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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변 환경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노드는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는 센서 노드에서, 칼만 필터로 추정한 대

상의 속도와 이동 거리 가중치로 데이터 수신 주기를 변경한다. 차량의 속도가 느릴수록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주

기를 길게 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은 MATLAB으로 구현

된 교통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ensor nodes that directly collect data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ave many constraints, such as power supply 
and memory size, thus efficient use of resources is required. In this paper, in a sensor node that receives location data 
of a vehicle on a lane, the data reception period is changed by the target’s speed estimated by the Kalman filter and 
distance weight. For a slower speed of the vehicle, the longer data reception interval of the sensor node can reduce the 
processing time performed in the entire sensor network.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a traffic simulator 
implemented as MATLAB, and the results achieved that the processing time was reduced in the entire sensor network 
using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the baseline method that receives all data from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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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의 말단이자, 사람과의 접점인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수집 대상과의 밀접한 상호작용

을 위해 PC나 서버처럼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은 

메모리 크기, 낮은 동작 주파수 등의 제약 조건에서 낮

은 에너지 소모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한 도메인(domain- 
specific)의 동작만을 수행하는데 특화된 임베디드 시스

템으로 설계된다. 
센서 노드에서 디바이스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한 접근법 중 하나는 서버 또는 게이트웨

이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줄이는 것이다. 센서 노드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사양이 발전하고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서버와 센

서 노드 사이의 데이터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전체 디바이스 에너지 소모량 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 또한, 센서 노드의 위치 특

성으로 인해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선 통신은 외부로부터의 잡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원래의 무

결한 데이터로 복원하려면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시간 

지연이 필요하다 [2]. 
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하여 센서 노드에서 수집한 데

이터에 대해 디바이스 내에서 수행하는 연산을 효율적으

로 개선하고, 서버와의 통신 빈도를 줄이는 연구가 지속

되고 있다 [3].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주기

를 주변 상황 인지하에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객체와의 

데이터 통신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농업, 산업 등 여러 가지 분야 중, 센서 노드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차량에 대한 응용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센서 노드들이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으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산을 거친 데이터를 모아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스마트 차량 응용의 구성 요소 중, 센서 노드는 차량, 

또는 서버에 비해 충분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

에 위치하므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지능적으로 센서 노

드의 데이터 수신 주기를 변경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
전 연구에서는 임의의 이동 경로를 가지는 객체에 대해 

2차원 좌표 평면 위에서 여러 개의 센서 노드가 객체로

부터 좌표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때, 
센서 노드가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주기의 간

격을 좌표를 기반으로 계산한 거리, 속도의 양자화 된 

구간으로 나누어 불필요한 연산의 계산량을 감소하였

다 [4]. 하지만, 추적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수가 제한되

거나 객체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경향성 없이 모델링되

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의 주행 특성과 유사한 도로 모

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가 차량들의 움직임을 포함

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데이터 수신 

동작을 효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차량

의 이동 거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신 주기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추적은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6]. 그 가운데, 잡음이 

Fig. 1 Sensor network cooperative data collecting from 
vehicles

Fig. 2 Traffic-aware based sensor node data reception 
perio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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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환경에 대해 적은 계산량을 가지는 칼만 필터를 

본 논문에서의 응용으로 사용한다 [7]. 기존의 연구들은 

효율적인 칼만 필터를 위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접근

법으로 칼만 필터 알고리즘 자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

었다 [3, 8]. 이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응

용에 칼만 필터가 사용되었을 때, 에지 디바이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칼만 필터 연산의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차량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자신의 위치 데이터를 센

서 노드에 전송한다. 반면, 센서 노드는 모든 데이터에 

응답하지 않고, 센서 노드 내부 칼만 필터 연산을 통해 

추정한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자주 데이터를 수신

한다. 만약 차량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이를 센서 노드

에서 인지하고 디바이스의 동작을 변경하여 간헐적으

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한다. 이때, 센서 노드에서 기

준점이 되는 이동 거리 값을 변경하여 속도가 빠른 차량

에 대해 데이터 수신 빈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안하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교통 상황 시

뮬레이터는 2차원 좌표 평면 위에서 구현된 도로와 교

차로 위에 차량이 주행하도록 하였다. 교차로에서 발생

하는 차량의 대기는 미리 정의된 정책을 따르도록 하였

으며 생성되는 차량의 출발 지점, 경로와 속도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 

time step이 진행될 때마다 차량의 위치 좌표를 센서 노

드로 전달하여 칼만 필터 연산이 수행되는 시간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칼만 필

터를 사용한 2차원 속도 추정 과정과 제안하는 이동 거

리 기반의 데이터 수신 주기 변경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연산 시

간 감소 지표를 분석하며,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도

록 한다. 

Ⅱ. 본  론

2.1. 칼만 필터 및 2차원 속도 추정

칼만 필터는 식 (1)과 (2)처럼 선형(linear) 상태-공간

(state-space)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1)

  (2)

칼만 필터의 목적은 측정값을 바탕으로 추정값을 계

산하고 오차 공분산을 척도로 계산한 추정값의 신뢰 여

부를 결정한다. 변수 , , , , , 는 각각 × 

상태값 벡터, × 측정값 벡터, × 시스템 행렬, 
×  출력 행렬, × 시스템 잡음 벡터, × 측정 

잡음 벡터로 정의된다. 칼만 필터에서, 시스템에 유입되

어 상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잡음 과 센서로부터 발

생하는 잡음 은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시스템 행렬 는 시간에 따른 시스템 모델의 움

직임을 정의하며, 출력 행렬 는 측정값과 상태 변수와

의 관계를 정의한다. 
칼만 필터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동작한다. 먼저 오

차 공분산 와 추정값 의 초깃값을 선정한다. 초깃

값은 칼만 필터 연산을 처음 수행하는 한 번만 필요하다. 

 (3)


 (4)

식 (3), (4)와 같이, 이전 단계에서 선정한 추정값과 오

차 공분산으로 새로운 와 를 예측한다. 변수 는 

× 크기의 시스템 잡음 공분산 행렬로 정의한다. 

 



 (5)

식 (5)는 칼만 이득 를 계산한다. 이때, 변수 는 

측정 잡음 의 ×  크기 공분산 행렬로 정의한다. 

 
 (6)

다음으로 식 (6)에서 입력된 측정값 와 변수들을 기

반으로 추정값 를 계산한다. 

 


 (7)

마지막으로 식 (7)에서 추정값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척도인 오차 공분산 를 계산한다. 를 검토하여 계

산한 추정값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계산한 값들은 다

시 식 (3), (4)에서 사용되어 전체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

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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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칼만 필터를 2차원 평면에서의 좌표를 

사용한 속도 추정 응용에 적용하려고 한다. 칼만 필터 알

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스템 모델을 세워야 한다. 차량 객체

가 놓인 평면이 2차원이므로, ,  방향에 대한 위치 와 

속도 를 식 (8)과 같이 상태 변수 로 정의한다.

      
 (8)

칼만 필터에 측정값이 입력되는 주기를 ∆로 정의

하면, 다음 시점의 차량 위치 
 는 현재 위치 

로부

터 추정 속도 로 ∆ 시간만큼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것

이라는 선형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속도 는 시스템 

잡음 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정의로부터 상태

값에 대한 식 (1)을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9)

그리고 상태값 중, 위치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으므

로 식 (1), (2)의 시스템 모델을 이루는 성분 와  행렬

을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0)

남은 변수 와 의 값을 정해주면 칼만 필터 알고리

즘을 수행하여 차량의 위치로 추정된 속도 를 얻을 수 

있다. 

2.2.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 교통 모델의 차량 객체들과 센서 노드들

은 2차원 좌표 평면에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차량으로 

간주하는 각각의 객체들은 일정한 주기마다 센서 노드

에 현재 시점의 좌표 위치를 전송한다. 센서 노드에서는 

수신하는 좌표들로 실제 측정하지 않은 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위치-속도 모델은 선형적 시스템 모델

이기 때문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센서 노

드에 대한 차량 객체의 데이터 전송 주기를 ∆로 정

의한다. 센서 노드는 모든 ∆  주기마다 데이터를 수

신하는 것이 아닌 칼만 필터로 추정한 속도 에 기반하

여 데이터 수신 주기 ∆를 결정한다. 이때 차량 객체

의 속도가 더 빠를수록 데이터 수신 주기에 가중치를 부

여하기 위해 추정 속도로 일정한 거리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 그림 3과 같이,  차량으로부

터 일정한 주기 ∆로 데이터가 송신되고 있을 때, 센

서 노드는 모든 메시지에 대응하지 않고 최근에 수신된 

위치로부터 칼만 필터 알고리즘으로 추정된 속도 
로 

거리 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
 이 지나야 다

음 데이터를 수신한다.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은 시점의 

속도값은 이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차량

에 비해 속도가 느린  차량의 경우, 동일한 거리를 이동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같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수신 주기 ∆
는  차량에 비해 증가한

다.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주

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11)과 같다.


∆

 
∆

  ⋯ 
∆

  (11)

1부터 까지의 차량 객체가 존재할 때, 각각의 차량

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센서 노드의 주

기 는 빠른 속도에 부여하는 이동 거리 

가중치 로 정해진다. 추정 속도가 
와 

인 두 차량 

객체가 존재할 때, 가 커질수록 센서 노드가 두 차량으

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주기 ∆
 와 ∆

 도 증가한

다. 두 주기 사이의 비율 ∆
 ∆

 은 변하지 않지만, 

두 주기의 차이 ∆
 ∆

 는 의 크기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림 4는 두 차량의 추정 속도 
 , 

를 

각각 2m/s, 5m/s로 가정한 경우에, 기준이 되는 이동 거

리 를 증가시키며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주기 

Fig. 3 Proposed data reception interval selec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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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와 두 주기간의 차이 ∆
 ∆

 의 변화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가 증가할수록 센서 노드가 두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주기 ∆
 ∆

 도 

증가한다. 
따라서, 이동 거리 의 값을 설정할 때, 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 속도가 빠른 차량 객체로부터의 센서 

노드 데이터 수신 주기 ∆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

여 간헐적 통신을 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센서 노드의 수신 주기가 

고정된 상태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객체들의 변

화하는 속도 환경에 대응하여 데이터 수신 주기를 조절

함으로써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하나의 센서 노드에 대해서는 연산량 감소의 

수치가 작을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 적용되

는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마다 오버헤드 

감소가 누적된다면 거시적으로 효율적인 연산을 구현

할 수 있다.

Ⅲ. 실  험

제안하는 이동 거리 기반의 센서 노드 데이터 수신 주

기 변경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모델을 MATLAB 
R2020b로 구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환경은 Windows 
10 64-bit OS, Intel i7-10510U 1.80GHz CPU, 16GB 
RAM이다. 

제안하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오픈-소스 시

뮬레이터는 그림 5와 같다 [9]. MATLAB으로 작성된 

시뮬레이터는,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도로와 교차로를 

구현하고, 서로 다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무작위

로 도로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림 5(a)와 같이 시뮬레

이션에 사용된 도로와 센서 노드가 배치되었다. 도로의 

형태는 2개의 교차로를 가지며 6개의 센서 노드에서 차

량의 위치를 수신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시

작하면 그림 5(b)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time step 단위

로 도로 위 차량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도로 위의 교

차로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신호 정책에 따라 

차량이 대기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에서 차량 객체가 센서 노드로 위치 좌표

를 전송하는 주기로 정의된 time step은 0.1이다. 센서 노

드에서는 수신한 좌표를 사용하여 속도를 추정하는데,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식 (4)와 (5)의 , 
값은 이전 연구와 동일한 10과 50으로 선택하였다. 그
림 6은 센서 노드가 모든 수신 데이터에 대해 칼만 필터 

연산을 취하는 경우(Baseline)와 제안하는 기법을 사용

한 경우(Proposed), 이동 거리 가중치 가 증가함에 따

른 연산 소요 시간을 비교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했

을 때 time step을 200회 반복한 경우에 이동 거리 가중

치 값에 따른 연산 시간은 평균적으로 6.33% 감소하

였고, 300회 반복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11.54% 감소하

였다. 시뮬레이션의 time step이 200회 반복된 경우는 

연산 감소량이 누적되는 시간이 300회에 비해 짧으므로 

Fig. 4 Change of   difference according to increment 
of distance weight

Fig. 5 Traffic simul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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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값에서 연산 시간이 감소하지 않고 동일한 경우

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시간 센서가 동작해야 하는 환경

일수록 제안하는 기법으로 인한 연산 시간 감소량이 증

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양

과 데이터 수신 빈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이동 

거리와 센서 노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칼만 필터 연산으

로 추정된 차량의 속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신 주기를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한다. 차량이 추정된 속도로 이동 

거리 가중치 만큼 이동하는 동안 센서 노드에서 데이

터 수신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MATLAB으로 구현한 

교통 시뮬레이터로 검증한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전체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총 연산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이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된다

면, 장시간 동작하는 환경에서 센서 노드 디바이스에 가

해지는 연산 시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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