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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에 들어 차량의 폭발  증가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 시켜왔으며 이러한 교통 혼잡

은 환경오염,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교통시스템과 IT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연구되어 왔다. 교통정보 수집기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기술  

가장 기 인 기술로써 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존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은 큰 사이즈, 유선을 

통한 워 공   통신으로 비용이 크고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낮은 비용과 높은 확

장성을 해 WSN 기반 교통정보 수집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WSN 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은 

력 센서를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무선을 통해 교통정보를 송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WSN 기반 

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낮은 컴퓨  워, 제한된 배터리용량, 송 지연 등의 문제 이 존재한다. 기존의 

WSN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거나 실제 시스템구

으로 근하지 않고 이론 인 근에 머무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모두 고려한 WSN 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제 도로에 설치되어 

그 성능이 평가되었으며 실험결과 높은 정확성, 낮은 워 소비, 작은 송 지연 등의 장 을 확인하 다. 

키워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음  센서

Abstract Recently, the explosive increase of vehicles on the roads has caused huge traffic 

congestion which leads various problems such as increase in air pollution and the frequency of car 

accidents. To address these problem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s) - the converg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systems - has been studied. As an essential technology of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traffic information acquisition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among the ITS technologies. Existing systems for traffic information acquisition have high cost and 

low scalability ow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large size, wired power supplies, and wired 

communication. Recently, for the low cost and high scalability, wireless sensor networks (WSN)-based 

traffic information acquisition systems have been suggested. WSN-based traffic information acquisi-

tion system collects traffic data using low power sensors, and transmits it through wireless networks. 

However, WSN-based systems have many issues to consider, such as low computing power, limited 

battery capacity, and transmission delay. Existing studies on WSN-based acquisition systems have not 

considered all the issues together. Moreo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ore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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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practical ones. Therefore, we propose a new system that considers all the issues. In our 

experiments, we installed our system on real roads for an accurate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our system has a high detection accuracy, low power consumption, and low transmission delay.

Keyword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traffic acquisition system, wireless sensor net-

works, ultrasonic sensor

1. 서 론

기술  산업의 발 으로 인한 폭발 인 차량증가는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 시켜왔다. 교통 혼잡 증가는 환

경오염  교통사고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기존에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하여 도

로 확충과 같은 물리  해결방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은 그 비용이 매우 크고 물리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한계 일 수밖에 없다. 교통 문제를 

비용, 고효율로 해결하기 해 최근 교통 분야에 IT기

술을 융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

portation Systems)이 각 받고 있다. ITS는 도로, 차

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자, 

제어, 통신 등의 지능형 첨단기술을 목시켜 구성요소

들이 상호 유기 으로 작동 되도록 하는 차세  교통체

계로 차량과 교통 시설물 양쪽에 안 성 증가와 쾌 성 

증가, 효율성 증가, 환경 향의 감소를 목 으로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ITS의 기술  가장 기 이고 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부분이 교통정보 수집기술이다. 교통정보를 수집하

기 해 재까지 루  디텍터, 외선, 비디오 등 많은 

시스템들이 연구 개발되어 왔다[4-6]. 하지만, 기존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은 유선을 통한 원 공   통

신 그리고 큰 사이즈 등의 특징으로 인해 높은 설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한, 큰 사이

즈  유선을 이용한 통신은 확장성  응용성에 제약

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s) 

기반의 교통정보 수집에 한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진

행되고 있다[7-11].

WSN 기반의 교통 정보 수집시스템은 소형, 그리고 

배터리 기반 동작, 무선을 통한 통신 등으로 낮은 유지보

수 비용, 쉬운 확장성 등 기존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

을 제공한다. 하지만, WSN을 이용한 교통 정보 수집시

스템이 앞서 말한 장 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WSN의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슈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

한 이슈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화된 

크기는 컴퓨  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이나 응용 로그램은 반드시 가벼워야 하며 

동시에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배터리 

기반 동작은 소비 가능한 에 지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에 지 소비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Ad-hoc 네트워크는 유선에 비해 송 

지연이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 로토콜을 설계할 때 송 

지연을 일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의 많은 WSN 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연구

는 앞서 언 한 문제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지 않고 일

부만을 고려하거나 이론 인 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이슈사항들을 

모두 고려한 WSN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을 제안한

다. 제안된 시스템은 단일 음  센서를 이용하며 복수 

차선의 차량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설치  유지보수 비

용을 인다. 수집된 음  데이터는 제안된 차량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센서 모듈에서 처리되어 교통정보로 

추출되며 차량검출 알고리즘은 센서 모듈의 낮은 컴퓨

 워를 고려하여 알고리즘의 복잡성이 높지 않도록 

설계하되 그 정확성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집

된 교통정보가 다른 ITS 응용시스템에 사용되기 해서

는 가능하면 빠르게 서버로 송되어야 하며 각 센서는 

배터리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에 지 소비를 최 한 

여야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하여 3단

계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기 하여 2차선 도로에 실제로 설치하여 실

험을 진행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WSN 기

반 교통 정보 수집기술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음 센서를 이용한 차량 

검출 시스템에 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차량 

검출 시스템을 한 통신 로토콜에 해 기술하고 5

장에서는 교통 정보 수집 센서의 치 정보에 한 이

슈사항들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실험 환

경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기술하고 7장에서 

결론  향후 계획으로 마무리한다.

2. 련연구

기존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WSN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 정보수집 시스템에 

한 연구가 재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WSN

기반 교통 정보수집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도로 주변

에 설치된 센서로 부터 수집된 교통 정보를 무선 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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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SN 기반 지능형 교통 시스템

Fig. 1 WSN-based ITS

혹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기 으로 싱크 노드들로 송

하고 송된 데이터는 최종 으로 서버에 송되어 다

른 응용시스템에 사용되게 된다. WSN기반의 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낮은 유지보수비용, 

쉬운 확장성 등 많은 장 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 을 가지기 해서는 먼  해결해야하는 많은 문제

들이 존재한다. 센서 노드는 작은 크기를 가지기 때문

에 컴퓨  워가 낮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로그램은 그 복잡성이 낮아야하는 동시

에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배터리기반

의 동작 방식으로 인해 사용가능한 워가 제한되므로 

워 소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WSN

의 특징인 애드혹 네트워크로 인한 송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라우  로토콜이 설계되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WSN 기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은 앞

서 설명한 문제 들의 일부만을 해결하거나 이론 인 

근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7]의 연구는 WSN기반 

자기장 센서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 수집을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하

여 한 개의 차로를 해 총 4개의 센서 데이터를 동시

에 사용하 고 실제로 구 되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해

당 시스템은 WSN기반 교통 수집 정보시스템에서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워 소비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고 

평가되지 않았다. 한, 하나의 차로를 해 다수의 센

서를 사용하는 방식은 정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설치  유지보수 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다. [8]연구 역

시 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해 외선  자기장 두 가

지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안하 지만 워 소비에 

한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9]에서는 센서 간 데이

터 융합을 이용하여 송 횟수를 임으로써 에 지 소

비를 이고 AS(Adaptive Segmentation)을 통해 교통

정보 추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 다. 데이

터 융합은 략 인 교통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효과 일 수 있으나 각 센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

므로 그 응용성에 있어 제한 일 수 있다. 한, 해당 

연구는 데이터 송 지연에 한 언 이 없으며 실제 

도로에 설치되어 평가되지 않았다. [10,11]의 연구는 패

킷 손실이나 송 지연을 이기 한 WSN의 네트워

크 아키텍처에 해 제안하고 설명하 지만 이론 인 

근에 머물 을 뿐 실질 인 구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단일 음  센서를 

이용하여 복수 차선의 교통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센서 

노드의 수를 여 설치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확

장성을 증가시킨다. 한, 제안된 네트워크 로토콜을 

통해 워 소비  송 지연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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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  센서를 이용한 차량 인식

Fig. 2 Vehicle detection using ultrasonic sensors

     

                           (a) 구성도                                         (b) 센서 노드

그림 3 차량 검출기

Fig. 3 Vehicle detector hardware design

3. 음 센서를 이용한 차량 검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 검출 시스템은 손쉬운 설

치와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를 하여 그림 2와 같이 단

일 음  센서를 도로 측면에 치시켜 복수 차선의 

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로 측면에서 

거리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각 차선마다 차량의 유

무에 따라 서로 다른 거리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다. 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n+1 번째 차선의 도로에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n 번째 차선의 도로에 차량이 통과할 때 

보다 더 짧은 거리가 측정된다. 이 게 각 차선에 따라 

차량이 통과할 때 측정된 거리데이터의 패턴 분석을 통

해 교통 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데이터는 애드혹 네트

워크를 통해 주기 으로 서버로 송하게 된다.

3.1 차량 검출기

도로 측면에서 음 센서를 이용한 차량 검출을 

해 그림 3과 같이 차량 검출용 하드웨어 모듈을 제작하

다. 해당 모듈은 그림 3(a)와 같이 크게 음  모듈

(Ultrasonic Module)과 제어 모듈(Control Module) 2

가지로 구성된다. 음  모듈을 하여 Devantech의 

NRF04 음  모듈을 사용하 고[12] 제어모듈을 해 

Crossbow의 Micaz 모트를 사용하 다[13]. Micaz는 

마이크로 로세서로 Atmega128L을 사용하고 통신을 

하여 CC2420을 사용한다.

음  모듈을 제어하기 하여 제어모듈은 PWM 신

호를 사용한다. PWM 신호는 Trigger 신호와 Echo 신

호의 두 가지 신호로 구성된다. Trigger 신호는 제어 

모듈에서 음 모듈로 거리 측정을 요청하기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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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 센서 동작 순서

Fig. 4 Operation of the ultrasonic sensor

호이며 Echo 신호는 그 결과를 수신하기 한 신호이

다. 제어모듈이 음 모듈로부터 거리데이터를 수신하

기 한 체 인 동작순서는 그림 4와 같다. 음  모

듈은 그림 4와 같이 약 10us의 Trigger 신호를 입력으

로 받는다. 해당 신호를 수신하면 음  모듈은 약 8 

Cycle (약 200us) 동안 음 를 발생시키고 반사된 

음 가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Echo 신호로 출력한다. 

제어 모듈은 Echo 신호의 입력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3.2 차량 검출 알고리즘

음 센서로 부터 획득되는 데이터는 기본 으로 거

리 데이터이다. 해당 거리데이터는 차량의 유무에 따라 

그 값이 변하게 되고 그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보일 것

이다. 본 차량 검출 알고리즘은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여 

차량을 검출한다.

차량 검출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이 총 4단계로 구

성된다. 수집된 교통 정보는 주기 으로 송되기 때문

에 일정 주기 동안의 거리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차량 검

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가장 먼  음  

모듈로부터 수신된 거리데이터를 정해진 주기로 분할하는 

Segmentation 작업을 수행한다. 분할된 거리데이터는 

바로 사용하기에 부  하므로 Signal Conditioning을 

통해 노이즈 제거  처리 과정을 거친다. Signal Con-

ditioning을 통과한 거리데이터는 Vector Extraction을 

통해 벡터 형태로 추출되며 이러한 벡터들을 미리 정의

그림 5 차량 검출 알고리즘 순서도

Fig. 5 Vehicle detection algorithm

된 패턴들과 매칭을 통하여 차량을 검출한다. 각 단계의 

알고리즘은 계산 시간의 단축을 해 최 한 복잡도가 

낮고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2.1 세그멘테이션

일반 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주기 인 

방법을 사용한다. 를 들어,  는 분 단 로 차량의 

수나 속도 등을 수집하여 처리한다. 본 시스템도 특정 

시간을 주기로 교통 데이터를 송하므로 해당 주기만

큼의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검출을 해야 한다.

데이터 분할을 한 세그멘테이션 방법은 고정주기로 

분할하는 고정  세그멘테이션(SS: Static Segmenta-

tion)을 일반 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고정 주기로 분할

하게 되면 그림 6의 와 같이 분할하는 경계에 차량 

검출 데이터가 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치의 교통 정보는 유실되거나 검출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하기 해서는 분

할하는 치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능동 으로 변경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응  세그멘테이션(AS: Adaptive Segmentation)을 

사용한다. AS는 그림 6과 같이 기본 으로 SS로 분할

그림 6 응  세그멘테이션

Fig. 6 Adaptiv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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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ance

(b) High-Pass Filtering

(c) Vector Extraction

그림 7 벡터 추출

Fig. 7 Vector extraction

을 진행하고 분할 치에 차량 검출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면(그림 6의 ) 차량 검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치()로 분할 치를 이동하여 분할을 수행한다.

3.2.2 신호 처리

음 센서로 부터 수신되는 거리 데이터는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는 반드시 제거되

어야 한다. 노이즈 제거를 한 필터링 기법은 많지만 

성능이 좋을수록 일반 으로 계산 복잡도가 높다. 하지

만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Atmega128L 마이크로 로

세서는 8Mhz의 동작 클럭을 가지는 소형 로세서로 

높은 복잡도를 요구하는 필터링 기법을 용하기 힘들

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낮은 계산 복잡도로 노이

즈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다. 

미디언 필터는 사용하는 마스크의 크기에 따라 계산 복

잡도가 증가하므로 계산 시간을 이기 해 마스크 크

기를 3으로 제한한다.

본 시스템은 도로 측면에서 측정되는 거리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출하므로 차량이 지나가는 차로에 

따라 검출되는 거리데이터는 도로 폭의 배수로 변화하

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측정되는 거리 데이터를 도

로폭 의 길이로 양자화시켜 데이터를 더 명확히 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미디

언 필터로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도로 폭의 길이를 

이용해 양자화를 수행한다. 양자화를 수행하는  다른 

이유는 본 차량 검출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인 벡터 추출

에서 발생 가능한 벡터의 종류를 제한하기 해서이다.

3.2.3 벡터 추출

음  센서로부터 측정된 거리데이터로부터 벡터데

이터를 추출하기 해 가장 먼  차량이 음 센서로 

진입한 시 과 진출한 시 을 고 역 통과 필터를 이용

하여 추출한다. 미디언 필터와 마찬가지로 고 역 통과 

필터 역시 계산 복잡도를 이기 하여 크기 3의 마스

크를 사용한다(Mask = {-1, 2, -1}). 고 역 통과 필터

를 통과한 데이터는 그림 7(b)와 같이 거리데이터가 

격히 변화하는 부분(차량의 진출입 부분)에만 데이터를 

남기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 게 표 된 데이터는 그

림 7(c)와 같이 벡터 형태로 추출될 수 있다. 추출된 벡

터의 크기는 앞서 수행된 양자화로 인해 그 크기는 도

로 폭의 배수로만 표  되고 그 방향성은 아래 두 가

지로만 표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추출되어 나오는 벡

터의 형태가 몇 가지로 제한된다는 의미가 된다.

표 1은 도로의 차선이 2차선일 때 검출 가능한 벡터

의 형태  패턴과 의미하는 차량의 수를 나타낸 것이

다. 표 1과 같이 추출가능 벡터들은 문자로 표 가능하

고 이 문자의 조합인 문자열은 다시 패턴으로 정리될 수 

있다. 2차선 도로에서 발생 가능한 패턴은 표 1과 같이 

총 6개로 정리 될 수 있다. 이 게 정리된 검출 가능 벡

터의 형태  패턴은 차선의 수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므

로 시스템 설계자가 능동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2.4 패턴 매칭

앞서 정리된 패턴과 음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패

턴을 패턴매칭을 통하여 최종 으로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각 패턴은 문자열로 표  가능하므로 

간단한 문자열 패턴매칭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패턴 

매칭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림 8과 같이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사하여 패턴 매칭 순서

를 제어해 주어야 한다. 그림 8을 보면 패턴 “aabb”는 

패턴 “ab”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패턴 “ab”를 먼  검사하면 “aabb”에서 까지 해당 

패턴이 복으로 검출되므로 잘못된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림 8과 같이 

자신이 다른 패턴을 포함하고 있다면 포함된 패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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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검출 가능 벡터  패턴 표

Table 1 Possible vectors and patterns

Distance

Vector

Patterns by alphabet ab cd aad cbb aabb cbad

Number of 

Vehicles

Lane 1 1 0 1 1 2 1

Lane 2 0 1 1 1 1 2

그림 8 패턴 검색 순서 제어

Fig. 8 Pattern confliction

검사 순서를 앞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패턴 검사 순서가 정리되면 최종 으로 패턴 매칭을 

수행하여 차량 검출 정보를 추출한다. 일반 으로 문자열 

패턴 매칭에서 문자열의 길이가 이고 패턴의 길이가 

일 때 Best-Case인 경우 가 되고 Worst- 

Case인 경우 가 된다. 만약 표 1의 모든 패턴을 

검색한다면 계산시간은 최  가 될 것이다. 이

러한 계산 시간을 이기 해 Rabin-Karp 알고리즘을 

사용한다[14]. Rabin-Karp 알고리즘은 해시 함수를 이

용하여 그 계산량을 감소시킨 알고리즘으로 

의 계산시간을 가진다.

4. 라우  로토콜

본 논문의 차량 검출기는 기본 으로 배터리를 기반

으로 동작하는 소형 디텍터이기 때문에 라우  로토

콜 설계 시 워 소비율을 먼  고려해야한다. 뿐만 아

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응용 시스템에 활용하기 

해서는 송 지연이 작아야 한다. 이를 해 본 시스템

의 라우  로토콜은 워 소비  송 지연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워 소비를 이기 하여 가장 먼  

본 시스템의 워 소비 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4.1 워 소비 분석

차량 검출기의 워 소비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그

림 3에서 2가지로 분류되었던 하드웨어 구성을 조  더 

세 하게 4가지로 분류하여 그림 9와 같이 평균 워 

소비량을 측정하 다. 분류된 하드웨어 컴포 트는 기본

회로(Base Circuit), 마이크로 로세서(ATMEGA 128L), 

음  모듈(Ultrasonic Sensor), 무선통신 모듈(CC2420)

이다. 마이크로 로세서와 무선통신 모듈은 그림 3의 제

어모듈에 포함되고 음  모듈은 그림 3의 음  모

듈과 동일하다. 기본회로는 본 차량검출기를 구성하기 

해 제어모듈  음 모듈 이외의 기본 회로의 집합

으로 귤 이터, 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9를 보면 무선통신 모듈의 워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무선통신 

모듈 부분에서 워를 약한다면 체 인 워 소비

량을 많이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많

은 워 소비율을 보이는 것은 기본회로이다. 하지만 기

본 회로에서 소비되는 워는 알고리즘 으로 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로 최 화 등을 통해 여야 하는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음  모듈과 마이크로 로세서의 워 소비율은 나머

지 두 개보다 상 으로 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

으로 로토콜 설계 시 가장 먼  무선통신모듈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워 소비를 보이는 무선통

신 모듈의 정확한 워 소비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그

림 10과 같이 해당 모듈이 On, Off 모드일 때와 송 

속도를 변화하며 평균 워 소비량을 비교하 다. 해당 

실험을 하여 송 패킷의 페이로드 크기는 22byte를 

사용하 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선 통신 모

듈은 Off 상태일 때 워 소비량이 거의 0에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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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컴포 트 별 평균 워 소비량

Fig. 9 Average power consumption

그림 10 패킷 송 속도 별 평균 워 소비량

Fig. 10 Average power consumption by packet transmission speed

On 상태가 될 때 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증가한 워 소비량은 데이터 송 속도를 증가시켜

도 워 소비량의 증가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에서 확인하긴 어렵지만 송 주기를 500ms에서 5ms

로 증가 시켰을 때 약 0.001W의 증가가 있었을 뿐이었

다. 이것은 결론 으로 통신 모듈은 최 한 Off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워 소비를 일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 송 데이터양을 여 최 한 빠르게 송

을 완료하고 통신 모듈이 Off 상태로 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회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워 소비량을 

보이는 것은 음 센서이다. 따라서, 음  센서도 

한 워 약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1은 

100ms 주기로 거리를 측정할 때 음  센서에서 소비

되는 워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100ms 주기로 워 소비가 격히 증가했다가 어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음  센서가 거리를 측정

하기 하여 음 를 발생시킬 때 많은 워가 소비되

기 때문이다. 만약 음  센서의 센싱 주기를 더 짧게 

하면 워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음  센서

의 센싱 주기를 가능한 길게 하면 워 소비량을 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  센서의 센싱 주기를 무조건 길게 하면 

차량 검출이 제 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

로의 환경에 따라 한 센싱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식 (1)은 음  센서의 최  센싱 주기를 계산하기 

한 식이다. 차량의 평균 길이가 이고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도로를 달린 다고 가정했을 때 앞서 설명한 차

량 검출 알고리즘에 검출되기 해서는 최소한 미디언 

필터의 마스크 크기 의 반 이상 감지가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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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음  센서의 워 소비량

Fig. 11 Power consumption of an ultrasonic module

그림 12 차량 검출기의 워 소비량

Fig. 12 Power consumption of the vehicle detector

다. 만약 미디언 필터의 마스크 크기 반 미만으로 검

출되면 해당 데이터는 노이즈로 필터링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음 의 측정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측

정하려는 도로의 한 차로의 길이 , 차로의 수 과 

음 의 속력 를 통해 해당 측정시간을 반 한다.

   ×⌈⌉




××

(1)

그림 12는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설계 된 차량 검

출기를 시간에 따라 상태를 변화시켜가며 워 소비량

을 측정한 그림이다. 앞서 분석된 결과와 동일하게 무선

통신 모듈이 On 상태일 때 워 소비가 격히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워 로 일링을 통해 본 

시스템의 워 소비량을 이기 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 송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크기는 가능하면 작아야 

한다.

∙ 음  센서의 센싱 주기는 가능하면 길어야 한다.

∙무선통신 모듈은 최 한 Off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2 3단계 라우  로토콜

앞서 워 로 일링을 통해 워 소비량을 이기 

한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분류하 다. 첫 번째로 

송 데이터양을 임으로써 워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송 데이터양을 이기 해서는 일반

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시스템에서 송하는 데이터는 일정 시간동안 검출

된 차량의 수나 속도 등 그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아주 

작다. 를 들어 2차선의 도로에서 검출된 차량의 수와 

속도를 차선마다 분류하여 송한다고 하여도 4byte의 

크기로 표 이 가능하다(만약 1분 주기로 수집된 차량 

수와 속도를 송한다고 하여도 차량의 수와 속도 모두 

256(1byte)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압축 알고리

즘의 계산으로 인한 복잡도만 늘어날 뿐일 것이다. 따라

서 데이터의 양을 여서 워 소비를 이는 것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워 소비를 

이는 방법에 음  센서의 센싱 주기를 가능한 길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방법은 도로 환경에 따른 최  

센싱 주기를 식 (1)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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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라우  경로 설정

Fig. 13 Routing path establishment

무선 통신모듈을 가능한 Off 상태로 유지 시켜 으로

써 워 소비를 일 수 있다. 무선 통신모듈의 제어를 

통해 워를 약하기 해서는 한 통신 로토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시스템에서 워

를 약하기 해서는 한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송  

수신으로 인한 워 약을 해 Duty-Cycling 기반의 

MAC 로토콜을 많이 사용한다[15-17]. Duty-Cycling 

기법은 주기 으로 On/Off를 반복함으로써 통신 모듈의 

Idle Listening을 임으로써 에 지를 약한다. 이러

한 방식은 On/Off의 주기에 따라 그 성능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불규칙 으로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량의 데

이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On/Off의 주기를 결정

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반 로 데이터 송 주기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송하는 데이터의 크기도 크지 않

다면 Duty-Cycling 기법은 우수한 워 약 효과를 

보인다. 본 시스템에서 수집된 교통 정보는 일정 주기로 

동시에 싱크로 송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 크기도 몇 

바이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Duty-Cycling 기법을 용

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라우  로토콜

은 Duty-Cycling기법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한, 데이

터의 송 지연 시간을 최 한 여야 하므로 Duty- 

Cycling 기법에서 데이터의 송 지연을 이기 하여 

본 시스템의 로토콜은 센서 노드간의 시각 동기화를 

통하여 모든 센서 노드의 On/Off 시 을 정확히 서로 

일치시켜 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라우  로토콜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워 소비 약과 송 지연 감소 두 가지를 

목 으로 한다. 워 소비 약과 송 지연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 하여 3 단계 라우  로토콜을 제안

한다. 설계된 라우  로토콜은 센서 노드를 발견하고 

라우  경로를 설정하는 발견 단계, 시각 동기화를 한 

동기화 단계, 마지막으로 실질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이루어진다.

4.2.1 발견 단계

도로에 설치된 센서 노드를 검색하고 검색된 센서 노

드의 라우  경로를 설정하기 하여 그림 13과 같이 

Discovery 메시지를 통한 라우  경로 설정 단계를 진

행한다. 가장 먼  싱크 노드가 Discovery 메시지를 

로드캐스 하고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센서 노드는 

Discovery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홉 수와 자신의 홉 

수를(센서 노드의 기 홉수는 최 로 기화 된다) 비

교하여 수신한 홉 수가 더 작으면 해당 홉 수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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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라우  경로 변경

Fig. 14 Routing path modification

홉 수를 설정하고 해당 Discovery 메시지를 송한 노

드를 자신의 부모 노드로 설정한다. 그리고 부모 노드로 

Ack 메시지를 송하여 자신이 자식 노드가 되었음을 

알린다. Discovery 메시지를 수신한 센서 노드는 홉 수

를 한 단계 증가시켜 다시 Discovery 메시지를 로드

캐스  하여 자신 주변에 센서 노드가 존재하는지 검색

한다. 이러한 루틴은 근 한 센서 노드가 없을 때 까지 

계속하여 반복된다. 그림 13의 Node 2와 같이 자신의 

자식으로 설정 할 센서 노드가 없으면(Ack 메시지를 수

신하지 못하면) 해당 센서 노드는 자신이 라우  패스

의 가장 끝 센서 노드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모 노드

로 라우  패스 설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Completion 메

시지를 송한다. Completion 메시지는 해당 메시지가 

싱크 노드에 도달할 때 까지 부모노드로 포워딩 된다. 

단, 포워딩 할 때 각각의 센서 노드는 자신의 ID를 해

당 메시지에 추가시키며 포워딩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해 모든 센서 노드는 자신이 몇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

고 있으며 각각의 센서 노드 ID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

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싱크 노드는 모든 자식 센서 

노드의 수와 각각의 ID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부모 노드가 자식 센서 노드의 ID를 장하는 이유는 

각 센서 노드로부터 교통 데이터를 수신할 때 통신 모

듈의 Off 시 을 결정할 수 있는 요한 데이터로 사용

되기 때문이다.

싱크 노드가 하나 이상이면 센서 노드는 홉 수가 

은 쪽으로 라우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워 소비뿐만 

아니라 송 지연 면에서도 이 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4

그림 15 라우  테이블

Fig. 15 Routing table

는 만약 라우  경로 설정이 완료된 센서 노드에게 홉 

수가 더 은 Discovery 메시지를 수신 했을 때 라우  

경로를 변경하는 루틴을 보여 다. 그림과 같이 자신의 

라우  패스를 변경하려는 센서 노드는(그림 14의 Node 

2) 변경하려는 부모 노드로 Ack 메시지를 먼  보내 

자신이 자식 노드가 됨을 알리고 기존의 부모 노드로는 

Modification 메시지를 송하여 자신이 이탈함을 알린다. 

Modification 메시지는 싱크 노드까지 포워딩 되며 모든 

부모 노드가 해당 자식 노드가 이탈했음을 알게 한다.

라우  경로 설정을 해 각 센서 노드가 장해야 

하는 라우  테이블은 그림 15와 같다. 주기 으로 교통 

정보만을 송하기 때문에 각 센서 노드는 교통 데이터

를 송하기 해 부모 센서 노드만을 알고 있으면 되

고 통신 모듈의 Off 시 을 결정하기 해 자식 센서 

노드의 정보만을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한 라우  

테이블 구성이 가능하다.

4.2.2 동기화 단계

각 센서 노드의 라우  경로가 설정 되면 시각 동기

화 단계를 수행한다. 각 센서 노드의 시각 동기화를 수

행하는 이유는 통신 모듈의 On/Off 시 을 센서 노드 

간에 서로 일치시키기 해서이다. On/Off 시 의 일치

는 Duty-Cycling 기반의 라우  로토콜에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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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양방향 동기화 메시지 교환 방식

Fig. 16 Pairwise synchronization

송 지연을 최소화 시켜 다.

기본 으로 시각 동기화를 맞추기 해서는 양쪽 간 

시간 차이인 Offset과 동기화 메시지 송단계에서 발

생하는 송지연(D)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센서 노드의 시각 동기화를 해 본 시스템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양방향 시간동기화 메시지 교환 방식을 

사용한다. Offset과 D를 계산하기 해서는 단방향의 

동기화 메시지 교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보다 정

확한 동기화를 하여 양방향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림 

16과 같이 동기화를 시작하는 센서 노드(Node i)가 자

신의 시간 데이터(그림 16의 )를 송한다. 이를 수신

한 노드는 수신한 시각인 와 자신이 다시 송하는 

시각인 를 다시 재 송한다. 이를 수신한 센서 노드는 

메시지 수신 시각 와 수신된 데이터  ,  , 를 통해 

송 지연인 D와 시각차 Offset을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D와 Offset의 계산 방식은 식 (2)와 같다.

           

    

 

    

 (2)

D와 Offset이 계산되면 해당 값을 동기화를 맞춰야 

하는 센서 노드에게 송하게 되고 이를 수신한 센서 

노드는 이를 바탕으로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

4.2.3 데이터 수집 단계

시각 동기화가 라우  경로의 가장 끝 노드까지 완료

되면 해당 노드는 그림 17과 같이 Sync-Completion 메

시지를 통해 동기화 완료를 알린다. Sync-Completion 

메시지를 수신한 각각의 부모 센서 노드는 음  센서

를 통해 거리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통신 모듈을 

Off로 환시킨다. Sync-Completion 메시지는 싱크 노

드에 도달할 때까지 포워딩 되며 결과 으로 모든 센서

그림 17 동기화 완료 후 데이터 수집 시작

Fig. 17 Synchronization completion

노드의 데이터 수집을 시작시키고 통신 모듈을 Off로 

환시킨다.

본 시스템에서 수집된 교통 정보는 주기 으로 싱크

로 송된다. 그림 18과 같이 각 센서 노드는 시각 동기

화가 되어 있어 일정 기간 마다 동시에 Off에서 깨어나 

데이터를 송한다.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센서 노드

는 자식 노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포워딩한 후 Off 

모드로 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센서 노드를 주

기 으로 On/Off를 반복하게 되면 센서 노드는 데이터를 

송해야 하는 시 에만 On이 되기 때문에 통신 모듈

에서 소비되는 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한 On/Off 

시 을 시각 동기화를 통해 서로 일치시키기 때문에 

Duty-Cycling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데이터 송 

지연도 최소화 된다.

5. 센서 치 정보

기본 으로 각 센서로 부터 수집되는 교통 정보는 

치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치정보를 함

께 수집하기 해서는 각 센서 노드가 자신의 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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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교통 데이터 송

Fig. 18 Traffic data transmission

그림 19 실험 환경

Fig. 19 Experiment environment

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외에서 치 악을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는 GPS(Global Positio-

ning System)이 있다. 하지만 GPS는 본 시스템에 

용하기에는 소비 력이 무 높은 문제 이 있다. 핸드

폰에서 사용되는 소형 GPS 장비라 할지라도 본 시스템

의 체 소비 력의 1.5배에 해당하는 0.3 W의 워 

소비를 보인다[18]. 한 본 시스템의 치정보는 그 정

확도가 높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GPS 시스템은 측정 오

차가 몇십 미터 단 로 나오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 

용하기에는 당하지 않다[19]. 따라서, 센서 노드를 도

로에 설치할 때 각 센서 노드의 치정보를 장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교통 정보 측정 장치의 특성 상 한번 설

치된 센서의 치는 잘 바 지 않기 때문에 설치 시 

치정보를 장하는 방식이 가장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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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량 검출 결과

Table 2 Vehicle detection results

Vehicles

Time (AM)

Count by video

(vehicles)

Count by ultrasonic 

with AS

(vehicles)

Error rate

(%)

Type of error

(vehicles)

Overlab Loss Over-counting

Lane 1 Lane 2 Total Lane 1 Lane 2 Total Lane 1 Lane 2 Total Lane 1 Lane 1 Lane 2 Lane 1 Lane 2

10:00～10:10 23 63 86 21 63 84 -8.70 0.00 -2.33 1 3 0 2 0

10:10～10:20 35 62 97 34 63 97 -2.86 1.61 0.00 1 1 0 1 1

10:20～10:30 25 59 84 23 59 82 -8.00 0.00 -2.38 2 1 0 1 0

10:30～10:40 19 49 68 18 49 67 -5.26 0.00 -1.47 2 0 0 1 0

10:40～10:50 29 72 101 27 72 99 -6.90 0.00 -1.98 2 1 0 1 0

10:50～11:00 26 60 86 24 61 85 -7.69 1.67 -1.16 2 1 0 1 1

Total 157 365 522 147 367 514 -6.37 0.55 -1.53 10 7 0 7 2

6. 성능 평가

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그림 19와 같이 

제한속도 60km/h의 왕복 2차선 도로에 해당 시스템을 

50m 간격으로 총 10개를 설치하 다. 해당 도로를 한 

음  센서의 센싱 주기를 계산하기 하여 식 (1)의 

공식을 이용했으며 이때 사용한 차량의 길이는 소형차

의 평균 길이인 3.5m를 사용하 고, 한차로의 길이는 

3.5m를 사용하 다. 계산 결과는 약 60ms로 계산되며 

공식의 오차를 고려하기 하여 이보다 조  빠른 50ms

의 센싱 주기를 사용하 다. 수집된 차량 데이터의 송 

주기로는 20 를 사용하 다.

6.1 차량 검출 알고리즘 성능 평가

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검출 알고리즘의 성

능 분석을 하여 그림 19의 센서 노드 1번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 다. 분석된 데이터는 

표 2와 같이 AM 10:00～AM 11:00 까지 총 1시간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정확한 분석을 하여 

10분 간격으로 검출된 차량수와 에러율, 그리고 에러

의 종류에 해 비디오로 측정된 데이터와 비교 분석

하 다.

6.1.1 검출된 차량의 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 정보를 수

집할 때 발생 가능한 오류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 된다. 첫 번째는 “Overlab” 문제로 

복수의 차로에서 두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완 히 

겹쳐 통과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안쪽 차선으로 통과한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음  센

서가 도로 측면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Loss” 

문제로 수집된 데이터에 노이즈가 발생하여 노이즈 필

터링에 의해 필터링 되어 해당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

이다. 마지막 “Over-counting”은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발생하는 오류로 실제 통과한 차량 보다 더 많은 차량

이 감지되는 문제이다. 를 들어, 1차로로 통과하던 1

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본 시스템에 감

지되면 표 1의 3번째 패턴인 “aad” 패턴으로 인식되어 

실제로는 1 의 차량이 통과하 지만 1차로 1 , 2차로 

1 로 총 2 가 통과한 것으로 잘못인식 하는 문제이다. 

표 2에서 “Overlab”은 이론상 2차로에서 발생하지 않으

므로 표기하지 않았다.

표 2를 보면 안쪽 차로인 1차로에서 “Overlab”과 “Loss”

로 인해 실제 차량이 통과한 것보다 게 감지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2차로에서는 “Overlab”과 “Loss”

가 발생하지 않는 신 “Over-counting”으로 인해 실

제 차량 수보다 많이 감지된다. 체 으로 발생하는 오

류의 양을 보면 1차로에서는 -6.37%, 2차로에서는 +0.55%

를 보이고 체를 비교 하 을 때는 -1.53%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형 음  센

서를 통해 충분히 정확한 교통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6.1.1 고정  세그멘테이션(SS)의 교통 데이터 손실량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검출 알고리즘은 고정  세

그멘테이션(SS)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하여 

응  세그멘테이션(AS) 기법을 사용하 다. 고정  

세그멘테이션은 분할 부분의 차량 정보를 고려하지 않

기 때문에 분할 부분에 차량 정보가 존재하면 해당 정

보가 유실되는 문제가 있다. 한 고정 세그멘테이션은 

분할 주기가 짧을수록 손실되는 차량정보가 늘어날 것

이다. 고정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정

보 손실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앞서 표 2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손실양을 측정하 다. 그림 20은 

고정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주기

에 따른 손실 차량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주기가 짧아질수록 그 손실양

이 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응  세그

멘테이션 기법은 분할 주기에 상 없이 손실 데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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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정 세그멘테이션으로 손실된 차량 수

Fig. 20 Static segmentation error

6.2 라우  로토콜 성능 평가

본 시스템은 베터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소비 력

이 가능하면 낮아야 한다. 한 수집된 교통 정보가 다른 

시스템에 활용되기 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서버로 송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본 시

스템의 워 소비량과 패킷 송 지연을 평가 분석한다.

6.2.1 워 소비량

그림 21은 제안된 3단계 라우  로토콜을 사용하

을 때와 워 소비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통신 모듈을 

항상 On 시켜 놓았을 때)의 그림 19의 센서 노드 1번

의 평균 워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한 것과 같

이 3단계 라우  로토콜이 더 은 워 소비량을 보

이고 그 차이는 통신 모듈에서 소비되는 워 만큼 차

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의 워 로 일링 

결과에 의하면 통신 모듈에서 소비되는 워가 약 

0.12W 정도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통신 모듈을 Off 

모드로 유지하는 것이 워 소비 측면에서 얼마나 요

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1에 의하면 3단계 라우  로토콜을 

통해 통신 측면에서 소비되는 워를 최소화 해도 약 

0.15W의 워가 소비되고 있다. 이  워 로 일링 

결과에 의하면 기본회로와 음  센서(Idle 상태)에서 

기본 으로 소비되는 워가 약 0.1W 정도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3단계 라우  로토콜을 사용했을 때 마이

크로 로세서, 통신 모듈, 그리고 음  발생을 해서 

소비되는 워가 0.05W 정도인 것을 말한다. 기본회로

와 음  센서로 부터 기본 으로 소비되는 워가 상

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성능을 향

상 시키거나 에 지 소비  측면에서 더 좋은 소자를 

사용하여 그 소비 력을 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워 로 일링 결과 본 시스템의 워 

소비량을 이기 해서는 통신 모듈을 최 한 Off 상

태로 유지해야 하고 음  센서의 센싱 주기를 최 한 

늘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그림 21 평균 워 소비량

Fig. 21 Average power consumption

그림 22 음  모듈의 센싱 주기에 따른 평균 워 소비량

Fig. 22 Average power consumption by sensing interval

음  센서의 센싱 주기에 따른 워 소비량을 그림 

22와 같이 측정하 다. 해당 측정 역시 그림 19의 센서 

노드 1번으로부터 측정되었다. 소비 력은 그림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센싱 주기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센싱 주기를 늘릴 수 없으므

로 본 논문의 식 (1)을 통해 도로 환경에 따라 히 

조 해야 할 것이다.

6.2.2 데이터 송 지연

수집된 교통 정보가 VSL, Ramp metering과 같은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해서는 최 한 빠르게 해

당 응응 시스템으로 송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데

이터 송 지연이 본 시스템에서는 요한 문제가 된다. 

본 시스템에서 데이터 송 지연을 발생시키는 것은 크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차량 검출 알고리

즘의 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고 두 번째는 홉수

의 증가에 의한 송 지연이다. 본 시스템은 직선 형태

의 네트워크 토폴리지를 가지므로 센서 노드의 수에 따

라 그 홉 수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림 23은 먼  차량 검출 알고리즘의 계산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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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데이터 송 주기 별 차량 검출 알고리즘 계산 시간

Fig. 23 Calculation time of vehicle detection algorithm

그림 24 홉 수에 따른 패킷 송 지연

Fig. 24 Packet transmission delay by hop count

측정해보기 하여 데이터 송 주기에 따라 해당 계산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데이터 송 주기가 길어질수

록 계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송 주기가 늘어날수록 계산해야할 음  데이터의 양

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송 주기가 가장 긴 20 일 때 

계산 시간이 약 2ms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계산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림 24와 같이 홉 수에 따른 송 지연을 보면 

알고리즘 계산 시간에 비해 굉장히 큰 지연 시간을 보

이고 있다. 한 홉이 늘어날 때 마다 약 10ms의 송 지

연이 발생하고 있다. 홉 수에 따라 송지연이 늘어나기 

때문에 송 지연을 이기 해 홉 수를 이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길이의 도로

로부터 교통 정보를 수집하기 해서는 홉 수를 이면 

센서 노드의 간격을 늘어야 한다. 센서 노드의 간격을 

늘리게 되면 데이터 송 거리가 늘어나게 되어 송 

에러가 늘어나게 된다. 송 에러의 증가는 패킷 재 송 

횟수를 늘리게 되므로 다른 송 지연을 유발하게 된다. 

를 들어 본 실험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500m 구역에 

센서 노드를 50m 간격으로 치시켰으나 만약 이 간격

을 100m 정도로 늘려 5개의 센서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송 받는다면 홉 수에 의한 지연 시간은 어들지 모

르지만 송 에러로 인한 지연 시간 증가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응용 시스템을 한 최소 지연 시간에 따

라 데이터 송 주기와 홉 수를 히 조 하여 해당 

시스템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결 론

본 논문은 소형, 그리고 낮은 설치  유지보수 비용, 

무선통신, 배터리 기반 동작을 만족하는 소형 음  기

반 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

은 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복수의 차선으로부터 교통 정

보를 높은 정확성으로 측정하 고 측정된 데이터를 

송하기 한 로토콜은 낮은 소비 력과 지연 시간을 

보임을 확인하 다. 실험결과 차량 검출 알고리즘은 

체 으로 2%이내의 오차로 보여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보 다. 워 소비 측면에서는 통신 모듈을 제어하지 않

았을 경우보다 약 40% 가량의 워 소비 약 효과가 

있었다. 데이터 송 지연 측면에서는 한 홉이 증가할 

때 마다 약 10ms의 증가를 보 으며 데이터 송 주기

의 증가에 따라서도 송 지연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지연시간은 굉장히 작은 수치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손쉬운 설치와 비용, 

력, 확장성 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음 센서의 측정 치에 따른 특성에 의해 

“Overlab” 에러는 측정해야 하는 차로의 수나 교통량이 

증가할 때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 비하기 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차후 

“Overlab”에러를 이기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본 시스템의 평균 소비 력을 보면 기본 회로와 

Idle 상태인 음  센서에서 소비되는 력이 체 소

비 력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력은 하드웨어 최 화와 추가 인 제어 시스템을 통

해 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 문제를 한 연구

를 진행할 계획이며 데이터 송 지연 역시 재 수행

하고 있는 시각 동기화 이외의 추가 인 로토콜 연구

를 통하여 더 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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