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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스마트 장치 배터리의 잔여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을 적용한 경우, 배터리 잔량별 배

터리 사용 시간의 편차가 커질수록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의 예측 정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

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사용 시간의 편차가 큰 원 측정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

여 정제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 측정 데이터를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 처리

하는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공 처리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범용 통계

적 회귀 기법에 적용한 결과,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hen general statistical regression methods are applied to predict the battery remaining time of a mobile smart device, 
they yielded the poor accuracy of estimating battery remaining time as the deviations of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became larger. In order to improve the estimation accuracy of general statistical regression methods, a preprocessing 
task is required to refine the measured raw data with large deviations of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In this 
paper, we propose a data preprocessing framework that preprocesses raw measured battery consumption data and converts 
them into refined battery consumption data.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by experimenting the proposed data 
preprocessing framework confirmed that it yielded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accuracy of estimating battery remaining 
time under general statistical regression methods for given refined battery consump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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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간에 따라 일정을 세우는 사용자는 스마트 장치의 

남은 배터리 용량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남은 배터리 잔

량에서 스마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남은 배터리의 잔

여 시간 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은 모바일 스마트 장치의 남은 사용 시간 예측보다는 주

로 배터리 자체의 남은 충전 용량 및 사이클에 대한 예

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예

측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에서는 지수 및 다항식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충전 

횟수에 따라 감소되는 배터리 충전 가능 용량을 예측하

였다. [2]와 [3]에서는 무향 칼만 필터 (Unscented Kalman 
Filter)와 확장 칼만 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기반 

배터리 충전 상태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4]에서는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여 배터리의 충전 사이클을 예측

하였다. [5]에서는 베이지안 추론 기반 예측 모형을 제

안한 후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예측하였다. [6]에서는 

배터리 상태 예측을 위해 입자 군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기반 메타 휴리스틱 기법을 사용

하였다. [7]에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기반 배터리의 

남은 수명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 연구들은 불규칙한 데이터 변

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복잡한 형태의 수식 혹은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
한 이로 인해 알고리즘의 계산 및 공간 복잡도가 증가한

다. 또한 개별 문제에 적합한 예측 기법 자체에 대한 연

구를 주로 수행하여, 다른 문제에 대해 적용하거나 변경

하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다르게, 기존 범

용 통계적 회귀 기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예측 정확도

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회귀 모형 예측 기법이 

규칙적인 변화 유형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

는 경우, 비교적 정확도가 우수한 예측 결과를 생성한

다. 불규칙적인 변화 유형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인 경

우에는 과적합 문제로 인해 정확도가 낮은 예측 결과를 

생성한다. 과적합은 데이터의 일시적인 큰 변화에 과도

하게 편향되는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현상이다 [8]. 이
에 본 논문에서는 불규칙적인 데이터 변화량을 가진 원 

데이터를 정제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Ⅱ. 배터리 사용 시간 편차에 따른 통계적 회귀 
기법의 성능 분석

1. procedure generatePDF(min  , ,  ,  )

1.1   ←  - 

1.2   ← (  -  ) / 

1.3 ′  ←(  /  )2, ′  ← (  / (1 -  ))

1.4
 ′  ← ((′  / ′ ) - ′

2 – 2′  – 1) / (′
3 + 

3′
2 + 3′  + 1)

1.5 ′  ← ′  ×  ′
1.6.  ← (x – )/ , where ≤≤

1.7  ←   ′  ′/ 

2. procedure rejectionSamplingData(, ,  )

2.1  ←∅ ←,  ← 1,  ← 

2.2 ←  , 0 ≤   ≤  ≤ 1

2.3 while  <    {

2.4
     ←  ,  ←  , 
    where  ≤

2.5     if  <  /  {

2.6           ← (/) ×   + 

2.7           ←   ∪{}

2.8         ← 

2.9     }

2.10 }

3. procedure validateSamplingData( ,  ,  ,  , 
 ,  )

3.1   ←

 
  



, where∀ 
∈

3.2   ←




 
  






 , where∀ 
∈

3.3   ←   

3.4   ←   

3.5 if  (  <    and   <  )  accept 

3.6 else   reject 

Table. 1 Procedures of generating data

이 장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 편차를 임의 생성하는 

모델을 기술한 후, 다양한 편차에 따른 통계적 회귀 기

법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표 1은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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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간 편차를 임의로 생성하는 절차이다. 단계 1에
서 입력 값은 배터리 잔량별 최소 사용 시간()과 

최대 사용 시간(), 배터리 잔량별 사용 시간의 평

균 ()및 표준편차 ()이다. 와 를 만족하

는 확률 밀도 함수 ( )를 생성하기 위해 베타 분

포를 활용하였다. 

    


 (1)

 


  



 ≤  ≤     

(2)

수식 (1)과 (2)는 확률 변수 Y와 모수   및 를 가지

는 베타 분포 밀도 함수 (   )와 평균 () 

및 표준편차 ()를 보여준다. 수식 (1)의 베타 분포는 

구간 [0, 1] 범위 내에서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 따라서 

구간 [, ]내에서 확률 분포를 생성하기 위

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를 원점으로 두고 

 - 를 단위 측도 (동작 과정 1.1의 )로 

설정한 후, 구간 [0, 1]로 변환한다. 둘째, 를  단

위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와 도 구간 [0, 1] 구

간의 평균 (동작 과정 1.3의 ′)과 표준 편차 (동작 과

정 1.3의 ′)로 변환한다. 수식 (2)의 와 에 ′

와 ′를 대입하여 ′와  ′  값을 유도한다 (동작 과정 

1.4와 1.5). 마지막으로 배터리 잔량별 사용 시간 y를 

단위로 변환한 후, 변환된 값에 대한  를 생

성한다. 
단계 2는 기각 표집 [9]을 사용하여 개를 가진 배

터리 사용 시간 데이터 ( )를 생성한다. 변수 는 

기각 표집의 실행 속도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IV장의 성

능 분석에서 C 값을 1로 설정하여 (동작 과정 2.1) 기각 

표집의 실행 속도를 빠르게 하였다. 표집된 데이터는 

에 저장된다. 는  의 최대값이다. 는 

표집된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다. 의 채택 유무 

기준에 사용되는 함수는 이다. 는 구간 [0, ]
에서 정의되는 연속형 균일 분포 (Uniform Distribution)
이다 (동작 과정 2.2). 구간 [0,  ]사이의 난수 ()
를 생성하고, 로부터 임의의 값 를 생성한다 (동
작 과정 2.4). 생성 값 에 대한 채택 영역은 [0,  

/ ]이며, 그 외의 지역은 기각역이 된다 (동작 과정 

2.5). 값이 채택 영역에 있는 경우 (동작 과정 2.5), 를 

번째 배터리 사용 시간 데이터 ()로 변환한다 (동

작 과정 2.6). 변환 과정은  대비 의 비율을 에 곱

한 후, 해당 결과 값을 에 더하는 과정을 수행한

다. 이와 같이 수행된 결과 값은 가 에 도달할 때까

지 에 포함된다 (동작 과정 2.7).

단계 3은 단계 2에서 생성한 의 평균 (동작 과

정 3.1의  ) 및 편차 (동작 과정 3.2의  )와 단계 1

의  및 간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동작 과정 3.5). 
와 의 오차와 와 의 오차가 각각 허용 

오차 와 보다 작으면, 를 채택한다 (동작 과

정 3.5). IV장의 성능 분석에서 와 를 0.01로 설정하

였다. 

Fig. 1 MAE (Mean Absolute Error) ratio of estimated 
battery remaining time 

그림 1은 통계적 회귀 기법의 예측 오차율을 보여준

다. 사용한 데이터는 표 1의 동작 과정을 통해 생성하였

다. II장과 IV장의 성능 평가에서 사용한 스마트 장치는 

배터리 측정이 용이한 구글 넥서스 스마트 폰을 사용하

였다 [10]. 사용한 회귀 기법은 단순 평균 회귀 (SAR: 
Simple Average Regression), 선형 회귀 (LR: Linear 
Regression), 자기 회귀 (AR: Auto Regression), 그리고 

다변수 적응 회귀 (MARS: 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기법이다 [11]. 그림 1에서 스마트 폰의 이용률 

(Utilization)은 100%이고, 실행되는 서비스와 장치 사

용 시간이 임의로 설정한 환경에서 측정된 는 91.5

초이다. 총 배터리 사용 시간은 2시간 29분 38초이다. 다
양한  값에 따른 14개의 배터리 사용 데이터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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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1의 가로축은 14개의  (0초부터 230초

까지)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배터리 잔량별 예측 배터리 

잔여 시간에 대한 평균 절대 오차율  (MAE: 

Mean Absolute Error)를 나타낸다. 

 = 
  



  ) (3)

    , 
  

수식 (3)에서 와 는 각각 배터리 잔량 i에

서 측정 및 예측한 배터리 잔여 시간을 나타낸다. J는 배

터리 초기 잔량 100을 나타낸다. 는 배터리 잔량 J

부터 1까지의 사용 시간 ( )에서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의 사용 시간 ( )을 차감한 값이다. 

는 배터리 잔량 J부터 1까지의 예측 사용 시간 ( )

에서  을 차감한 값이다. 배터리 잔량 J부터 i+1

까지의 측정 사용 시간 ( ⋯)을 통계적 회귀 

기법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를 계산한다. 그림 1

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가 큰 배터

리 데이터에서는 가 증가하였다.

Fig. 2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atio of estimated 
battery remaining time 

그림 2는 그림 1의 결과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보여준다. 그림 2에
서 가 120초와 180초인 경우, 평균 제곱근 오차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에서

는 가 50, 120, 160, 180, 그리고 210일 때, 배터리 잔

량별 사용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3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가 120초 및 180초인 경우, 잔량 84 및 79에서 배

터리 사용시간이 최대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의 큰 편차

가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 통계적 회귀 기법의 예측 오

차율이 누적된다. 이로 인해 가 180초인 경우, 210

초인 경우보다 높은 예측 오차율을 보여준다.

Ⅲ.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의 설계

이 장에서는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사용 시간의 편차

가 불균등한 데이터를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 처리하는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를 기술하였다. 프레임워크

는 필터링 기반 데이터 전처리 결정 정책과 전처리 작업 

절차로 구성된다. 

3.1. 필터링 기반 데이터 전처리 결정 정책

필터링 기반 데이터 전처리 결정 정책은 전체 데이터

에 대한 Coarse-Grained (큰 가공) 처리 결정 (표 2의 동

작 과정)과 개별 데이터에 대한 Fine-Grained (미세 가

공) 처리 결정 (표 3의 동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표 2는 

Coarse-Grained 처리 결정의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통
계적 회귀 기법 (동작 과정 1.1의 SRM: Statistical 
Regression Method)은  ⋯을 사용하여 배터

리 잔량 J부터 i까지의 예측 사용 시간 ( ⋯)을 

계산한다 (동작 과정 1.1). 그리고 이 값들의 합을 계산

하여 배터리 잔량 J부터 i까지의 전체예측 사용 시간을 

계산한다 (동작 과정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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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cedure Coarse-grained processing decision():

1.1 


 ⋯←  ⋯   

1.2  ←
  




1.3
if       



     ← ∪  ⋯   

1.4 return 

Table. 2 Coarse-grained processing decision

해당 데이터의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측정값의 가공처리를 실행한다. 는 예측 

사용 시간과 측정 사용 시간의 임계 허용 시간 차이다 

(동작 과정 1.3). IV장의 성능 분석에서 를 

 값의 1%로 설정하였다.  와  간의 절대 

오차가 보다 큰 경우 (동작 과정 1.3), 

 ⋯을 데이터 전처리 저장소 ()에 포

함시킨다 (동작 과정 1.3). 에 포함된 데이터는 

3.2절에서 기술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 가공 처리

된다. 
표 3은 개별 데이터에 대한 Fine-Grained 처리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표 2의 동작 과정 1.1 및 1.2가 실

행된다 (동작 과정 1.1).  ⋯의 평균 ()과 표

준편차 ()를 계산한다 (동작 과정 1.2). 그리고 결정 규

칙에 사용할 결정 함수를 설정한다 (동작 과정 1.3). 결
정 함수는 정적 결정 (단계 2의 StaticDecision ()), 로직

스틱 결정 (단계 3의 LogisticDecision()), 오차 결정 (단
계 4의 erfDecision()),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결정 

(단계 5의 tanhDecision()) 함수들 중에 1개가 선택된다. 
이러한 결정 함수들은 입력 데이터를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12].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는 변수 k를 배터리 초기 잔량 J로 설정하고, 저
장소 ()를 초기화한다 (동작 과정 1.4). 배터리 

잔량 k는  만큼 감소시킨다. Ⅳ장의 성능 분석에서 

 를 0.1로 설정하였다 (동작 과정 1.10).  및 

와 간의 편차 (동작 과정 1.6과 1.7의 와  )를 각각 

계산한다. 

1. procesure Find-grained processing decision():
1.1 Execute the same steps as 1.1 and 1.2 steps of Table 2

1.2 ← ←      ⋯   

1.3
Decision() ← staticDecision() ∨ logisticDecision ∨
                      tanhDecision() ∨erfDecision()

1.4 ←,  ← 

1.5        
∧ ≥  {

1.6     ←


1.7     ←




1.8     ←  
 



1.9
       

 ← ∪

1.10     ← 

1.11 }

1.12 return   

2. function StaticDecision(    ):

2.1
    ∙     

 

  

3. function LogisticDecision(   ):

3.1 ←  

3.2 ← ∙
   ∙  

 
3.3 → 

3.4    
  

4. function erfDecision(   ):

4.1 Execute the same steps as step 3.1

4.2 ←

 


 ∙ 


 

4.3 Execute the same steps as described in steps 3.3 and 3.4 

5. function tanhDecision(   ):

5.1 Execute the same steps as step 3.1

5.2 ←
 ∙     ∙ 

 ∙     ∙ 

5.3 Execute the same steps as described in steps 3.3 and 3.4

Table. 3 Fine-grained processing decision

, , ,  , 그리고 를 사용하는 결정 함수

가 호출된다 (동작 과정 1.8). 결정 함수는 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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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처리 저장소 ()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한다. 

단계 2에서 정적 결정 함수는 와 간의 차이가 

보다 크면 필터링 작업이 필요함을 명시한다 

(동작 과정 2.1: return true). 와 는 에 대한 가중치 

및  값의 허용 오차를 나타낸다 (동작 과정 2.1). Ⅳ

장의 성능 분석에서 와 를 1과 0으로 설정하였다.

Fig. 4 Acceptance probability of  inclusion in 

  over varying  values

그림 4는 값 (가로축)에 따른 결정 함수 P 값 (세로

축)을 보여준다. 값은 대비  (동작 과정 1.6

의 와 간의 편차) 와   (동작 과정 1.7의 와 

간의 편차)간의 차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결정 함

수 P 값은 원 측정 데이터 를 가공 처리가 필요한 저

장소 ()에 포함시킬 확률로 사용된다 (동작 과정 

3.2, 4.2, 그리고 5.2). 음 확률 P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사

용한다 (동작 과정 3.4). 결정 함수의 기울기 변화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C 값을 증가시킨다. 결정 함수의 변

화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P 값을 생성할 경우도 증가하

여 가 에 포함될 확률은 높아진다 (동작 과

정 3.4, 4.3, 그리고 5.3). Ⅳ장의 성능 분석에서 C 값이 

0.5인 로직스틱 결정 함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확

률 P가 균등 분포를 통해 생성된 보다 크면, 해당 

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절차가 필요함을 명시한다 (동작 

과정 3.4: return true).

3.2. 필터링 기반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절차

제안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모수로 사용

하는 분포 함수를 통해 배터리 잔량별 사용 가능 시간을 

추정하는 모수적 추정 수식 모델을 유도한다. 이 모델을 

통해 생성한 모수적 추정 사용 시간과 측정 사용 시간 

간의 편차 (수식 (7)의 
)를 계산한다. 둘째, 측정 데

이터로부터 배터리 잔량별 사용 시간에 대한 확률 밀도 

추정을 생성하여 배터리 잔량별 사용 가능 시간을 추정

하는 비모수적 추정 모델을 유도한다. 이 모델을 통해 

생성한 비모수적 추정 사용 시간과 측정 사용 시간 간의 

편차 (수식 (8)의 
)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모수적 

및 비모수적 편차 값을 통해 유도한 신뢰율을 (수식 

(13)) 사용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생성한다.

 
  

    
  

   ∙  
 

  
 


 



(4)

모수적 추정 모델 (수식(4)부터 (7)까지) 에서는 배터

리 잔량 J부터 i까지 사용 가능한 모수적 추정 시간 (수

식 (4)의  
 )을 유도한다. 모수적 추정 모델에서는 

 
 가 측정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가중치 (수

식 (5)의 )를 곱한 범위 내에서 변화할 것이라고 추정

한다. 수식 (4)는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 필터링한 

개별 사용 시간 (수식 (4)의 


이며, 수식 (13)에서 유

도한 


를 나타낸다. 수식 (4)에서 합 ( 
 


 

)을 

표현하기 위해 첨자 i 대신 k를 사용한다)을 합한 값 

( 
 )과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의 평균 배터리 

사용 시간 (   
) 및 편차 (   

)를 이용하여 

 
 를 계산한다.  는   

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

낸다.  와   
를 곱한 값은 로 설정된다.

    
   

  
   

←






  

  
 ⋯  

   








(5)

수식 (5)에서는   
 대비 측정 데이터 ( 

⋯)와   
간 차이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를 사용한다.   
과 편차   

는 의 

모수로 사용된다. 로부터 확률 밀도 값을 임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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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중치 ( )로 설정한다. Ⅳ장의 성능 분석에서 

를 표준 정규 분포로 설정하였다.   
가 매우 

작으면, 측정값들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

다. 임의 생성한  값이 큰 경우에라도   
값이 매

우 작기 때문에, 는 비교적 작을 값을 가질 것이다. 따

라서   
가 매우 작으면, 수식 (4)의  

 는 

 
 에   

 근처에 더한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

이 크다. 이와 반대로   
가 매우 크면, 균등 분포에 

근접하게 되어 개의 측정 데이터가 거의 유사한 확

률 밀도 값을 가진다. 따라서 수식 (4)의  는 1/에 

가까운 값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는 
 

 에 

  
 및 편차의 평균이 더해진 값으로 수렴한다. 

  

     

≤  ∧

 ≤  

     


     ⋯
    ⋯

(6)

수식 (6)은  의 제약 조건을 기술한다. 배터리 잔량 i

에서 실행될 스마트 장치의 서비스가 이전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 실행된 스마트 장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배터리 잔량 i의 

추정 사용 시간 (
) 하한 및 상한 값은 이전 측정값

들 중에서 최소값 (min )과 최대값 

(max )으로 설정하였다. 배터리 잔량 i에서 사

용한 시간 ()은 수식 (4)에서 유도한  
 를 이용

하여 수식 (7)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수식 (7)은 


가 로부터 
만큼의 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7)

비모수적 추정 모델 (수식 (8)부터 (13)까지)에서는 

배터리 잔량 J부터 i까지 사용 가능한 비모수적 추정 시

간 (수식 (8)의   )을 유도한다.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 사용한 시간 ( )과 평균 배터리 사용 시

간 (   
), 그리고 수식 (12)에서 유도한 값 (

)를 

사용한다. 
는   

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를 나타내는 예측 편차 값이다. 

        
 



 
 
 

(8)

 ←    
∀      ⋯  (9)












  

    ≥ ∀

(10)

수식 (9)는   
과  간의 차이 (  )를 계산

한다. 수식 (10)은 수식 (11)에서 기술한 
 값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를 유도하여, 에 대한 확

률 밀도 값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배터리 잔량 J부터 

i+1까지의 커널 함수 값들을 더한 후, 전체 데이터 개수 

M으로 나눈다. 수식 (10)에서 는 커널 밀도 함수

를 나타낸다. V장의 성능 분석에서는 가우시안 분포를 

로 사용하였다. 수식 (10)에서 변수 h는 커널의 첨

도 (Kurtosis) 크기를 결정한다 [13]. IV장의 성능 분석

에서 1부터 10까지의 h 값 중에서 예측 오차율이 가장 

작은 3을 사용하였다. 


←∀    ⋯ 

      ≤

≤      

(11)


  ⋯  

  
⋯  

(12)

수식 (11)은 (
)를 사용하여 확률 밀도 값 

(
)을 생성한다. 

는   및  

와   
간 차이 구간 내에서 있으며, 총 M개 데이터 

중에서 1개이다. 수식 (12)에서는 수식 (11)에서 생성한 


⋯  

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부

터 까지 중에서 1개의 값을 임의 생성하여 수식 

(8)의 
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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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

 

   

 


 
∙  



수식 (13)에서는 모수적 추정 모델에서 유도한 편차 

(수식 (7)의 
)와 비모수적 추정 모델에서 유도한 편

차 (수식 (8)의 
)를 이용한다. 그리고 추정 () 값

에 대한 비신뢰율 (

 

   

 ) 및 측정 

() 값에 대한 비신뢰율 (

 

   

 )

을 계산한다. 1에서 비신뢰율을 차감하여 유도한 신뢰

율을 추정 및 측정값의 가중치로 곱해진 후, 정제된 데

이터 


를 계산한다. Ⅳ장의 성능 분석에서는 k를 1

로 선택하여 선형적으로 계산하였다.

Ⅳ. 성능 분석

성능 평가 요소는 배터리 잔여 시간의 예측 오차율과 

오차 시간이다. 제안한 기법 외에 기존 평균 필터 (SAF: 
Simple Average Filter), 이동 평균 필터 (MAF: Moving 
Average Filter), 그리고 지수 필터 (ESF: Exponential 
Smoothing Filter) 기법에 대한 실험 및 성능 분석을 수

행하였다 [11]. 성능 분석에서 사용된 약어들은 다음과 

같다. NF (NF: No Filter)는 필터 기법 없이 측정 데이터

를 그대로 사용하는 무필터 기법, CGF (Coarse-Grained 
Filtering)는 표 2에서 기술한 Coarse-Grained 처리 결정 

규칙을 적용한 필터링 기법, FGSF (Fine Grained Static 
Filtering)와 FGLF (Fine Grained Logistic Filtering)는 

표 3에서 기술한 로직스틱 결정 함수를 적용한 필터링 

기법을 나타낸다. 실험 환경은 배터리 잔량별 서비스 사

용 시간의 편차별 개별 배터리 사용량 정보를 각각 20개
씩 생성한 후,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5 MAE (Mean Absolute Error) ratio of estimated 
battery usage time

Fig. 6 Smoothed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그림 5는 그림 1과 동일한 데이터를 적용한 후, 예측한 

배터리 잔여 시간에 대한 평균 절대 오차율을 보여준다. 
스마트 폰의 이용률은 100%이다. CGF, FGSF, 그리고 

FGLF의 평균 절대 예측 오차율은 SAF, MAF, 그리고 

EAF에 비해 낮았다. FGLF인 경우, 단순 평균 회귀 

(SAR)기법에서 매우 낮은 예측 오차율을 보여준다. 이는 

필터링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단순한 평균 회

귀 기법만으로도 우수한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6은 그림 3에서 보여준 결과 대비 FGLF에서 필

터링한 배터리 잔량별 사용시간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

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측정된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사용 시간의 편차 ()가 50, 120, 160, 180, 그리고 

210초인 경우, 정제된 데이터의 는 0.1%, 33%, 

51%, 41%, 47% 만큼 감소하였다.

Table. 4 Mean absolute error ratio and battery remaining 
time estimation in four different utilizations

Utilization: 10% Utilization: 30%

SAR LR AR SAR LR AR

NF 11.99 13.50 18.71 16.20 16.39 43.68

SAF 17.69 18.52 20.72 29.30 29.70 40.44

MAF 12.48 13.81 18.50 17.03 17.10 23.77

ESF 12.36 13.76 17.32 16.45 16.70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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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스마트 폰의 이용률이 다른 실험 환경에서 개

별 배터리 잔량마다 예측한 배터리 잔여 시간에 대한 평

균 절대 오차율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용률 10%, 
30%, 50%, 그리고 70%에서 평균 배터리 사용 시간은 

25시간 9분 58초, 8시간 23분 14초, 5시간 1분 56초, 그
리고 3시간 35분 40초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이용률

에서 SAF, MAF, 그리고 ESF를 적용한 결과가 NF보다 

우수하지 않았다. 제안한 FGSF와 FGLF는 CG보다 낮

은 예측 오차율을 보여 주었다. FGSF와 FGLF를 적용한 

경우, SAR만으로도 매우 낮은 예측 오차율을 보여 주었

다. 이는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배터리 잔량

별 사용 시간 편차가 큰 데이터를 평활시킨 경우,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생성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Fig. 7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and total 
battery usage time by NF, SAF, MAF, and ESF

Fig. 8 Battery usage time per battery level and total 
battery usage time by NF, CGF, FGSF, and FGLF

그림 7과 8에서는 예측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데이터

에 대한 기존 필터링 기법 및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비

교하였다. 사용한 데이터의 스마트 폰 이용률은 50%, 
배터리 잔량별 사용 시간의 평균 및 편차가 181초 및 

500이다. 배터리 잔량 96부터 배터리 사용 시간을 예측

하였다. 전체 배터리 사용시간 (TBUT: Total Battery 
Usage Time)은 5시간 1분 56초이다. 사용한 통계적 회

귀 기법은 SAR이다. 그림 7과 8에서 배터리 잔량 (가로

축: Battery Level)별 배터리 사용 시간 (왼쪽 세로축)과 

필터링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측한 배터리 사용 시간 

(오른쪽 세로축: NF-TBUT, SAT-TBUT 등)을 보여준다.
그림 7에서 NF인 경우, 높은 첨도를 가지는 잔량 89, 

73, 50, 33, 그리고 22에서 사용 시간은 4156초, 1494초, 
832초, 705초, 그리고 2533초이다. SAF인 경우, 잔량 89
에서 최대 사용 시간 668초 (왼쪽 세로축)를 보여준다. 
잔량 89 이후, 사용 시간 값은 감소한다. MAF는 3개의 

최근 측정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으로 필터링한다. ESF
에서 최근 및 이전 측정값에 각각 가중치 0.7 및 0.3을 부

여하였다. 이에 MAF와 ESF로 필터링된 데이터들은 최

근 측정값 근처에 존재한다. 따라서 NF와 유사하게 잔

량 89, 73, 50, 33, 그리고 22에서 뾰쪽한 첨도를 나타낸

다. 이와 같이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한 SAR도 잔량 89, 
73, 50, 33, 그리고 22에서 뾰쪽한 첨도 형태를 보여준

다. NF, SAF, MAF, 그리고 ESF인 경우, 예측 오차율은 

각각 35.53%, 44.24%, 32.87%, 그리고 34.14% 이었다.
그림 8에서 CGF인 경우, 약 10%정도가 다른 데이터

에 비해 높은 배터리 사용시간 데이터들임에도 불구하

고,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정제 작업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예측 오차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Utilization: 10% Utilization: 30%

SAR LR AR SAR LR AR

CGF 6.51 7.91 13.54 12.56 11.26 19.81

FGSF 5.59 8.456 12.16 6.21 13.72 15.19

FGLF 5.60 7.66 12.0 5.49 10.26 13.56

Utilization: 50% Utilization: 70%

SAR LR AR SAR LR AR

NF 8.14 9.84 43.70 10.44 12.09 25.69

SAF 9.80 11.02 49.73 12.94 14.02 16.55

MAF 7.75 9.47 42.68 10.27 11.92 18.52

ESF 8.98 10.46 64.61 10.88 12.41 17.60

CGF 7.55 8.69 12.26 13.97 13.01 17.87

FGSF 3.97 8.02 9.78 4.41 7.62 11.94

FGLF 3.10 6.26 7.19 3.95 7.09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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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SF와 FGLF은 표 3의 보다 큰 측정 데이터만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FGSF와 FGLF은 CGF
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CGF, FGSF, 그리고 FGLF인 경우, 예측 오차율은 각각 

41.3%, 44.24%, 9.68%, 그리고 8.61% 이었다.

Ⅴ. 결 론

제안한 데이터 전처리 프레임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사용 시간의 편차가 

작은 경우, 범용 통계적 회귀 기법의 예측 정확도는 매

우 우수하였다. 둘째, 배터리 잔량별 배터리 사용시간의 

편차가 불균등한 데이터를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 처리

한 경우, 단순 평균 회귀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예측 오

차율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균등한 측정 데이

터가 정제된 데이터로 가공 처리되어진다면, 새로운 예

측 기법 없이 기존 통계적 회귀 기법을 적용하여도 우수

한 배터리 잔여 시간 예측 성능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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