의 동작 

방법은 SS를 LOW신호로 출력하여 Slave를 선택하여 

활성화한 다음 SCK를 통해 동기화하고 이 클럭에 

MOSI, MISO핀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16]. SPI 버스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Fig. 1 Serial Peripheral Interfac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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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신 시스템 설계

3장에서는 대규모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하기에 적합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3.1. 통신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브릿지노

드, PC 서버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로는 아두이노 Mini를 사용하고, 브릿지 노드로는 Node 
MCU를 사용한다. 아두이노 Mini와 Node MCU 사이의 

통신은 SPI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Node MCU는 SPI 통
신의 Master 역할을 수행하고, 아두이노 Mini는 SPI 통
신의 Slave역할을 수행하므로 Node MCU를 SPI Master
로, 아두이노 Mini를 SPI Slave로 명칭하여 통신 시스템

을 설명한다.

Fig. 2 communication stucture diagram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수집을 위해 PC 서버는 SPI 
Master로 데이터를 요청한다. 연결되어 대기 중인 SPI 

Master는 데이터를 요청받게 되면 SPI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SPI Slave들과 통신하여 데이터를 수신한다. SPI 
Slave들은 SPI Master의 요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모듈

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SPI Master와 SPI 통
신을 수행하여 아날로그 데이터를 PC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하나의 서버는 다수 개의 SPI Master를 제어하며, 
하나의 SPI Master는 다수 개의 SPI Slave를 제어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2. 서버 설계 

PC 서버는 그림 3과 같이 Multi Thread로 구성하여 

다수의 SPI Master와 동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서버는 MN개의 SPI Master로부터 연결 요청이 올 때 까

지 대기하여 MN개의 SPI Master와 연결을 수행한다.

MN : The Number of SPI Masters
Fig. 3 Serv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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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C 서버의 Control Thread는 그림 4와 같이 사

용자가 지정한 주기로 MN개의 SPI Master에 데이터 수

집을 요청하고, MN개의 SPI Master로부터 데이터가 도

착할 때까지 대기하고, 각각의 데이터가 도착하면 데이

터 값과 평균 반응시간을 저장한다.

Fig. 4 Control Thread Algorithm of Server

3.3. SPI Master

SPI Master는 무선 TCP/IP를 통해 PC 서버에 접속하

며 서버에 연결한 뒤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까지 

대기한다. 서버로부터 센서 데이터 요청이 도착하면 연

결되어있는 SPI Slave들에 센서 데이터들을 요청한다. 
연결된 모든 SPI Slave들로부터 데이터가 도착하면 데

이터를 종합하여 연결되어 있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

한다. SPI Master의 동작은 그림 5와 같다.

SN : The Number of SPI Slaves
Fig. 5 SPI Master Algorithm

3.4. SPI Slave

센서의 데이터를 직접 Read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는 센서의 데이터를 Read하여 SPI Master에게 SPI 통신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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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e의 동작은 그림 6과 같다. SPI Slave는 SPI를 활성

화한 후 SPI Master의 요청을 받으면 센서 데이터를 읽

어 SPI 통신으로 SPI Master에게 전송한다.

Fig. 6 SPI Slave Algorithm

Ⅳ. 통신구조에 따른 성능분석

4.1. 성능분석 환경

성능분석을 위한 통신 구조는 4가지로 구성하였다. 
SPI Master의 개수와 SPI Slave의 개수가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실험마다 SPI Master
의 개수를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총 센서의 개수는 같게 

구성하였다. 4가지 통신구조는 표 1과 같다. 표 1의 No. 
1은 SPI Mater의 개수가 2개이고, 1개의 SPI Master에 6
개의 SPI Slave들이 연결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No.2는 SPI Mater의 개수가 3개이고, 1개의 SPI Master
에 4개의 SPI Slave들이 연결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No3, No4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됨을 보여 준다.

Table. 1 Communication Structure

No. The Number of 
SPI Master

The Number of 
SPI Slaves for 
one SPI Master

Total Number of 
SPI Slaves

1 2 6 12

2 3 4 12

3 4 3 12

4 6 2 12

표 2는 성능분석을 위한 시스템 요소 중 PC 서버, SPI 
Master, SPI Slave의 시스템 사양을 포함하며, 각 구성 요

소의 CPU, Main Memory, 네트워크 사양을 나타낸다.

PC Server
SPI Master
(NodeMCU 
ESP8266)

SPI Slave
(Mini)

spec. spec. spec.

CPU i5-9400f MCU
32bit 

TenSilica
L 106

MCU ATmega
32U4

Main
Memory 16GB Main

Memory 36KB Main
Memory 32KB

Network 1Gbps Wireless
Network 16Mbps Wireless

Network 16Mbps

Table. 2 system specific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성능분석을 위해 지정한 시간(ms)마다 메인 스레드

를 Start시켜 원하는 주기(4ms, 6ms, 8ms, 10ms, 12ms, 
14ms, 16ms)로 총 1000번의 Request를 SPI Master에 요

청하도록 하였다. 여러 개의 SPI Master에 동시에 

Request하고 모든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의 반응시간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서버는 다중 스

레드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아두이

노)환경에서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하나

의 클라이언트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4.2. 성능분석 결과

센서 데이터 요청 시간 간격에 따른 평균 반응시간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은 총 SPI Slave(Mini)의 개수가 

12개인 경우의 평균 반응시간을 나타낸다. SPI Master 
(ESP)의 개수가 적고, 센서 데이터 요청의 시간 간격이 

큰 경우에 평균 반응 시간이 최소로 나왔다. 이는 PC가 

적은 수의 SPI Master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결과를 

받기 때문에 PC의 수행 시간이 짧게 걸리는 이유인 것

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SPI Master의 개수가 적고 센서 

데이터 요청의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평균 반응 시

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데이터 요청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증가하여 하나의 SPI Master가 

담당하는 SPI Slave의 개수가 증가되어 SPI 통신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SPI Master
가 4개이고, 각각의 SPI Master에 3개의 SPI Slave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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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요청시간의 간격이 짧아져 트

래픽이 높아져도 평균 반응시간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PI Master가 4개인 경우에 PC 서버와 SPI 
Master 사이의 통신 트래픽이 적정하고, 각각의 SPI 
Master가 SPI Slave를 3개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SPI Master의 개수가 6개인 경우에는 

PC서버가 6개의 SPI Master와 무선 통신을 수행하기 때

문에 성능분석 시 대기시간이 커지는 작업이 계속 발생

하여 평균 응답 시간의 변동 폭이 컸다.

Fig. 7 Average Response Time according to Arrival Time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을 12개
의 SPI Slave들을 가지고 구성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SPI Master 노드 4개, 각 SPI Master당 3개의 SPI Slave
를 구성하면 최적의 평균 반응 시간을 가진 시스템을 구

성할 수 있다. 이때. 센서 데이터의 요구 시간 간격이 

4ms이하에도 평균 반응시간은 4ms이하로 유지되어 최

적의 성능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PI Slave로 

사용된 아두이노 Mini의 경우 Serial Port가 8개이므로 

12개의 SPI Slave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96
개의 센서 데이터가 된다. 

SPI Master가 4개이고, 각 SPI Master에 3개의 SPI 
Slave를 연결한 환경에서 데이터 요청 시간 간격이 4ms
일 때 평균 반응시간이 4ms이하로 최적의 시간을 나타

내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센서 개수에 따른 데이터 수집

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과 데이터 요청 최소 간격은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은 Open H/W인 

아두이노 Mini(SPI Slave)와 ESP8266(SPI Master)을 이

용하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아두이노 Mini의 

경우 아날로그 I/O 포트를 8개 가지고 있어서, Mini 1개
당 8개의 아날로그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통신 시스템을 구성한 경우, 384개의 센서로

부터 초당 60개 이상의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

며, 768개의 센서로부터 초당 30개 이상의 센싱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The Number 
of sensors

The number 
of

SPI Master

The number of
SPI Slaves
for one SPI 

Master

Minimum 
Arrival Time

for Data 
Request

96 4 3 4ms

192 8 3 8ms

384 16 3 16ms

768 32 3 32ms

Table. 3 The Number of Total Sensors according to 
System Configurati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다중센서 환경에서 많은 수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신 시

스템을 구성하고, 노드 구성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SPI Master 개수 및 SPI Master에 연결된 SPI Slave들의 

개수가 데이터 요청 시간 간격에 따른 평균 반응 시간에 

영향을 주었으며, SPI Master의 개수가 적어질수록 응

답시간은 빨라졌지만, SPI Master의 수가 적고, 하나의 

SPI Master에 연결된 SPI Slave들의 수가 많아지면 SPI 
통신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의 

SPI Master에 3개의 SPI Slave를 연결할 때 시스템 구성

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는 Open H/W인 아두이노 Mini와 ESP8266을 이용하여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면 768개의 센서로부터 초당 30개 

이상의 센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700개 미만의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기능이 검증되고 가격이 저렴한 

Open H/W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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