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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시티 기술

요 약

센싱 (Sensing), 엑츄에이팅 (Actuating), 제어 (Control) 및 

네트워킹 (Networking)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기계, 전자장비, 

사회 기반시설, 에너지 공급 및 소비시설, 의료기기, 자동차 등

과 같은 물리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체들간의 긴밀한 융합

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물리 개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가공된 정보를 다양한 컨트롤러, 

엑츄에어터 등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전자기기를 위한 

센싱ž엑츄에이팅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차별

화되는 복잡한 시스템 위의 시스템 (Systems of Systems) 기

술이 제안되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 세계 정보처리 기

능과 물리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응답하고, 협력하는 인지형 컨

트롤 시스템을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CPS)이라 부른다.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대부분의 정보처리, 제

어 컴퓨팅 분야에 적용되어 효율성, 안전성, 보안성 향상에 획

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능화된 사이버 정

보수집 및 최적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지능형 교통 제

어, 건물그룹의 에너지 소비분석과 최적제어, 스마트 스페이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스마트 시티 (Smart City)

라는 새로운 지능형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고 현실화 하는데 핵

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사이버물리시

스템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스마트 시티를 현실화하는데 사

용될 핵심 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서 사이

버물리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핵심기술들이 적

용되는 도시 내 대상 공간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Ⅰ. 서 론

센싱, 엑츄에이팅, 컨트롤, 임베디드 컴퓨팅 및 네트워킹 관

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1]. 과거의 임베디드 시스템

이 개별 전자, 기계장치의 조작 정도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

었던 것에 반해 다수의 이기종 기계·전자기기뿐 아니라 교통 

시스템, 인간의 거주 환경 또는 인간의 신체까지도 아우르는 복

잡한 물리계 (Physical World)를 구성하는 물리 개체에 적용되

고 있다[2]. 이러한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종류의 물리 

개체들은 센싱-컨트롤-엑츄에이션 중심의 기존 임베디드 시스

템으로는 최적제어가 불가능하므로, 다수의 센서, 엑츄에이터, 

컨트롤러 간의 통신뿐 아니라 통합 데이터 분석 및 협력형 제어

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통신, 제

어, 빅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사이버 기술이 긴밀히 융합되어

야 한다[3]. 이러한 목적을 두고 탄생한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

임인 시스템 위의 시스템으로서 사이버물리시스템은 기존의 단

순한 임베디드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경

제, 문화, 교통의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

한다. 

본고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 

중 스마트 시티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물리시스템이 스마트 

시티의 구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

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스

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스마트 교통 시스템 

(Smart Transportation Systems),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분

석(Big Data Analytics Frameworks for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및 스마트 스페이스 (Smart Space) 

기술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Ⅱ. 본 론 

1.  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은 도로 교통 시스템에 적용되어 안전성, 

효율성, 보안성의 향상을 가져와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능

형 교통 시스템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4]. 본고에서는 교통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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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CPS글로벌센터[5]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도로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로서 차량 간 통신 기

술 (Connected Vehicle Technology, CV)을 들 수 있다. 실제

로 CV 기술을 응용하여 효율적인 교차로 통제 알고리즘을 개발

할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6][7].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로

서 교차로 통신 프로토콜의 개발을 들 수 있다[8]. 특히 자율 주

행 자동차와 기존의 차량이 공존하는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차

량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교차로 통신 프로토콜의 개

발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교차

로 제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 중 하나로 Cumulative Travel-time Responsive 

(CTR) 실시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이 알고리즘은 각 차량의 

누적 이동시간을 차량이 교차로와 접하는 도로 구간에 진입한 

시점부터 현재 위치하는 곳에서의 시점까지 시간으로 정의하여 

각 도로 구간별 전체 누적 이동시간을 구하고 그 중 최대값에 

대응하여 신호등 주기를 조절한다. 특히 본 알고리즘은 일부의 

차량에만 CV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누적 이동시간

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CV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는 칼만 필터 (Kalman Filter)[9] 기반의 예측값을 계산하여 알

고리즘에 적용한다. <그림 1>에서 본 알고리즘의 개략적 동작 

예를 볼 수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이용한 또 다른 예로서 교통 체증 완화 

프로토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체증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차량 간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

로, 각 차량들은 자신의 위치, 속도, 가속도 정보를 주변의 차량

들에게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 (broadcast) 방식으로 전달한

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각 차량이 자신의 전

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며, 따

라서 그러한 대상 차량들의 평균 속력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

게 계산된 평균 속력은 교통 체증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앞선 차량들의 평균 속력이 일정 속력 이하

로 떨어지게 된다면 해당 차량은 전방의 교통 체증을 감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차별화를 두는 

부분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 차선 별 평균 

속력의 차이 또한 존재하므로 교통 체증이 악화되기 전에 교통 

체증 구간에 접근하는 차량들의 차선 변경을 권고함으로써 교

통 체증이 급격하게 전파되고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에는 접근하는 차량의 전방에 교통 체증 

구간 (Phantom Jam Segment)이 차량 간 통신을 통하여 계

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교통 체증 구간에 접근

하는 차량에게는 좀 더 교통 흐름이 수월한 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도록 권고되며 따라서 교통 체증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

지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차량과 차량간의 통신은 도시의 일부 전파 취약 지역처럼, 다

양한 크기의 차량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통신 효율이 떨어질 확

률이 높아진다. 즉 데이터 통신의 에러율이 상승하여 안정적인 

통신에 방해를 받게 된다. 교통 시스템은 다른 네트워크 환경

과는 달리 작은 통신 에러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

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신뢰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통

그림 1. CTR 알고리즘의 동작 예

그림 2. 교통 체증 완화 프로토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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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환경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대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서 보듯이 방향성을 가진 안테나

를 사용하고 해당 안테나의 송신 출력을 효율적으로 조절함으

로써 데이터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인 방법은, 방향성을 가진 안테나를 통하여 해당 차량이 직접 

통신 하고자 하는 차량과의 통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주변 차량들의 통신에 간섭을 최소화한다. 특히 방향성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데이

터 수신이 많은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 받아야 하는 경우, 

여전히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시간 분배 방식을 채택하였다.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교통시스템의 효율

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상용화를 위한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상태이다.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

자화되어 ECU에 의해 처리되고 수 많은 ECU들이 다양한 종류

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보안 이슈가 등장 하

였다. 특히 과거의 폐쇄적 구조, 즉 차량의 내부 ECU 및 네트

워크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구조에서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같은 외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차량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

능 등은 시스템이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여감에 따라, 보안 이

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 장치 오작동에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 외부 보안 공격 요소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보안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물리시

스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차량 관련 보안 

공격과 오작동을 감지할 수 있는 차량 보안 아키텍처 연구와 다

양한 스마트기기와 차량 네트워크 간의 안전한 연동 기술에 대

해서 살펴 본다.

1996년 이래로 생산된 차량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자가진단 

장치(OBD)가 탑재되어 외부 진단기기를 연결하면 차량 네트워

크의 이상 유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차

량 자가진단 장치는 차량 자체의 결함에 의한 오동작을 감지하

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부의 의도된 공격 요소를 감지하

고 차량 자체 결함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동차 시스템이 

고도로 전자화되어 다양한 보안 위험 요소가 노출되었고, 여러 

형태의 보안 공격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의 차량간 네트워크 기술로 자동차들 사이의 통신이 가능해 짐

에 따라, 공격 요소의 위험성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내부 침입 감지 시스템 (IDS)가 개발되었으나 대

부분 그러한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에 기인하여 일부 보안 공

격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시작 되었다. 

즉 차량 오작동과 외부 보안 공격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출해 

내는 새로운 차량 보안 프레임워크 (Integrated Detection of 

Vehicle Attacks and Failures, IDAF)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는 제안된 IDAF의 시스템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듯이 P1은 차량의 다양한 기계장치 및 센서를 나타내며 이

는 ECU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ECU는 이러한 데이터를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데이터 포맷으로 변형 후, 외부 게이트웨

이 P3를 통하여 외부와 통신한다. 이러한 차량용 데이터는 외

부 진단센터 P4, 차량 제조사 서비스 P5, 또는 모바일 기기 P6 

로 전송되어 차량 결함 및 보안 요소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수

행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캡슐화하

고 보안 프로토콜 등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보안 공격 요소에 

좀 더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된다. 

한편, 스마트 폰이나 태플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들이 광범위

하게 보급됨에 따라서 차량 제조업체들은 스마트기기와의 연결

성을 제공하는 자동차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차

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네비게이션 시스템, 차량 내부용 Wi-

그림 3. 차량용 방향성 안테나 사용의 예

그림 4. IDAF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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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음성 인식 기능 등은 이러한 스마트기기, 스마트 서비스와

의 연결성을 강조한 차량 기술의 좋은 예이다. 

스마트기기와 차량을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

요한 해결해야 할 이슈가 존재한다. 첫 번째 이슈는 자동차 제

조업체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슈는 <그림 5>의 (A)처럼, 외부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이다.

이러한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게이트웨이 

시스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림 5 (B)>는 제안된 모델의 개

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아키

텍처는 세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유저의 기

기, 게이트웨이, 그리고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ECU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아키

텍처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공격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

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기술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교통 시스템

의 특성으로 제안된 기술의 검증을 위해서 많은 수의 실제 차량

과 실증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기술의 효

율적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에 대해, CPS글로벌센

터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본 장을 마친다. 

앞서 언급한 테스트베드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카네

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차량 간 통신 및 다양한 차량간 인터

렉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 시뮬레이터인 AutoSim과 실

제 주행 운전자 환경을 묘사하는 Open Driving Simulator 

(OpenDS)[10]를 연동하는 기술이 있다. 특히 Autosim은 다

양한 차량 이동 모델 (Mobility Model)이 적용 가능하며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DRSC)[11]를 구

현하여 정확한 차량간 통신의 실험이 가능하다. OpenDS는 연

구용으로 개발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운

전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차량용 경고 기능 탑

재와 다양한 날씨 상황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다.

<그림 6>은 제안된 테스트베드의 아키텍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OpenDS는 실제 차량의 내부 네트워크와 연

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통

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표시한다. OpenDS는 병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Autosim과 연결되며, 동기화된 맵을 서로 공유하여 주변 차량

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차량들 간의 통신을 실험할 수 있다. 

2.  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 (Big Data Ana-

lytics Framework for Building Energy Manage-

ment System)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건물은 국가 에너

지 소비 중 4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중대형 건

물에 설치된 건물 자동화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여 에너지 소

비를 분석하는 기술은 에너지 최적 제어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시티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제공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도시 운영 측면에서는 전력 최대수요 관리, 정전 방지 등의 요

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정

량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델화 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에너지 분석을 위해서 Measurement & 

Verification (M&V) 프로토콜 절차를 수행하여 수동으로 건물 

에너지 요소 및 변수를 파악하고, 도출된 설정 방법을 다수의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근래에는 건

물 내부 에너지 센싱, 제어 시스템의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동작업으로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 비용효

율이 낮아져 M&V를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되고 있다.

중형, 5층 이상 건물에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12개

월 데이터 저장 용량은 기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이며, 도시에

그림 5. 스마트기기와 차량 네트워크의 안전한 연결을 위한 시스템 모델

그림 6. 테스트베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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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수 건물의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경우, 데이터 용량이 

테라바이트 규모이다. 이런 빅데이터 규모를 관리자 또는 전문

가들이 수동으로 분석,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어려

움을 해결하고, 자동화된 건물 에너지 분석을 위해 비쿼리방식

(Query-Free Approach)의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대학 ADSC 연구소[13]에서는 실증 건물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화된 비쿼리방식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였으며, 세부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 요약 및 압축 

과정, 모델 자동 분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14]. 아래 설명

하는 분석 방법에 사용된 건물 데이터는 핀란드 VTT 연구소의 

Researcher Hotel 시스템에서 수집한 2013년 데이터를 대상으

로 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 요약, 압축에 사용되는 센

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송 받아, 분석 포맷으로 변

환하여 다음단계 입력 형식으로 준비한다. 준비된 건물 센서 포

인트 데이터들의 시간동기를 맞추고,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간하여 데이터 충실도를 높인다.

데이터 요약, 압축과정은 입력변환을 거쳐 정규 이벤트 

(Regular Event Classification)와 비정규 이벤트 (Irregular 

Event Classification)를 탐색한다. 이후, 자동화된 affinity 

propagation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상관성에 따라 클러스

터링 한다. 

모델 자동분석 과정은 클러스터링에 의해 분류된 각 센서 그

룹의 대표 센서(exemplar)의 입력 데이터를 자동 상태 분류 처

리한 후에, 외기 온도, 시간, 측정 데이터 속성에 대한 최적의 

인과관계 모델을 도출하게 한다.

Bayesian Network(BN) structure learning 알고리듬을 사

용하여, BN structure 복잡도 (complexity) 와 관찰된 데이터

가 발생할 가능성 (Likelihood)을 사용하여, 최적의 인과 그래

프 구조를 자동적으로 찾아낸다.

Case study 로서 VTT 실증 건물의 전력 센서, 그 외 빌딩 시

그림 7. 비쿼리 방식의 데이터 분석방법

그림 8. 분석 대상 VTT 실증 건물데이터

그림 9. 건물 전력 측정 데이터의 정규 이벤트 처리, 데이터 요약

그림 10. 건물 전력 측정 데이터의 비정규 이벤트 처리,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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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센서, 기후인자, 그리고 시간 요인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12>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발견된 인

과관계 모델은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빌딩 시스템 센서 

GW2_SAA_UV_INDEX_M 와 시간 요소 (MTH)가 GW2_CG_

SYSTEM_ACTIVE_POWER_M의 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3>에서는 <그림 12>의 인과관계를 사용하여 GW2_

SAA_UV_INDEX_M 값과 시간 (월)에 따른SYSTEM_

ACTIVE_POWER_M 의 확률분포 모델을 도출하였다. 

실제 확인 결과 GW2_SAA_UV_INDEX_M는 태양 자외선 

지수, 그리고 GW2_CG_SYSTEM_ACTIVE_POWER_M는 태

양 발전량을 측정하는 센서로서 도출된 인과관계 그래프 <그림 

12>와 일치하였다. 

개발된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5,000개가 넘는 건물의 

측정 포인트를 1년동안 10초단위로 누적한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동분석을 수행 하였다. 자동 분석 결과로 인과관계가 높은 데

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수동 M&V 방법에 비해, 데이터 분

석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데이터 간

의 연관관계를 검색해 주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절감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3. 스마트 스페이스 (Smart Space)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거주자의 생활 패턴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국내의 CPS글로벌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 스페이스 실현을 위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국내 전력 

사용량과 이러한 사용량에 못 미치는 전력 공급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수집 분석하여 전력 사용량을 낮추고자 하는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5].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거주자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지능적인 제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은‘Doorjamb’가 좋은 

개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공간의 각 출입구에 초음파 

센서를 배치하여 출입구를 통과하는 거주자가 누구인지 식별하

고 그 거주자의 이동 경로를 저장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은 해

그림 11. Bayesian Network(BN) structure learning 을 사용한  

빌딩센서 인과관계 그래프

그림 13. GW2_SAA_UV_INDEX_M 와 MTH (월) 에 따른 전력 미터값의 

확률 분포도

그림 12. 전력 미터값과 기후, 시간, 빌딩, 센서들간의 인과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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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거주자가 이동할 확률이 높은 공간 을 예측하고, 이전의 히

스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 지역에서 동작할 가능성이 높

은 부하를 판단하여, 대상 부하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거주

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점유하지 않은 공간에서 낭비

되고 있는 부하를 제어하여 전력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본 연

구는 CPS글로벌센터와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 (University of 

Virginia)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Doorjamb은 다음의 여러 가지 연구 문제들에 답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첫째, 각 출입구에 배치된 초

음파 센서만으로 높은 확률로 거주자 식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초음파 센서의 가격을 고려할 때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구

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한 명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올바로 동작하는 것에 비해 제안된 연구에서는 다양

한 거주자의 수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내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스마트 스페이스 기술은 다양한 추가 센서를 효과적

으로 활용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Doorjamb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초음파 센서를 이용

한 방식에 압력 센서 방식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초음파를 이용한 방식은 센서에서 방출된 초음파가 인체에서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신체 모양을 추적하여 거

주자를 분별하는데, 이 방식은 신체 특징 예를 들어 키 등이 매

우 유사한 거주자의 경우 분별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은 각 출입구의 바닥에 배치된 압력 센서를 

사용하여 거주자의 발 모양, 걸음 패턴, 몸 무게 등의 2, 3차 센

서 정보를 퓨전 (Fusion)하여 더욱 높은 정확도를 내는 데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기종 센서 퓨전 방식은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센서, 

엑츄에이터, 컨트롤러 간 네트워킹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써 

각 출입구의 초음파 센서 압력 센서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데이

터를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개별 기기 방식

이 수행할 수 없었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예이다. 이러

한 센서 퓨전 방식을 통하여 거주자를 최대 97%의 정확도로 검

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거주자 및 거주자 이동 패턴 검출 정확도를 바탕으로 

하여 얼마나 많이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는지 실험이 진행

되었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가정환경에 센서들

을 배치하고 해당 Doorjamb 알고리즘을 동작 시켰다. 예를 들

어 거주자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 부엌을 벗어났을 경

우 거주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부엌의 전열기기들을 적절

히 제어하여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 <그림 15>는 이렇게 

Doorjamb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경우 얼마나 많은 전력 사용

량을 줄일 수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 달 동

안 최대 25% 가량의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oorjamb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수집된 거주자 ADL을 통하

여 전력 소모량을 절약함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거주자 ADL을 장기간 수집하여 사용할 경우, 거주자 이동 패턴

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전력 소모량을 효율적

으로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출입구에 배치된 센서에 

대해서도 축적된 ADL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작동시켜서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Doorjamb 시스템 실행을 위해 추가 설치되는 센서들로 인

해 전체 전력소비량이 상승될 수 있지만, Doorjamb의 자체 저

전력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전력사용에 대한 오버헤

드를 최소화 시킨다. 각 센서는 활동상태, 휴면상태, 센트리

그림 14. 스마트 홈 센서 배치도 (M0~M31 은 배치된 센서를 나타냄)

그림 15. 전력 사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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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ry) 상태의 세가지 상태를 가진다. 활동상태로 실행되는 

센서는 거주자의 ADL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배치된 센서들만 해당된다. 나머지 센서들

은 기본 휴면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서 센서 동작 에너지 사용량

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머지 모든 센서들이 휴

면모드로 들어갈 경우, 예상 밖의 거주자 ADL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거주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휴면상태의 센서들 중 일부의 센서들이 센트리 상태

를 유지하여 전력 소모량을 활동상태보다 적게 소모하면서 예

측 밖의 생활 행동 또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결 론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 세계와 컴퓨팅 기

술로 대표되는 사이버 세계를 긴밀히 결합하고, 상호 반응에 따

라 최적 제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교통

시스템, 건물, 거주 공간 등과 같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핵

심적인 요소들에 적용되어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향의 일환으로써 국내에서 진행

되고 있는 연구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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