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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에서 역  신경망 기반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A Smart Sensing Period Control on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in IoT)

김 우 재 †    김 만 배 ††    정 인 범 †††

                        (Woojae Kim)      (Manbae Kim)       (Inbum Jung)

요 약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들은 센싱을 한 센서 장치들과 액추에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배치되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배터리 원을 사용하여 동작한다. 이런 환경에서 배터리 의존 인 사물들을 

불필요한 센싱에 소비되는 력을 이는 것이 사물인터넷의 속성에 필수 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들에

서는 수집되는 센싱 데이터에 향을 받거나 고정 인 주기로 센싱하기 때문에 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미들웨어 MinT를 활용하여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기법은 역  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제한된 력을 잉여나 낭비 없이 목표하는 시

까지 최 한 소비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식의 배터리 에 지 소모 측면에서 기존의 정  

센싱 주기 방법들보다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

키워드: 스마트 사물, 센싱 주기, 역 , 미들웨어, 신경망, 사물인터넷

Abstract The “things” in IoT have sensors and actuators for monitoring their surroundings. They 

are powered through battery energ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eployed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the longevity of an IoT network, the devices working on battery power have to 

restrict unnecessary sensing operations. However, existing sensing methods are affected by the 

collected sensing data and have fixed sensing periods, leading to the inevitable waste of battery power. 

In this paper, a smart sensing period control is proposed for the IoT middleware MinT. The proposed 

method uses a learning model based on a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Until the target time, it 

can make the best use of battery energy without surplus or waste in the range of the preserved 

bateery energy.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enhanced results 

in terms of battery energy consump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static sensing period method.

Keywords: smart things, sensing period, back propagation, middleware, neural network,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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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정체성과 속성을 

지닌 사물들이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 네트워

크로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사물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구나 쉽

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한 연구 한 진행되고 있

다. 사물인터넷에서 사물과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센싱 

데이터 등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

른 통신 로토콜이나 하드웨어, 운 체제를 사용할 경

우 연결을 해 다시 설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 사물인터넷 미

들웨어가 연구되고 있다[1-4].

사물인터넷 미들웨어들  MinT는 이기종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통합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공 하므로 

이기종 하드웨어, 운 체제에서 통합 운 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 리소스 리 모듈을 통해 사물 

간 응답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센싱에 소비되는 력을 

이고 있다. 그러나, 사물들에서의 센싱 소비 력 조

은 일정한 주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물들이 배터

리와 같은 제한된 력에서 동작할 때 주기  센싱은 

센싱 데이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지

므로 이는 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구성원인 사물은 센서 는 액추에이터, 

원모듈, 디바이스 랫폼, 통신 모듈 등 다양한 기술

이 통합되어 구성된다. 사물들이 배치되는 환경의 특성

에 따라 각각의 사물들은 배터리를 사용하여 원을 공

하게 된다. 장에서 수집된 센싱 데이터는 사물이 직

 데이터를 가공하기 보다는 싱크노드로 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센싱 데이터를 송하기 해서

는 사물 간 통신을 비롯하여 센싱, 액추에이터 등에 많

은 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센싱에 소비되는 력을 

최소화하거나, 력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 충 이

나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 연구

들이 진행 이다[5-8].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들의 센싱 방법은 사물인터넷 망

의 체 수명에 큰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체 수명

을 단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배터리의 력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

에서 효율 인 배터리 사용을 한 역  신경망 기반

의 스마트 센싱 주기 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제한된 력을 목표하는 시 까지 낭비나 잉여 없

이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센싱 주기를 동 으로 제

어한다. 최 의 센싱 주기를 얻기 해 목표 시 까지 남

은 시간과 재 남은 력, 1회 센싱에 소비되는 력을 

입력으로 역  신경망을 통해 학습한다. 학습된 모델

을 통해 재 환경에서의 최 의 주기를 구하여 제시한다.

제안된 스마트 센싱 주기 기법을 실험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3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 환경을 

사용한다. 라즈베리 이3는 기가바이트 단 의 메모리와 

쿼드코어 CPU 탑재로 기존 사물의 하드웨어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모두 오

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배우고 활용하기가 상 으로 

쉽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반복 이고 복잡한 계산을 

직  다 처리하기에는 력이나 체 시스템 성능 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 제약 조건을 극복하

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역  신경망을 작고 가벼운 

모델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본 실험을 통해 제안

된 스마트 센싱 주기 조  기법이 고정 주기보다 더 효

율 으로 력을 사용하며 나아가 사물인터넷 망의 체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9,10].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와 

련된 사물인터넷 미들웨어, 기존 센싱 주기 기법들, 

그리고 역  신경망에 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제

안하는 역  신경망을 사용한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기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성능 평가를 한 실

험환경 구성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성능평가에 

해 기술하고, 6장에서 결론  향후 계획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사물인터넷 미들웨어

재 사물인터넷 미들웨어는 WSN(Wireless Sensor 

Network)기반의 MOSDEN(Mobile sensor data proce-

ssing engine), 리 스 재단의 분산 사물인터넷 미들웨

어 IoTivity, 멀티코어 스 드 기반의 Californium 등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13].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 으로 사물인터

넷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미들웨어인 MinT를 기반으로 

하 다. 이들 사물인터넷 미들웨어들에서 MinT는 이기

종 기반 디바이스들로 구성된 사물인터넷에서 응용 로

그램들에게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편리한 

사물인터넷 로그램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14].

그림 1의 굵게 표시된 박스는 MinT에서 센싱 데이터

를 리해주는 리소스 리 계층을 나타낸다. MinT에

서는 리소스 리 계층의 Property Manager Module을 

통해 디바이스에 연결된 센서를 비주기  는 주기

으로 제어할 수 있다. 비주기 인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만 센싱하며 주기 인 경우 센서에 특

정 주기를 설정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상 없이 해당 

주기가 될 때마다 센싱하여 장한다. 장된 값은 다음 

주기가 될 때까지 유효하며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경

우 장된 값을 달한다. 비주기  센싱 방법은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이 증가할수록 지연시간이 커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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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nT Resource Management 구성도

Fig. 1 MinT Resource Management Architecture

시스템의 응답시간이 느려지게 된다. 주기  센싱 방법

의 경우 미리 장된 값을 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지만 주기가 길게 설정된 경우 비교  최

신 데이터를 달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2.2 센싱 주기 제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동  센싱 주기 연구는 

sleep 함수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동작 자체를 정지시

킴으로써 소비 력을 이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방

법에서는 sleep 함수를 고정 주기가 아닌 상황에 따른 

동 인 주기로 동작시키기 하여 디바이스에서 측정한 

센싱 값을 이 에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감지될 경우, 매번 재 주기를 반으로 여 센싱 데이

터의 변화에 응하도록 하 다. 반 로 변화가 거의 없

는 경우 재 주기에서 10% 늘린 주기로 변경하여 측

정 횟수를 임으로써 소비 력을 이는 방식이다. 이

와 같은 방식은 상황에 따른 센싱 값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 력을 어느 정도 약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데이터와 재 데이터의 변화율이 어느 정도일 

때, 변화가 큰 것인지 일반 인 상황에 용하기 어렵고 

디바이스 하나에 센서가 여러 개 설치될 경우를 고려하

지 않았다[15].

응형 샘 링 메커니즘 기법은 각 센서가 환경 정보

를 수집할 때, 수집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샘 링 

된 데이터는 환경을 표 하는 모델과 비교되어 오류 값

을 계산한다. 여기서 오류 값이 미리 설정한 마진 이상

이면 더 높은 샘 링 속도로 수집하며 그 지 않을 경

우 더 낮은 속도로 수집한다. 오류 값은 샘 링된 데이

터와 내부 모델을 통해 계산된다. 이러한 제어 메커니즘

은 제어 루 의 복잡성, 샘 링 속도, 내부 모델의 복잡

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데 제어 루 의 복잡성과 내부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샘 링 속도는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정확도를 높일수록 계산

량 한 증가하여 추가 인 소비 력이 발생한다는 문

제가 있다[16].

2.3 역  신경망

역  신경망(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은 

계층형 신경망을 이용하여 폭 넓은 상을 학습하도록 

간층의 연결강도를 조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17]. 

이 알고리즘은 배타  논리합(xor)과 같은 퍼셉트론의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역  신경

망은 간층의 연결강도를 출력 오차를 통해 조 한다. 

오차는 신경망의 성능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로 오차 

제곱의 합(sum of the squared errors)을 사용한다[18].

그림 2 역  신경망 구조

Fig. 2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Structure

그림 2에서 Input Layer로 들어오는 입력들을 Hidden 

Layer로 달하고 Hidden Layer는 Output Layer로 

달된다. 여기서 Output Layer의 y는 최종 출력으로 학

습 데이터의 정답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한다. 오차는 

다시 출력쪽에서 입력쪽으로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층의 각 뉴런은 체 오차를 당한 비율로 할당하

여 조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 출력의 

오차가 허용 오차 범 에 포함되면 학습은 종료된다. 학

습이 진행되는 동안 각 뉴런의 출력은 진행 방향에 있

는 다른 뉴런의 입력이 되는데 출력되는 값은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를 거치게 된다. 활성화 함수

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의 속성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한다. 비선형 활성화 함수의 표 인 것으

로 Sigmoid와 ReLU가 있다. Sigmoid 함수는 0과 1사

이의 값을 출력으로 가질 수 있으며, ReLU 함수는 출

력 값이 0이하일 경우에만 0을 갖고 그 외의 경우 출력 

값을 그 로 가져가는 특징이 있다.



380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 25 권 제 8 호(2019. 8)

3. 역  신경망을 사용한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기존의 연구에서 언 한 기존 센싱 주기 기법들은 센

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를 제어한다. 따라서 데이터

에 격한 변화가 발생하면 주기를 짧게 설정하여 수집

하고 그 지 않을 경우 주기를 길게 설정하여 수집 횟수

를 이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와 같은 방식은 제한

된 력을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방법으로는 하

지 못하다. 사물인터넷에서 사물은 배터리 의존 인 것

이 일반 이므로 배터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인공지

능 알고리즘  역  신경망을 사용하여 해결하 다. 

역  신경망을 선택한 이유는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고, 간단한 구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터

리 사용 시간과 력 소비량은 선형 계가 아니기 때

문인데, 만일 선형 계 다면 역  신경망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 를 들어, 1회 센싱에 1W의 

력을 사용한다고 할 때, 배터리의 용량이 100W라면 

주기는 1 가 되고, 100  동안 100회의 센싱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은 센싱 소비 력이 일정하지 않거

나 외부환경 등의 향으로 배터리 수명이 더 오래 가

거나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재 배터리 상태를 고려

한 센싱 주기를 구하기 해서는 동 으로 센싱 주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비선형 계에서 최 의 측을 

해 역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게다가 구

조가 간단하면 계산에 요구되는 자원이 어들고 이것

은 소비 력을 약하는 효과로 이어져 주어진 력량

에 최 인 센싱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19]. 

그림 3은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가 시작되면 먼  체 시간과 

력을 입력 받아 기화 한다. ①에서 time은 체 시

간을 입력받아 남은 시간이 되고 power 한 마찬가지

로 남은 력이 된다. 기화가 완료되면 ②에서 timer() 

함수를 통해 타이머를 생성하는데, time변수로 기화하

고 MinT 서비스에 등록하게 된다. 이후 남은 시간 

는 력이 0이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0이 아니라면 ③에

서 BPNN() 함수를 통해 재 환경에 맞는 정 주기를 

생성한다. 생성된 주기로 센싱 주기를 등록하고 해당 주

기가 되면 센싱하여 력을 소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만약 남은 시간 는 력이 0이라면 센싱 주기 제어는 

종료된다. 학습데이터 생성을 포함한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남은 시간, 남은 력, 1회 센싱 소비 력에 맞는 

주기를 구함

그림 3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순서도

Fig. 3 Flowchart of Smart Sensing Period Control

2) 주기를 포함한 체 학습 데이터 셋 구성

3) 학습  모델 생성

4) 학습 모델을 통한 주기 조

3.1 정 주기 생성 과정

주기를 구하기 해서는 우선 당 센싱 가능 횟수를 

알아야 한다. 를 들어 재 센싱 주기가 100ms 라고 

하면 1s/100ms = 10이고 이것은 재 주기로 1 에 10

번 센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 센싱 가능 횟수를 

구했다면 센싱 1회에 소비되는 력을 곱해 당 소비 

력을 구할 수 있다. 센싱 1회 소비 력이 0.1W일 

때, 10*0.1W = 1W가 되어 당 1W가 소비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재 주기를   , 센싱 1회 소비 

력을  , 당 소비 력을 라고 하면 식 (1)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    (1)

목표 시간까지 필요한 체 력은 당 센싱 소비 

력과 남은 시간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식 (2)는 체 력을 구하는 식으로 해당 식을 변형

하여 주기를 구할 수 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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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남은 력  와 남은 시간  는 첫 계산 

시에는 체 력과 체 시간으로 계산되고 이후 업데

이트 되면서 남은 력과 남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각 

변수들은 모두 첫 입력을 통해 기화된다.

재 식 (3)을 통해 구한 주기의 단 는 (sec)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를 리 (ms) 단 로 사용한다. 센

서들은 각각 1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시간은 센서 내부 으로 센싱하기 해 비하는 시

간과 센싱 시간 는 센싱 데이터 처리 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단 의 주기를 리  단 로 변환하

는 단계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변환은 식(4)와 같다.

⋅    (4)

3.2 학습 데이터 셋 구성

표 1은 음 센서 체 학습데이터 셋의 일부이다. 

학습 데이터 셋은 1회 센싱 소비 력과 남은 시간, 남

은 력 그리고 주기로 구성된다. 1회 센싱 소비 력은 

센서마다 다르므로 해당 센서 제조사의 Datasheet를 통

해 확인해야 한다. 남은 시간과 남은 력은 사용자 입

력을 통해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100 와 40W로 

설정하 다.

표 1 음 센서 학습 데이터 셋 일부

Table 1 Part of Learning Data in Ultrasonic Sensor

sensing power 

consumption
time power period( )

0.15 100 40.00 375.000

0.15 99 39.70 374.055

0.15 98 39.40 373.096

0.15 97 38.95 373.268

0.15 96 38.50 374.026

0.15 95 38.20 373.037

0.15 94 37.75 373.510

0.15 93 37.30 373.995

⋮ ⋮ ⋮ ⋮

3.3 학습 모델 생성

본 논문에서는 학습 알고리즘으로 Back Propagation, 

활성함수로 Hidden Layer에서는 ReLU를, Output Layer

에서는 Sigmoid를 사용했다. 그림 4는 스마트 센싱 주

기를 구하기 한 학습 모델이 반 된 BPNN(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구성을 나타낸다. Input 

Layer는 1회 센싱 소비 력, 남은 력, 남은 시간이 

 ,  , 에 각각 응되며 Output Layer의 노드의 

출력은 주기가 된다.

사물인터넷 환경은 성능의 제한된 자원을 최 한 

활용해야 하므로 복잡한 알고리즘은 사용하기 어렵다.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은 Hidden Layer의 깊이가

그림 4 스마트 센싱을 한 역  신경망 구조

Fig. 4 Back Propagation Neural Network for Smart 

Sensing Structure

깊을수록 더욱 많은 자원이 요구되므로 Hidden Layer

의 노드 수를 효율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 가장 빨리 완료되는 Hidden 

Layer의 노드 수를 설정하기 해 노드의 수를 조 하

며 반복 실험했다. 결과 으로 2개의 노드를 가질 때 학

습 속도가 가장 빨랐고 학습 모델은 91%로 평가 다.

3.4 객체간 학습을 통한 주기 조  과정

그림 5는 주기 조  과정을 나타낸 시 스 다이어그

램이다. MinT-App은 MinT를 통해 센서 드라이버와 

MinT가 센싱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등

록한다. 첫 시작 단계에서는 MinT-App에 설정된 남은 

시간과 력 그리고 1회 센싱 소비 력을 BP-NN으로 

그 로 달하게 된다. 이후에는 경과한 시간과 소비된 

력을 계산하여 남은 시간과 력을 업데이트하는 과

정이 진행된다.

BP-NN은 MinT-App으로부터 달받은 데이터와 

미리 생성한 학습 모델을 통해 한 주기를 구한다. 

해당 주기는 Thing-Property Module로 달되며 BP-NN

은 다른 데이터가 달 될 때까지 기한다.

그림 5 주기 조  시 스 다이어그램

Fig. 5 Sequence Diagram for Perio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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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Property Module은 MinT의 Resource Mana-

gement Layer에 포함된 모듈이다. BP-NN으로부터 

달받은 주기 데이터로 센서의 주기를 설정하고 센싱 데

이터를 요청한다. 처음 주기를 설정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기를 설정할 때는 이 에 설정한 주기가 돌아올 때까

지 기다렸다가 변경하고 센싱 데이터를 요청한다. 

Sensor는 센싱 데이터를 반환하고 다음 센싱 주기가 될 

때까지 기하는데 설정된 주기에 따라 기하는 시간

이 달라진다.

4. 실험 환경

4.1 실험 기기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3와 카메라센서, 음 센

서를 사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6은 라즈베리 이3

와 음 센서, 카메라센서가 장착된 모습이다. 라즈베

리 이3는 국 라즈베리 이(Raspberry Pi) 재단에서 

개발한 개발보드로 카드 크기의 작고 렴한 보드이다. 

라즈베리 이3에는 운 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데, 본 논

문에서는 라즈비안(Raspbian)을 사용하 다. 라즈비안은 

라즈베리 이 재단에서 개발한 라즈베리 이용 공식 

운 체제로 데비안 리 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포 이

다. 라즈비안에 미들웨어 MinT를 설치하여 실험 환경

을 구축했다.

4.2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목표 시 까지 낭비나 잉여 력이 발

생하지 않게 제한된 력을 최 한 소비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다음의 3단계로 나 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1 : 두 센서를 고정 주기로 각각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실험 2 : 두 센서를 스마트 센싱 주기 조 로 각각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실험 3 : 두 센서를 동시에 스마트 센싱 주기 조 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실험은 고정 주기로 센서를 사용할 때 제한

된 력을 목표 시 까지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음 센서의 고정 주기의 경우 

200ms～1000ms까지 200ms씩 증가시키며 총 5번, 카메

라센서의 주기는 1s～5s까지 1s씩 증가시키며 총 5번 

진행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 비해 스

마트 센싱 주기 조 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은 두 센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에도 잉여나 낭비가 생기지 않는지 

알아본다. 이것은 사물에 센서가 반드시 하나만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스마트 센싱 주기 조  

기법을 좀 더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함이다. 제한된 시간과 력은 학습이 잘 이루어져 성

그림 6 실험기기(라즈베리 이3, 음 센서, 카메라센서)

Fig. 6 Experimental Equipment(Raspberry Pi3, Ultrasonic, 

Camera)

능이 제 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해 100  40W에서 60  

20W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5. 구   평가

5.1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7은 주기 조  실험을 해 Java Swing으로 제

작한 GUI 인터페이스이다. Time과 Power 텍스트 필드

에는 각각 시간과 력을 입력해 다. Mode는 고정 주

기(Fixed)로 할 것인지 스마트 주기로 할 것인지 선택

하는 콤보박스이다. Fixed로 설정할 경우 Period에 직  

주기를 설정할 수 있고, 주기의 입력 단 는 리 (ms) 

이다.

그림 7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를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7 Smart Sensing Period Control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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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의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마트 센싱이 동

작하므로 Period 텍스트 필드가 비활성화 되며 스스로 

상황에 맞는 주기를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보여 다. 

Sensor 콤보박스는 어떤 센서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두 센서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UltraSonic 

는 Camera를 선택하고, 두 센서를 모두 사용할 경우 

Both를 선택한다. 그림 7의 왼쪽 그림에서 Battery와 

time 라벨은 재 배터리 잔량과 목표 시 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다. 그림 간에 빈 공간에는 배터리 잔량

과 남은 시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설정 던 주기의 로

그를 출력한다.

5.2 센서들의 구동  측정

그림 8은 Fixed Mode 상태로 음 센서와 카메라센

서를 각각 사용한 동작 화면이다. Battery와 time 라벨

은 재를 나타내는 값들이고, 아래 출력된 것은 이 에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8의 로그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 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음 센서를 Smart Mode로 스마트 센싱 

주기가 동작되는 화면이다. 로그를 보면 첫 시작 후 일정 

주기로 유지하다 주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그림 8 고정 주기 동작 화면

Fig. 8 Screenshot of Fixed period

그림 9 음 센서 스마트 센싱 동작 화면

Fig. 9 Screenshot of Smart Sensing in Ultrasonic Sensor

그림 10 카메라센서 스마트 센싱 동작 화면

Fig. 10 Screenshot of Smart Sensing in Camera Sensor

주기가 유지되는 상은 제한된 력이 목표 시간에 비

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 로 력이 더 많은 경우

에는 그림 9에서의 주기보다 더욱 짧은 주기로 유지된다.

그림 10은 카메라센서 스마트 센싱 동작 화면이다. 그

림 9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가 유지되는 상이 

있지만 시간이 어들수록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메라센서의 주기는 음 센서의 주기보다 더 긴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센서의 경우 1회 센싱 소비 

력이 음 센서에 비해 높다. 이것은 같은 환경에 배

치되었을 때, 센싱 횟수가 음 센서보다 더욱 제한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P-NN Module을 통해 

얻은 카메라센서의 주기는 음 센서의 주기보다 길수

밖에 없다.

5.3 성능 평가

5.3.1 고정 주기별 소비 력

그림 11은 음 센서의 실험 결과이다. 가로축의 

time은 시간, 세로축의 power는 소비 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가장 이상 인 그래 의 형태는 0 부터 

시간 흐름에 따라 60 일 때 20W를 모두 소비하는 것

이다. 음 의 경우 이상 인 그래 의 형태는 없다. 

하지만 와 같은 조건일 때, 400ms～600ms 사이의 주

기이면 이상 인 형태와 가까울 것이라 상할 수 있다. 

200ms 주기의 경우 체 시간의 반도 가지 못하고 

력을 모두 소비해서 낭비가 가장 심해 목표시간까지 

30s 이상이 남았다. 1000ms 주기의 경우 체 시간동안 

주어진 력의 반도 소비하지 못했으므로 약 10W의 잉여 

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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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정 주기 음  센서의 력 소비량

Fig. 11 Power Consumption of Ultrasonic Sensor in Fixed 

Sensing Period

그림 12 고정 주기 카메라센서의 력 소비량

Fig. 12 Power Consumption of Camera Sensor in Fixed 

Sensing Period

그림 12는 카메라센서의 실험 결과이다. 카메라센서는 

음  센서보다 1회 동작에 훨씬 많은 력이 소비되

므로 주기 조 이 요한데, 1s 주기의 경우 체 시간

의 25% 지 에서 력을 모두 소비해 낭비가 가장 심

하다.  5s 주기의 경우 체 력의 80%만을 소비해 

잉여가 발생했다. 4s 주기의 경우 이상 인 그래 의 형

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재 주어진 환경

일 경우에만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력 는 시간이 

변경되면 결과 한 바 게 된다. 카메라 센서의 그래

는 비스듬하게 계단 형태를 띠고 있는데 로 올라갈 

때는 력 소비, 수평일 때는 실행 주기가 될 때까지 

기하는 상태이다.

5.3.2 스마트 센싱 소비 력

그림 13은 스마트 센싱 주기로 센서의 력 사용 시

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음 센서의 경우 이상 인 형

태의 결과로 나타났고, 카메라센서의 경우 약간의 낭비가 

발생했다. 이것은 학습 시 허용 오차의 향 때문인데 

고정 주기 결과의 이상 인 그래 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스마트 센싱 력 소비량

Fig. 13 Power Consumption of Smart Sensing period

그림 14 2개 센서 동시 동작 시 력 소비량

Fig. 14 Power Consumption of Simultaneous Actions of 

Both Sensors

5.3.3 2개 센서의 소비 력

그림 14는 스마트 센싱 주기로 두 센서를 동시에 사용

했을 때 센서들의 력 소비량을 나타낸다. camera와 

ultra sonic은 시간에 따른 력 소비량을 나타내고, camera 

+ ultra sonic은 력 소비의 합을 나타낸다. 그림 14의 

실험은 그림 13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의 센서가 아닌 두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했다. 결과 으로 59 에 20W

의 력을 모두 소비해 약간의 낭비가 발생했지만 그림 

11과 그림 12의 결과에 비해 성능이 향상되었단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의 경우 최 의 주기를 

찾기 해 여러 번의 반복 인 실험이 필요하지만 제안

하는 방식은 주어진 환경에 맞는 최 의 주기를 스스로 

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할 경

우에도 스스로 력 소비를 여 목표 시 까지 효율

으로 력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4 성능 비교

그림 15와 16은 음 센서와 카메라센서의 력 소

비율을 나타낸다. 각 그래 에서 가로축은 설정된 고정 

주기이고 세로축은 력 소비율이다. 력 소비율은 체 

시간  모든 력 소비 시간과 체 력  남은 

력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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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음 센서 력 소비율

Fig. 15 Power Consumption of Ultrasonic Sensor

그림 16 카메라센서 력 소비율

Fig. 16 Power Consumption of Camera Sensor







×  (5)

식 (5)에서  는 모든 력을 소비한 순간까지의 경

과 시간이고,  은 체 력  남은 력을 의미한

다.  의 경우 모든 력을 소비하지 않았더라도, 체 

시간이 모두 경과되었으면 체 시간  와 같다고 가정

한다. 력 소비율은 남은 시간과 력이 0에 가까울수

록 100%에 가까워진다.

고정 주기의 그래 가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그래

와 가까울수록 남은 시간이나 력이 작고, 멀어질수

록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그래 의 간격이 

좁을수록 고정 주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배터리의 성능

을 비교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각 센서별 력 소비 오차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주기, 세로축은 력 소비 

오차로 목표 시 까지 가용 력을 모두 소비하 을 경

우 0, 양(+)의 오차일 경우 잉여 력 발생, 음(-)의 오차

그림 17 음 센서 력 소비 오차

Fig. 17 Power Consumption Error of Ultrasonic Sensor

그림 18 카메라센서 력 소비 오차

Fig. 18 Power Consumption Error of Camera Sensor

일 경우 력낭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그림을 

통해 그림 15와 그림 16의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5에서 음 센서의 력 소비율은 400ms일 

때 가장 높은데, 그림 17에서는 400ms일 때 음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음 센서의 400ms 주기가 가용 력

을 모두 소비하지만, 목표 시 까지 도달하지 못해 약간

의 낭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15에서 1000ms 주기는 

력 소비율이 가장 낮고, 그림 17에서는 양의 오차가 크

게 존재하는데 이는 목표 시 까지 센싱하 지만 가용

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

센서의 1000ms 주기의 경우 더욱 빈번한 센싱을 해 

주기를 짧게 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15에서 스

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경우 약 100%의 력 소비율을 

보이며 이것은 잉여나 낭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그림 17에서는 0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림 

16에서 카메라센서의 4s 주기의 경우 력 소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그림 18의 4s 주기 한 0에 가깝게 나타나

게 된다. 반 로 그림 16의 1s 주기의 경우는 력 소비

율이 가장 낮으며 그림 18에서 1s 주기는 가장 큰 음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목표 시 까지 아직 많은 시간

이 남았음에도 가용 력을 모두 소비해 더 이상 센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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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센싱 주기를 길게 조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에서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경우 

10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림 18에서는 

약간의 음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것은 카메라센서의 스마

트 센싱 주기 제어가 약간의 낭비가 있음을 의미한다.

5.3.5 주기별 데이터 수집량

모든 센서는 센싱에 소비되는 최소 시간이 있다. 센서

는 최소 센싱 시간을 주기로 데이터를 측정할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센서의 최소 센

싱 시간은 리 () 는 마이크로 () 단 인 경

우가 많다. 최소 센싱 시간을 주기로 사용할 경우 빈번

한 센싱으로 센싱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실 으로 필요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력 소

비량 한 격하게 증가되어 일반 으로 최소 센싱 시

간을 주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센싱 데이터의 정

확도와 배터리 소모량을 센싱 주기 기법별로 평가하기 

해 센서의 데이터 수집율을 식 (6)과 같이 정의하 다.

 

min
×  (6)

식 (6)에서 min 은 최소 센싱 시간이고, 는 

재 센싱 주기이다. 재 센싱 주기는 고정 주기 기법의 경우 

설정한 주기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경우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 주기로 사용한다.

그림 19와 20은 각각 음 센서와 카메라센서의 데

이터 수집율을 나타낸다. 각 그림에서 가로는 센서의 

력소비율, 세로는 데이터 수집율을 의미한다. 그림 19에

서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의 경우 력 소비율은 99%, 

데이터 수집율은 약 10%이다. 고정 주기 기법의 경우 

데이터 수집율이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지만 력 소비율이 50%도 되지 않아 목표한 

시간만큼 센싱을 지속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정 

주기 기법을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력의 낭비 는 

잉여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 20에서 스마트 센싱 주기

그림 19 음 센서 데이터 수집량

Fig. 19 Sensing Data Volume in Ultrasonic Sensor

그림 20 카메라센서 데이터 수집량

Fig. 20 Sensing Data Volume in Camera Sensor

제어의 경우 력 소비율은 95%, 데이터 수집율은 약 

21%이다. 고정 주기에서는 데이터 수집율이 80% 이상

인 경우가 있지만 력 소비율은 30% 미만이므로 높은 

데이터 수집율을 유지하며 센싱하기 해서는 배터리가 

아닌 다른 력 공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6. 결론  향후연구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센싱 데이터 

등을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통신 

로토콜이나 하드웨어, 운 체제를 사용할 경우 연결을 

한 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사물은 센서 는 액추에이

터, 원모듈, 디바이스 랫폼, 통신 모듈 등 다양한 기

술이 통합되어 구성된다. 사물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사물인터넷 미들웨어의 역할이 요

구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사물인터넷 미들웨어 

MinT는 이기종 네트워크, 하드웨어, 운 체제 등과 원

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사물은 안정된 원을 공 받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

하므로 효율 인 력 소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MinT에서는 사물들에서의 센싱 소비 력 조 을 일정

한 주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기가 일정한 경우 

비주기 으로 센싱할 때보다 일반 으로 자원을 더 효

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력을 가질 때, 

주기  센싱은 센싱 데이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

서도 이루어지므로 이는 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이 가진 환경에서 목표 시 까지 

잉여 력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싱 주기를 조

하는 역  신경망 기반의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기법을 제안하 다.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는 남은 시간

과 력 그리고 1회 센싱에 소비되는 력을 입력으로 

받는 역  신경망을 통해 학습하며 재 환경에 맞는 

최 의 주기를 계산한다.

스마트 센싱 주기는 세 단계의 실험을 통해 60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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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W의 력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평가한다. 구   

실험평가를 통하여 음 센서의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

의 경우 99%의 력 소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고정 주

기보다 최소 11%(400ms 주기의 경우)에서 최  56% 

(200ms 주기의 경우)의 성능 개선을 보 다. 한 카메

라센서에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를 사용한 경우 95%의 

력 소비율을 보이며 고정 주기보다 최소 1%(4s 주기

의 경우)에서 최  68%(1s 주기의 경우)의 차이로 성능

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고정 주기보다 력 소

비율이 음 센서의 경우 최  56%, 카메라센서의 경우 

최  68%의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보 다. 스마트 센싱 

주기는 제한된 력을 목표하는 시 까지 효율 으로 소비

하여 사물인터넷의 시간 속성 향상에 기여함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목표 시 까지 제한된 력을 최 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하지만 스마트 센싱 주기 

제어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주기가 길게 설정될 수 있고, 

이것은 고정 주기에서와 같이 비교  최신 데이터를 얻

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센싱 데이터는 온도와 같이 짧

은 시간 내에 격하게 변하지 않는 데이터 는 장애물 

회피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같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데

이터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가용 력, 센서

의 소비 력 등과 더불어 센싱 데이터의 특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기를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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