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서 모니터링을 한 칼만필터 기반의 효율 인 응  샘 링 기법  185

센서 모니터링을 한 칼만필터 기반의 

효율 인 응  샘 링 기법

김  민  기
†
․민    기

††
 

요     약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각 센서는 정의된 샘 링 주기에 따라서 외부 환경을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기지국으로 송한다. 따라서, 샘

링 주기는 역폭, 력량 등 센서들의 요 자원의 소비에 지 한 향을 끼친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값 특성에 따라서 센서의 샘 링 주기를 

조 하는 새로운 응  샘 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KF (Kalman-Filter)에 기반하여 미래의 측정값을 측한다. 그리고, 실측값

과 측값의 차이에 따라서 센서 측정값들의 요도를 악하고 이에 따라서 샘 링 주기를 변화시킨다. 실험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효과성을 

보 다.

키워드 :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응  샘 링, 칼만필터

An Efficient Adaptive Sampling Technique based 

on the Kalman Filter for Sensor Monitoring 

Min-Kee Kim†․Jun-Ki Min††

ABSTRACT

In sensor network environments, each sensor measures the physical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sampling period, and transmits a 

sensor reading to the base station. Thus, the sample period influences against importance resources such as a network bandwidth, and a 

battery power. In this paper, we propose new adaptive sampling technique that adjusts the sampling period of a sensor with respect to the 

features of sensor readings. The proposed technique predicts a future readings based on KF (Kalman Fiter). By using the differences of 

actual readings and estimated reading, we identify the importance of sensor readings, and then, we adjust the sampling perio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In our experiments,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technique. 

Keywords : WSN, Adaptive Sampling, Kalman Filter

1. 서  론1)

무선 센서 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 WSN) 

는 제한된 원을 지닌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센서들로 이루

어져있다. 최근 마이크로 센서 기술과 무선 통신 기술의 발

으로 량 비용 센서들로 구성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 보안, 환경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용가능하

게 되었다. WSN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의 역폭, 배터리 

등의 문제가  더 두되고 있는 시 이다. 제한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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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데이터 특성, 질의의 조건, 가능한 자원(통신, 력, 처

리장치) 등을 고려하여 효율 으로 할당되어야한다[1, 2].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비약 인 발 에 힘입어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은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센서들을 이

용하여 해당 지역의 정보를 샘 링하여 기지국 (base 

station)으로 데이터를 송하여 지속 으로 찰하는 작업

을 말한다. 모니터링을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지속

으로 측정값을 기지국으로 송함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많

이 소비한다. 따라서,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의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6, 

15, 16].

본 논문에서는 에 기술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각 

센서의 샘 링 상의 특성에 따라 샘 링 주기를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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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즉, 샘 링 상에 특성에 기

반하여 데이터 수집 횟수를 조정하여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

을 효율 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 

측정값의 변화가 큰 데이터는 그 지 못한 데이터 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받게 된다. 따라서, 체 인 네트워크 측

면에서 볼 때 요한 데이터의 수집은 늘리고 정 인 데이

터의 수집을 임으로써 자원 낭비가 어들기 때문에 력, 

역폭 등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으로 DKF 

(Dual Kalman Filter)[10]를 이용한 근사 데이터 수집 기법

과 결합하여 송 횟수를 감소시키도록 하 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센서 별로 서로 다른 

샘 링 주기를 유지함으로써 데이터 송 시 을 분산시키

게 한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역폭 사용량을 시간에 따

라 히 분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특정 시간에 

집 되는 네트워크 역폭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네트

워크 혼잡 상태가 유발되어 손실되는 데이터의 양을 일 

수 있다. 

본 논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센서에서 샘 링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요

도에 따라 데이터 우선순 를 결정.

•데이터 우선순 에 따른 센서의 샘 링 주기를 조정

•DKF기반과 결합한 데이터의 송 횟수 감소. 

•센서별 샘 링 주기 유지를 통한 역폭 사용량의 분산

2. 련연구

스트림 데이터 환경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 인 

데이터의 송을 한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7-13, 

16, 17]. 

Tatbul[7] 등은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 송되는 스트림 

데이터의 양이 네트워크 역폭보다 커질 경우, 이를 해결

하는 Load shedding 기법을 제안하 다. Load shedding 기

법은 스트림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송할 때 탈락 (drop)되

는 횟수 측정하고 측정한 탈락 횟수에 따라 네트워크 상태

를 악한다. 데이터의 탈락 횟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상

태가 혼잡하다고 단한다. 네트워크 혼잡 시 각 스트림 소

스들의 데이터 송 횟수를 같은 비율로 감소시켜 데이터 

탈락 횟수를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상태를 회복하는 기법이

다. Load shedding 기법을 통하여 효과 으로 네트워크 혼

잡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체 인 

네트워크의 데이터 송 성공률을 증가 시켰지만 네트워크 

상태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임의 탈락 (Randomly Drop) 

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한 Load shedding 기법은 

네트워크의 혼잡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미 

네트워크 혼잡상황이 발생한 후 동작되는 단 이 있다. 

Adaptive Filtering 기법[8]은 스트림 데이터 환경에서 사

용되는 기법으로서, 스트림 소스에 precision bound를 용

한다. precision bound는 스트림 소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의 상 범 를 나타낸다. 스트림 소스는 precision bound를 

설정한 후 새로 발생된 데이터 값이 precision bound 안에 

있다면 데이터를 송하지 않는다. 스트림 처리기는 이 의 

송받은 스트림 데이터를 근사데이터로 간주한다. precision 

bound 밖의 데이터 발생 시에는 스트림 처리기로 데이터를 

송하고 precision bound 재설정 하는 방식이다. 스트림 소

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precision bound를 히 만족

한다면 송되는 데이터의 양의 상당량 감소하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Adaptive Filtering 기법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송 주기에 한 내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한 데이터 

값이 지속 으로 변동할 경우 precision bound 재설정과 데

이터 송 횟수가 증가하는 단 이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비용을 이기 하여 사용

되는 단순한 방법은 시간 축약 기법 (Temporal suppression) 

[11]이다. 시간 축약 기법은 재의 측정값과 가장 최근에 

송한 측정값을 비교하여 측정값을 송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센서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송하지 않는 경우 이

과 변화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11]에서 제안하는 시

간 축약 기법은 센서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의 오차 범 를 

미리 정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변화가 오차 범 보다 큰 경

우만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송한다. 시간 축약 기법은 센

서에서 샘 링되어 취득되는 데이터의 변화가 을 경우에

서 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상당히 일 수 있지만, 취득되

는 데이터의 변화가 크게 되면 기존의 일반 인 샘 링 기

법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단 이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측정값의 송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확률 모델을 이용한 근사 근사 데이터 취득 기법

들 [9, 10]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측 모델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측하고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차이가 크

지 않다면 센서는 데이터를 송하지 않으며, 기지국은 모

델을 이용한 측값을 근사 데이터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PAQ [9]는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AR(Autoregressive) 

기법에 기반한 측 모델을 사용하여 센서의 값을 측 한

다. 센서에 측 범 를 설정한 후 범 를 만족 할 때와 만

족할지 못할 때의 경우로 구분한다. 측정값이 측 범 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송하는 방식

이다. 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송비

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PAQ는 AR 기법의 

측 모델을 생성하기 하여 긴 시간의 학습단계가 필요하다. 

Jain 등은 측 모델로써 Kalman Filter(KF)를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10]. KF는 재의 시스템 변수와 가장 

최근의 측정값 만을 이용하여 미래의 값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7]과 비교하여 학습과 메모리 비용 다. 

일반 으로 센서의 샘 링 주기는 데이터 송 주기와 동

일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기법과 같이 

샘 링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샘 링 비용  네트워크 송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연구들[12, 13]이 있었다.

[12]은 선형 측 모델을 사용하여 미래의 값을 측한다. 

[12]에서 센서는 측 모델을 사용하여 측한 값과 실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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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식의 기호 

(그림 1) KF의 재귀  구조

정한 값의 차이인 오차를 구한다. 오차가 큰 경우는 측하

지 못한 데이터의 발생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이 필

요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오차가 큰 경우에는 샘 링 주

기를 감소시키며, 오차가 작을 경우에는 샘 링 주기를 증

가 시킨다. 측정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선형과 유사하다면 

측정값을 히 반 하여 다음의 값을 히 측정할 수 

있다.  

Data centric modeling [13]에서는 센서의 Sleep 주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센서는 재 측정한 값과 가장 

최근에 측정한 값의 오차를 이용하여 오차율을 계산한다. 

사용자는 오차율 허용치를 설정하여 오차율이 오차 허용치 

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로 구분한다. 오차율이 오차 허용치 

보다 크면 센서의 기존의 Sleep 주기를 1/2로 감소시키고 

오차율이 오차 허용치 보다 작으면 기존의 Sleep 주기를 2

배 증가 시킨다. Data centric modeling 기법은 Sleep 주기

를 조 을 통해 샘 링 주기를 조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를 얻게 된다. 한 에 지 소비를 크게 감소시켜 에 지 

효율성을 높 다. Data centric modeling에서는 Sleep 주기

의 변화의 제한폭이 제시되지 않아서, Sleep 주기가 격하

게 늘어나 데이터 수집양이 크게 어, 수집한 데이터의 신

뢰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3. 배경지식

본 에서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KF와 이를 센서 네

트워크 환경에 용한 DKF에 하여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

겠다. 

KF는 연속 데이터의 선형 필터링 문제의 재귀  해법으

로 1960년에 R. E. Kalman [14]의하여 소개되었다. KF는 

측/수정의 두 개의 페러다임(paradigm)의 기반을 둔 내부 

상태(Internal State) 측 선형 알고리즘이다. KF에서 사용

되는 기호들에 한 설명은 다음의 <표 1>에 요약하 다. 

KF는 다음과 같은 수학 수학식으로 (1), (2)로 구성되어 

있다. 수식 (1)은 실제 측정 값 zk와 KF 시스템 상태 벡터 

xk와의 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H는 시스템 상태 벡터와 

측정값의 연  매트릭스이다. 수식 (2)는 시간의 따른 KF의 

시스템 상태 벡터들의 상 계를 나타낸 것이다. 

(1)

(2)

일반 인 KF의 측과 수정의 두 페러다임의 재귀  구

조는 (그림 1) 에 나타나있다. 

측정값과 측값의 오차 ek는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 ek를 최소화하기 한 칼만 이득 (Kalman Gain) K는 

수식 (4), (5)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식 (4), (5)의 P와 R

은 오차 공분산과 측정 값 노이즈의 공분산 매트릭스들이다. 

(3)

(4)

(5)

DKF [5]는 KF를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용한 근사 데

이터 모니터링 기법이다. DKF에서 기지국은 각 센서에 

응하는 KF모델들을 갖고 센서는 자신의 KF를 갖는다. 

각 센서는 사용자 오류 범 인 를 이용하여 실측값과 

측값의 차이가   보다 작다면 측값을 실측값의 근사값

으로 간주하고 실측값을 기지국에 송하지 않는다. 기지국

에서는 해당 센서의 KF 모델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측값

을 데이터의 송 없이도 획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

는 기지국과 센서와의 근사 데이터 수집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센서에서의 ek > 일 때를 제외하고는 센서

는 기지국에 측정값을 송하지 않는다. 기지국은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으면 해당 센서의 측정값이 측 범  안에 있

다고 단하여 센서와의 데이터 통신 없이 Hxk를 근사 데

이터로 취득 할 수 있다. 센서의 오차 ek가 사용자 라미터

인 보다 크게 되면 기지국에 실제 측정값 zk를 송하여 

각각의 KF를 다시 동기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DKF와 같이 기본 으로는 각 센서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의 변화를 이용하여 재의 시간에서 다음

에  취득되는 데이터를 측하기 하여 KF를 사용한다.

이 후 응  샘 링에서는 측된 데이터의 오차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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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응  샘 링 모델

(그림 2) 기지국-센서의 근사 데이터 수집 방법 

용하여 각 센서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선순

를 악하고 이에 따라 응 으로 샘 링 주기를 조정하기 

함이다. 응  샘 링에 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다

루도록 한다. 

4. 응  샘 링

본 연구는 DKF와 응  샘 링 기법을 통합하여 센서

의 에 지 소비를 이는 기법을 제안하다. 응  샘 링

이란 상의 요도에 따라 샘 링 주기 (Sampling Interval 

: IS) 를 조정함으로써 센서의 샘 링 횟수를 히 조정하

는 것이다. 일반 으로, 센서의 데이터 송 비용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지만 센서의 샘 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의 샘 링 주기는 곧 데

이터 송 주기이다. 

즉, 센서가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면 측정값을 송 경로 

(routing path) 를 따라서 기지국으로 송하게 되는데 샘

링 주기를 상에 요도에 따라 히 조정할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빈번히 샘 링하여 송되는 데이터양을 일 

수 있다. 따라서, 응  샘 링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송 

비용  샘 링 비용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부과

으로 센서는 각기 다른 샘 링 주기를 가지게 되고 데이터

를 송하는 시 이 분산되게 된다. 이로써 특정 시간에 집

하여 소모되는 네트워크 역폭을 시간에 따라 히 분

산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응  샘 링 기법은 기존

의 기법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기존의 

Load-shedding 기법 [7]과 달리 제안된 기법은 측 모델을 

이용 네트워크 혼잡 상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한 기존의 

응  샘 링 기법들은 각 센서에서 시 의 측정값과 

측값의 오차만을 이용하여 샘 링 주기를 단하는데 반하

여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과거 측정값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4.1 샘 링 주기 변화를 한 시스템 구조 

센서 데이터에서 모니터링에서 화재나, 홍수, 침입 등이 

발생한 지역은 기타의 다른 지역의 데이터 보다 좀 더 빈번

히 외부환경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들의 측정

값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측정값이 속히 변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시스템 구조는 DKF 기법과 응  

샘 링 기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센서들의 Kalman Filter 모델 (KFi)을 지니고 

있으며 기지국은 모든 센서들의 Kalman Filter 모델들을 유

지하고 있다.  한 각 센서 노드들은 자신의 샘 링 주기 

(SIi)를 가지고 있으면 이 SI를 리하기 하여 과거 측정

값과 측값의 차이들을 e_buffer에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시스템 구조

4.2 샘 링 주기 변화

(그림 4)는 응  샘 링을 도식화한 모델이다. (그림 4)

에서 보듯이 수집된 데이터에 Kalman Filter 를 이용한 

측값을 이용하여 수집 상의 요도를 단하고 이를 기

으로  샘 링 주기 (SI)를 증가, 감소 는 유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샘 링 기법은 (그림 3)의 

구조에서 각 센서들이 독립 으로 SI(Sampling Interval)를 

유지하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센서는 오차 버퍼(e_buffer)

을 유지해야한다. e_buffer의 목 은 샘 링 상의 요도

를 단하기 해서다. 데이터의 요도를 단하는데 있어

서, 기존의 응  샘 링 기법들 [12, 13]과 같이 데이터의 

실측값과 측값의 차이를 기 으로 한다. 즉, 실측값과 

Kalman Filter를 이용한 측값의 차이가 크다면 해당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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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샘 링 주기 변경 알고리즘

에서 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

여 해당 센서의 샘 링 주기 (SI)를 감소시킨다. 이와 반

로 실측값과 측값이 유사하다면 앞으로도 Kalman Filter

를 이용한 측값이 실측값을 잘 반 할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센서의 샘 링 주기를 증가시킨다. 

시간 k에서의 실측값 zk와 측값 Hxk의 차이는 3장의 

식 (3)의 부터 ek로 표 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본 연구는 DKF에 기반하고 있음으로 센서는 ek가 오류 

범  보다 클 경우 실측값 zk를 기지국으로 송한다. 

즉, ek가 어떤 값이던지 간에 보다 클 경우에는 항상 데

이타 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_buffer에서는 최

근 n 개의 min(ek, )를 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값의 

요도를 단한다.

측정값들의 요도를 단하기 하여 e_buffer에 기록되

어 있는 n개의 오차값 (=min(ek, ) 들을 수식 (6)에 용하

여 estate를 구한다.  

estate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근의 오차 가 그 이

의 오차   보다 더 큰 가 치를 가져야만 최근의 데이터 

변화를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식(6)에서 

e_buffer에 장되어 최근의 부터 가장 오래된 까

지를 순차 으로 1/2의 지수 승을 함으로써 최근 값에 더 

큰 가 치를 부여하여 오차 변화율인 estate를 구하 다. 

수식(6)에서 오차 범  로 나 는 이유는 estate를 0과 1 

사이의 상 인 값으로 나타내기 해서이다. 즉, 최근 n 

시간 동안 KF를 이용한 측값이 정확하여 실측값과 동일

할 경우에는 ek, ek-1,...,ek-n+1은 모두 0임으로 estate는 0이 

된다. 이에 반하여 재 사용 인 KF 모델에 의한 측이 

계속 맞지 않을 경우 (즉 min(ek, ) = ) 에는 다음 수식 

(7)에서와 같이 estate가 1에 근 하게 된다.

의 수식 (7)에서 n을 무한 로 보냈으나 실제 센서는 

메모리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_buffer의 

크기 n을 10으로 설정하 다. 이 경우에 estate의 최 값은 약 

0.999 (= 1- 1/210) 로 1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수식 (6)에 의하여 얻어진 estate값이 1에 가

까워지면 측정값과 측값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고, 0에 

가까워지면 측모델이 실제 환경을 정확히 측하고 있다

는 것이다. 샘 링 상의 estate의 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센

서가 치한 곳에 외부 환경이 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

으로 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한다. 이 경우에는 샘 링 

주기를 감소시켜 측정값을 지속 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KF의 모델을 계속 갱신하여야 한다. 이와 반 의 경우

에는 재 환경이 KF를 기반으로 측 가능한 상태에서 발

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샘 링 주기를 증가시켜 센서의 에

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실질 으로   은 사용자 정의 라미터   (SI 증가 

기 ),   (SI 감소 기 )를 기 으로 샘 링 상의 요도

를 낮음, 당함, 높음으로 단하고 그에 따라 (그림 5)같

이 SI를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 샘 링 주기 SI는 의 범

 안에서 조정이 되고 는 샘 링 주기 최 값이고 

 는 샘 링 주기 최소값이다. 이는 샘 링 주기 SI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샘 링 주기는 무한히 길어진다거나 

무 빈번히 샘 링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그림 5)에서 estate 값이 사용자 정의 라미터 보다 작

을 경우, 샘 링 상의 요도가 작은 것으로 인지하고 

(즉, 측 모델이 정확하다) 샘 링 주기를 증가 시킨다.  

이 경우, 측 모델이 정확할수록 (- estate)의 값이 커짐으

로, 샘 링 주기 SI 의 증가폭이 커지게 된다. 한 에서 

언 한 바과 같이 SI는 최  SImax까지만 증가하도록 하

다. 즉 SI가 SImax일 경우, SImax-SI은 0이 되어 샘 링 주기 

SI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도록 하 다. 

한 estate의 값이 와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는 SI가 

한 것으로 보고 재 SI를 유지한다. estate의 값이 보

다 클 경우, SI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 의 SI를 증가시키

는 경우와 유사하게 감소시킨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실측값들과 측값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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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변화량을 0과 1 사이의 상 인 값인 estate로 계산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샘 링 주기를 응 으로 변환하

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이를 통하여 샘 링 상의 변

화가 큰 경우에는 샘 링 주기를 단축하여 빈번히 측정, 

송하도록 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샘 링 주기를 증가 

시키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

율 으로 분배하여 체 인 력 소비  네트워크 역폭

을 효과 으로 사용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샘 링 기법은 기존의 기법

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본 으로 <표 2>에 기존의 

기법과 제안기법의 주요 차이 에 하여 간략하게 정리하

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기법과 달리 측 모델을 이용

함으로써 실제 측정값과 측 값 사이의 측오차를 통하여 

샘 링 상의 변화율을 단할 수 있다. 측 오차를 이용

하기 때문에 샘 링 상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샘 링 주기를 응 으로 

조 한다. 한 센서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라미터를 설정

하여 오차율과 샘 링 변화비율을 하게 보장한다. 

DKF DCM
Proposed 

Technique 

샘 링 주기변화 ✕ ○ ○

측모델 사용 ○ ✕ ○

리미터 사용 ✕ ✕ ○

오차율 보장 ○ ✕ ○

<표 2> 제안기법과 기존 기법들의 차이

5. 실  험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샘 링 기법에 

한 효율성을 보인다. 이를 하여 고정 샘 링 주기를 

지닌 DKF[10]과 기존의 응  샘 링 기법인 Data 

Centric Modeling[13] (DCM으로 표 ) 을 구 하고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성능 비교를 하 다. 

5.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성능평가를 아래의 <표 3>의 환경에서 시물

이션을 하 고 센서 데이터는 Intel Lab에서 제공하는 실제 

측정 센서데이터(온도 데이터)를 사용하 다1). Intel Lab 데

이터는 Intel Berkeley 연구실에 배치된 54개의 센서들로부

터 얻어진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 평가를 하여 센서들의 에 지 소비 모델은 free 

space channel model [15]을 이용하 고 아래 <표 3>을 이

용하여 수식(8),(9) 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수식 (8)은 수신 시 발생되는 에 지 소비를 식으로 나타

낸 것이다. 수식 (8)에서 k은 비트의 수, ERx-elec (k)는 k비

트를 수신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Eelec의 값은 50nJ/bit이다. 

수식 (9)은 송신 시 발생되는 에 지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1) http://db.csail.mit.edu/labdata/labdata.html에서 얻을 수 있음

수식 (9)에서 d는 송 거리를 나타내고 ETx-elec (k)는 k비

트를 송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ETx-amp (k, d)는 이를 d 거

리만큼 송하기 한 증폭비용이다. 단  증폭 비용 Eamp는 

값은 100pJ/bit/m
2 이다.

ERx (k) = ERx-elec (k) = Eelec * k (8)

 

ETx (k, d) = ETx-elec (k) +ETx-amp ( k , d )=

Eelec * k + Єamp * k * d
2

(9)

본 실험을 하여 <표 4>에 나타나있는 라미터들을 사

용하 다. 

우선, 의 라미터들  제안하는 기법의 샘 링 주기

의 변화 기 이 되는 ρ와 λ를 변화시켜 성능을 측정하 다. 

이를 통하여 오차가 가장 은 ρ와 λ 값을 구하 다. 한 

제안 기법과 다른 기법들을 비교하기 하여 시간별 송비

용, 시간에 따른  송 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오차율

에 한 성능을 평가하 다.

작업 비용 

Transmitter Electronics ( ETx-elec )

Receiver Electronics ( ERx-elec )

( ETx-elec  =  ERx-elec  =  Eelec )

50nJ/bit

Transmit Amplifier(Єamp) 100pJ/bit/m
2

<표 3> 통신비용 련 라미터

기호 기본값 설명

SImax 17 최  샘 링 주기 

SI
min

7 최소 샘 링 주기 

δ 0.09 사용자 오류 범

ρ 0.35 SI 증가 기

λ 0.65 SI 감소 기

<표 4> 라미터들

5.2 실험 결과

우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응  샘 링 기법은 ρ와 λ 

값을 기 으로 샘 링 주기를 조정한다. 따라서, ρ와 λ 의 

값을 변화시키면 제안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근사값의 오

차를 악하 다. (그림 6)은 이에 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본 으로 ρ와 λ가 클수록 샘 링 주기가 증가됨으로 

센서의 에 지 소비가 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에 지 소

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ρ와 λ에 큰 값을 지정하면 되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오차율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그림 6)에서 가장 은 오차율을 나

타내는 ρ(=0.35)와 λ(=0.65)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DKF의 샘 링 주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기본값은 12이다. 

이러한 고정 주기 샘 링은 센서의 데이터 송이 특정 시

간에 집 되는 결과를 래한다. 반면에 제안하는 기법과 

DCM은 샘 링 주기가 가변 이다. 이러한 각 센서들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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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  사용자 변수 (그림 8) 시간에 따른  송횟수

(그림 7) 시간별 송 비용

(그림 9) 시간에 따른 오차율

(그림 10) 라미터 변화에 따른  송횟수

링 주기의 차이는 센서들의 데이터 송 시 을 분산시키

는 결과를 낸다. 따라서 역폭이 제한되는  무선 센서 네

트워크 환경에서 가변 주기 샘 링이 보다 효율 이다. (그

림 7)은 각 기법에 따른 시간별 송비용을 나타낸다. 여기

서 송비용은 수식 (8), (9)를 이용한 체 센서 네트워크

에서 측정값을 송하기 하여 소모된 총 송비용을 말한

다.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가변 샘 링 주기를 (제안기법과 

DCM) 갖는 기법들의 데이터 송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산값을 구한 결과 DKF가 4.707, 제안기법이 2.196, 

DCM이 2.001 나왔다)

(그림 8)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송횟수를 보여

다. DFK는 고정된 샘 링 주기로 데이터를 송한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4장에서 설명하 듯이 데이터의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차이에 따라 응 으로 샘 링 주기를 

조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은 DKF보다 송 횟수가 

다. 이에 반하여 DCM은 2장에서 설명하 듯이 가장최근

에 값과 재의 값의 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 샘 링 주기가 

2배 증가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보다 평균 으로 긴 

샘 링 주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센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송횟수가 감소한다. 동일 시간의  송횟수를 비

교하 을 때 DKF, 제안하는 기법, DCM 순으로 송횟수가 

음을 알 수 있다.

에 지 효율 측면에서 DCM이 제안하는 기법보다 조  

좋은 에 지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DCM은 가장 최근의 오

차만를 기 으로 샘 링 주기를 2배씩 증가 시킨다. 따라서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제안하는 기법과 DKF보다는 월등

히 높은 오차를 보인다. 평균 으로 제안하는 기법의 오차

율은 0.12이고 DCM은 0.57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고정 샘 링 주기를 이용하는 DKF와 유사한 오차율

을 보인다. 결론 으로 제안 기법은 고정 샘 링 주기의 기

법인 DKF과 같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라미터를 ρ (= 0.35)와 λ 

(= 0.65)를 고정하여 실험 하 다. 따라서 라미터 값의 변

화가 실험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라미

터 ρ 와 λ의 값을 변화시켜가며  송횟수를 측정하

다. (그림 10)은 실험시간을 1600으로 제한하고 다른 실험환

경은 이 과 같게 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그림 10)의 막

그래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라미터 ρ 와 λ의 값을 변화

시켜도  송횟수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알 수 있다. 

에서 기술하 듯이 라미터 ρ 와 λ의 값을 고정되게 사

용한 이유는 은 오차를 보장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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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KF구조에 기반한 응  샘 링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응  샘 링 기법은 센서로부터 샘

링되어 취득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악하고 이에 따라 센

서별로 샘 링 주기를 조정/유지함으로써 효율 인 네트워

크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응 인 샘 링 기

법은 력소비를 고 센서 별 서로 다른 SI 주기를 유지

함으로써 데이터 취득과 송 시  분산하여 네트워크 역

폭 사용의 효율성을 증 시켰다. 

일반 으로 고정 샘 링 기법은 가변 주기 샘 링 기법보

다 오차가 작다. 그러나 데이터 송 측면에서는 응  샘

링 기법이 고정 샘 링 기법보다 효율 이다. 본 논문에

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이 고정 샘 링 기법인 

DKF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기존의 응  샘 링 

기법인 DCM 기법에 다소 떨어지지만 유사하게 에 지를 

소비함을 보 다. 추후 연구로는 데이터의 특성의 변화에 

따른 샘 링 주기의 변화를 조정하는 라미터의 자동 설정

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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