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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쥬얼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측 방법

박상
*

Traffic Estimation Method for Visual Sensor Networks

Sang-Hyun Park*

요 약

최근 비쥬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센서 네트워크에 상을 추가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

쥬얼 센서는 다른 센서 정보에 비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를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 무엇보

다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데이터 리에 필요한 비디오 트래픽 측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비디오 센서에서 획득되는 상의 특성을 반 하여 1차 AR 모델로 비디오 트래픽을 모델링하고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용하여 트래픽을 측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계산량이 많지 않아 센서 노드에 용되기 

합하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비교  간단한 형태이지만 체 평균 트래픽의 1% 이내로 오차로 정확

하게 트래픽을 측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Recent development in visual sensor technologies has encouraged various researches on adding imaging capabilities to sensor networks. Video data 

are bigger than other sensor data, so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amount of image data efficiently. In this paper, a new method of video traffic estimation 

is proposed for efficient traffic management of visual sensor networks. In the proposed method, a first order autoregressive model is used for modeling the 

traffic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traffics acquired from visual sensors, and a Kalman filter algorithm is used to estimate the 

amount of video traffics. The proposed method is computationally simple, so it is proper to be applied to sensor nodes. It is shown by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imple but estimate the video traffics exactly by less than 1% of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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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이용

될 수 있는 기술로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고 이를 실제로 용하기 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져

서 재는 기술 으로 많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 다

[1].  센서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센서가 설치된 주

의 물리 인 상을 센서의 기능에 따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송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이다. 일반 으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센서들이 상호 무선 통신을 통해 망을 구성하는 

Ad-hoc 방식으로 연결되며 각 센서는 력 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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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로 하는 시스템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센서 네트

워크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송하는 데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로 온도, 습도 등의 비교  간단한 형

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 주로 연구  개발되

어 왔다[2].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활용분야에 원격감시와 같은 

상을 이용한 분야를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도 꾸

히 진행되었다. 이를 해서는 비교  큰 데이터를 처

리하는 비쥬얼 센서에 한 연구가 필수 이다. 센서

는 기본 으로 한번 설치되면 장시간 동작하여야 하

는데 비쥬얼 센서의 경우 상을 캡쳐하고 이를 압축

하여 송하는데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

의 수명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해변 침식  

자연 재해 감시, 동물 찰 등의 응용을 한 연구에

서 태양 을 이용한 력 공  방식이 제안되면서 비

쥬얼 센서의 력에 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한 렴한 CMOS 카메라가 상용화되면서 

센서의 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 (Visual Sensor Network : VSN) 랫

폼들이 제안되고 있다[1-3].

VSN은 력 소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력 

소비량에 따라 VSN 랫폼을 구분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력 소모를 최소화한 

력 랫폼과 력 소모가 많은 PDA  랫폼, 그

리고 력 소모가 간 정도인 간 단계 랫폼으로 

나눠볼 수 있다. 력이 비교  안정 으로 공 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PDA  랫폼에서는 실시간 스트

리 까지 가능한 사용으로 랫폼이 구성된다. 반면 

력 랫폼은 비교  긴 시간을 주기로 센서가 깨

어나 상을 촬 하고 송하는 형태로 력의 소모

를 최소화한다. 간 단계 랫폼은 실시간 스트리

까지는 아니지만 센서가 설치된 환경의 상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을 제공한다[1-4].

본 논문에서는 센서가 설치된 지역의 상황을 실시

간으로 제공해주는 간 단계 랫폼을 상으로 센

서가 상을 압축할 때 필요한 압축 상의 트래픽 

양을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센서는 센서 네트워

크에서 하나의 노드로 다른 센서의 데이터를 송하

는 기능도 포함되기 때문에 트래픽에 한 정확한 

측은 체 센서 네트워크의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

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의 특

성을 고려한 트래픽 모델을 사용하고 이 모델에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용하여 트래픽의 양을 측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

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 랫폼

의 특성과 고려 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

법에 용된 트래픽 모델과 이를 이용한 측 방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VSN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 으로 사용된다. 

력을 필요로 하는 비디오 카메라 기술, 각 노드를 연

결하는 최 의 라우  기술을 포함한 센서 네트워킹 

기술, 태양 을 이용한 력 생산 기술 등이 복합 으

로 용된다. 뿐만 아니라 상은 데이터가 크기 때문

에 획득된 상을 압축하고 스트리  하는 기술도 

요한 요소이다.

그림 1. VSN의 일반 인 형태
Fig. 1 General structure of VSN

일반 으로 VSN은 노드와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면 

각 노드는 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여기

서 노드는 비디오 센서를 의미하며 각 비디오 센서는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과 력 비디오 카

메라로 구성된다. 각 노드는 상을 획득하여 무선 링

크를 통해 데이터를 달한다. VSN의 네트워크 형태

는 그림 1과 같다. 각 노드는 자신이 캡쳐한 상뿐만 

아니라 다른 노드에서 획득된 상도 게이트웨이로 

달하게 된다.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이 게 수집된 

상을 활용하기 해 외부 망으로 송하는 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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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5-7]. 

상을 압축할 때는 크게 다른 상 임을 이용

하여 시간 인 복성을 제거하는 인터 코딩과 재 

임의 공간 인 복성만을 제거하는 인트라 코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 코딩의 경우 압축 효율이 

떨어지지만 추가 인 메모리가 필요 없고 계산양도 

인터 코딩에 비해 매우 다. 인터 코딩은 참조할 

상을 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 메모리가 필요

하고 시간 인 복성이 있는 부분을 찾기 한 작업

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이 필요하며 무선 통신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에도 취약한 단 이 

있다. 따라서 VSN에서는 일반 으로 인트라 코딩을 

사용하며 실제로 사용되는 압축 표 은 JPEG, 

MPEG-4, H.264 등이다[1-8]. 

상의 크기는 응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상

용 제품의 사양을 보면  해상도의 경우 40×30 정

도의 해상도에서 QCIF(176×144)까지 다양하며 고 

해상도의 경우도 VGA(640×480) 정도의 해상도까지 

지원한다. 상의 크기가 커지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과 송하

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 망의 성능을 고려하

여 해상도를 결정하여야 한다[1-4].

Ⅲ. 제안하는 트래픽 측 방법

상 데이터는 가변 이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VSN 내에서 최 의 경로를 찾을 때 각 노드의 데이

터 양을 측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각 노드는 제

한된 메모리와 송 역폭을 가지기 때문에 허용치 

이상의 데이터가 유입되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VSN에서 사용 가능한 계산량이 

많지 않은 비디오 트래픽 측 방법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비디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VBR 비디오 트래픽을 측하기 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역폭을 필요로 하는 

비디오 트래픽의 경우 MPEG이나 H.264 등의 비디오 

압축 표 을 따르는 상들이며 트래픽 모델도 이러

한 압축 표 의 통계  특성을 반 하는 방향으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MPEG이나 H.264 등의 비디

오 압축 표 의 경우 GOP 구조라는 주기 인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효과 으로 반 하기 한 모델

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VSN의 경우 획득된 

상을 인트라 코딩 방식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복잡

한 GOP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GOP의 주기 인 

패턴을 반 할 필요가 없다. 

VBR 트래픽 모델은 크게 임간의 의존성에 따

라 SRD(: Short-Range Dependency) 모델과 LRD(: 

Long-Range Dependency) 모델로 나  수 있다. 

LRD 모델의 경우 많은 이  임들을 고려하기 때

문에 메모리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한 각 임

의 통계  특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Stationary 모

델과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는 Non-stationary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VBR 트래픽은 

LRD 특성과 Non-stationary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해서는 트

래픽 모델이 복잡해지고 실시간 측을 한 계산량

도 많아져서 센서노드에 용하기에 합하지 않게 

된다. VSN 트래픽의 경우 카메라가 한 방향으로 고

정되어 원하는 목표물을 감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래픽의 통계  특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한 인 한 임의 정보로도 충분히 트래픽을 

측할 수 있다. 화면의 복잡도에 한 분석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측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VSN 상 트래

픽에 잘 맞지 않는데 이것은 상의 각 임들을 

비교하면 같은 목표물을 촬 하기 때문에 화면의 복

잡도가 일정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하

는 방법에서는 VSN 트래픽을 Stationary 특성과 

SRD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에 맞는 트래픽 모델  계산량이 많지 않고 간단한 

형태여서 센서노드에 합한 1차 Autoregressive(: 

AR) 모델을 사용하여 VSN 트래픽을 모델링한다. 

비디오 트래픽은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형태를 띠

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 AR 모델

은 시계열 데이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간의 종속

성과 상 성을 과거의 값을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즉, 

측값은 과거의 측값과 확률성분인 잡음의 일차결

합 형태로 표 되며, 1차 AR 모델의 경우 바로 이  

측값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표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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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 for ≠  .
여기서 는 시간 에서 발생한 트래픽 양을 의미하

고, 는 상수, 는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의미한다. 

한, 는 이  측값의 반  비율을 나타낸다.

트래픽 모델은 실제로 발생하는 트래픽의 통계  

특성을 수식으로 표 한 것으로 이 모델을 이용하여 

트래픽을 직  측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제

안하는 방법에서는 1차 AR 모델에 칼만필터를 용

하여 트래픽을 측한다. 

칼만필터는 상 시스템의 확률 인 모델과 측정값

을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정의한 상태변수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오차 공분산을 최소화하는 최 화된 해결책

을 제시한다. 칼만필터를 용하여 최 의 측값을 

구하기 해서는 먼  시스템 모델이 선형 형태로 표

되고 시스템에 백색 가우시안 잡음이 포함된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 되어야 한다. 이 상태공간 방정

식을 이용하여 측값에 한 확률분포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측값을 계산하고 측값

을 통해 히 측값을 보정하여 최종 결과값을 얻

게 된다.

칼만필터를 용하기 해서는 수식의 상태변수 항

을 제외한 항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수정하여야 한

다. 식(1)을 칼만필터를 용할 수 있는 상태공간 방

정식 형태로 표 하면 식(2)와 같다.

  ⋅     ,     (2)

     ,     (3)

   .     (4)

여기서 는 의 평균에 해당된다. AR 모델은 

Stationary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는 식(4)와 같이 

상수여야 하지만 실제로 용할 때는 시간 인 변화

를 반 하여 이동평균 값을 이용하 다. VSN 환경에

서는 값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평균을 

용하는 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용하기 한 시스템의 일반

인 상태공간 모델은 로세스 방정식과 측정 방정

식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5)

       .     (6)

여기서 는 시계열 신호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는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시스템에 부가되는 

로세스 잡음을 나타내고 는 신호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잡음을 나타낸다. 시스템에 한 상태공간 

모델이 할 경우 이 두 잡음은 평균이 0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의 특성을 가진다. 식(2)를 이용하여 식

(5)와 식(6)의 상태공간 모델에 용하면 라미터들

은 다음과 같다.

   ,

   ,     (7)

  ~  ,

  ~  .

칼만필터 알고리즘에 맞게 시스템 모델의 라미터

들이 결정되면 측값을 계산하기 한 각 단계별 칼

만필터 알고리즘이 용된다. 칼만필터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네 단계를 반

복 으로 수행하게 된다[10].

1단계 : 상태변수 추정치 계산과 공분산 추정

 
 

    

2단계 : 칼만 이득 계산

 


 
 

3단계 : 측값 계산

 
    

 

4단계 : 오차 공분산 계산

 
  



1단계에서는 시스템 모델에 따라 1차 인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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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추정치와 오

류 수정값의 반  비율을 결정하는 칼만 이득을 계산

한다. 3단계에서는 1차로 추정한 값과 오류 성분에 칼

만 이득을 반 하여 실제 측값을 계산하고 4단계에

서는 측값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나타내는 오차 

공분산 값을 업데이트한다.

측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비디오 

임의 압축 트래픽에 한 측은 3단계에서 이루어지

며 측값 는 에 한 상태변수이기 때문에 식

(3)에 따라 에 이동 평균값 를 더하여 최종 비

트율에 한 측값을 구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시 스들의 표 상 (a) 
Bridge-Close (b) Bridge-Far (c) Container (d) Hall
Fig. 2 Representative images of test sequences (a) 
Bridge-Close (b) Bridge-Far (c) Container (d) Hall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트래픽 측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서 VSN 트래픽의 형태를 가지는 테스트 상을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원격 감시 형태로 여기에 부합하는 테스트 

상은 Bridge-Close, Bridge-Far, Container, Hall 시

스들이다. Bridge-Close와 Bridge-Far 상은 다리

라는 시설물을 목표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상이고 

Container와 Hall 상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을 지

나가는 객체를 감시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는 실험에 사용된 상 시 스들의 표 이

미지를 보여 다. 압축에 사용된 표 은 H.264/AVC

이고 사용한 참조 소 트웨어 코덱은 JM14.3이다. 

체 300 임을 인트라 코딩 방식으로 압축하 고, 

모든 상은 QCIF (176 ×144) 크기로 압축하 다. 

압축에 사용된 양자화 라미터는 28로 고정하 다. 

따라서 모든 압축 상의 품질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 식(3)에 사용된 를 계산하기 해서 원도우의 

크기를 30으로 설정하여 이동 평균값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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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Name

Average Improve

-ment

(%)
Frame

(10
4
)

Error

(10
2
)

Bridge-Close 2.888 1.4386 20.39

Bridge-Far 1.137 1.131 20.58

Container 2.639 1.018 15.75

Hall 2.376 1.239 12.16

표 1. 측 정확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estim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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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값과 측값 비교 (a) Bridge-Close (b) 
Bridge-Far (c) Container (d) Hall

Fig. 3 Comparison of estimated values and measured 
values (a) Bridge-Close (b) Bridge-Far (c) Container 

(d) Hall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으로 트래픽을 측한 값과 

실제 발생한 트래픽 양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그

림 3(a)는 Bridge-Close 시 스에 한 결과로 동일

한 목표에 한 상임에도 지 않은 트래픽의 변화

를 볼 수 있다. 다리 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리 아

래로 움직이는 물체 등이 상의 변화를 만들고 이러

한 변화가 압축된 트래픽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이

게 변화하는 트래픽에 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가변

인 트래픽의 특성을 잘 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b)는 Bridge-Far 시 스로 Brideg-Close 

시 스에 나오는 동일한 다리를 좀 더 멀리서 촬 한 

시 스이다. 체 으로 시작 부분에서 트래픽의 큰 

변화가 있을 뿐 나머지 상에서는 Bridge-Close 시

스에 비해 트래픽의 변화가 작은 특성을 가진다. 제

안하는 방법이 하게 실제 발생하는 데이터양을 

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c)는 컨테이

선이 지나가는 상을 담은 시 스이다. 상에서 

큰 객체가 움직이는 형태이지만 컨테이 선이 느리게 

움직이고 주  배경이 비교  선명하게 촬 되어 제

안하는 방법이 실제 발생한 데이터를 잘 추 하는 것

을 보여 다. 그림 3(d)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된 

비디오 센서를 가정할 수 있는 상이다. 체 상에

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아 상의 변화도 

반을 제외하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안

하는 방법이 트래픽의 변화를 잘 측하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1은 실험 시 스에 한 측 성능을 보여 다. 

네 개의 시 스들에 해서 측 오차가 매우 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ridge-Close, 

Container, Hall 시 스들의 경우 평균 트래픽의 0.5% 

이하의 오차를 발생하고 있다. 반면, Bridge-Far 시

스의 경우 평균 트래픽의 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

고 있지만 평균 트래픽이 다른 시 스에 비해 작기 

때문에 오차의 양은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VSN의 경우 상의 변화가 비교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트래픽의 양을 이용하여 다음 

임의 트래픽을 측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이  임 값을 그 로 측값으로 사용하는 방법

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 다. 정확도 개선

은 이  값을 측에 그 로 사용하는 방법 비 얼

마 정도의 측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보여 다. 

Bridge-Close 시 스와 Bridge-Far 시 스는 비교  

많은 개선이 있음을 보여 다. Container 상과 Hall 

상의 경우 오차가 작은 값을 가짐에도 개선정도가 

낮은 것은 상이 진 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임을 그 로 이용할 때도 비교  좋은 측값을 보

이기 때문이다. 체 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트래픽 

평균의 1% 이하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단순히 이  임의 결과값을 이용하는 것보

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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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VS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트래픽 측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VSN에 사용되는 

비쥬얼 센서는 력소모를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  간단한 하드웨어 사양을 가지게 된다. 제안하

는 방법은 비디오 센서에서 획득되는 상이 

Stationary 특성과 SRD 특성을 가진다는 가정을 바

탕으로 비교  간단한 1차 AR 모델을 이용하여 트래

픽을 모델링하고 칼만필터 알고리즘을 용하여 트래

픽을 측하 다. 칼만필터는 역행렬 계산 등 계산량

이 많은 알고리즘이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상태변

수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계산할 필요가 없

어 비디오 센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실험결과 

비교  간단한 알고리즘임에도 트래픽의 측을 정확

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래픽의 측은 비교  제한 인 자원을 가지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리하는데 요하게 사

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자원을 과하는 트래픽이 발

생할 경우 비트율 제어를 통해 양자화 라미터를 조

하여 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VSN에서 효

과 으로 트래픽을 리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용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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