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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녹거노인 일상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제 주택에서의 장기간 실험

Case Study: Long-term Experiments on a Daily Activity
Monitoring System for an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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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alysis of long-term experiments on a monitoring system to assess the daily activities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The developed system is composed of an in-house sensing system and a server system. The in-house 
sensing system installed in their own houses is a typical wireless sensor network system including three kinds of wireless 
sensors. The server system has a database server and an assessment server. We have installed the system into an elderly house, 
collected data during over two years continuously, then analyze the data. From the analysis, we could measure the energy 
consumption profile of three kinds of sensor nodes. The experiment shows all kinds of nodes can operate over one year with 
two AA-size alkaline batteries. Using a measure of reliability of the monitoring system called ‘deadzone’, the system has 
showed the failure operation for 842 hours (4.66 %) during over 18,000 hours total ope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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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대에 따른 인구 구조에서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주요한 

문제다[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

국에 비해서도 빠른 편으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하나다. 더욱이 자녀 수 감소 및 노인들의 독립생활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의 큰 폭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 복

지 비용의 큰 폭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므로, 비용은 줄이고 

적절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의 다양한 방법들

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최근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2]. 여러 방법들 중 노인들의 거주 주택을 지능

화하여 독립생활을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하여 관련된 

수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일상 활동을 감지하고 

이를 기초로 24시간 주기의 생활 패턴을 모델링하여 이상 

여부를 감지하는 원격 일상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제 

주택에서 장기간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여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한 모니터링 시

스템은 전형적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필자의 연구 

그룹에서 최근 4년여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개발, 시험 운

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4,5]. 이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독거노인의 실제 주택에 설치하고 2년 이상 연속 운영하면

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측면에서의 성능을 평

가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시스

템의 가장 중요한 성능의 하나인 신뢰 성능에 대한 실험 

방법 및 결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오랜 기간 운영한 결과 등도 기술하였다. 신뢰 성

능 평가를 위해 1차 시스템[4] 개발에서 정의하여 사용했던 

“사구간(deadzone)”을 사용하였고, 각 구성 요소의 이상(고
장) 여부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들도 소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실험에 사용된 모니터링 시

스템의 구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고장 

진단을 위한 방법들도 설명한다. III 장은 실험 방법 및 실

험 결과를 기술한다. 먼저 종류별 무선 센서 노드의 상세 

에너지 소비 특성과 장기간 운전 시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사구간에 의한 신뢰 성능 분석 결과를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IV 장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주요 문

제점들과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일상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본 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독거노인 원격 일상 활동 모

니터링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

명한다. 자세한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방식은 [4]를 참고

하라. 모니터링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주택에 여러 종류의 

무선 센서 노드를 설치하고 이들이 감지하는 신호를 분석

하여 다양한 일상 활동(각 방으로의 이동, 외출, 수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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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니터링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the monitoring system.

그림 2. 댁내 센싱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진.
Fig. 2. Photo of components of an in-house sensing system.

지하고, 일상 활동의 시간 정보에 기초하여 생활 패턴을 모

델링하고, 도출된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하루의 이상정도

(degree of anomaly)를 계산하여 이 정보를 적절한 수발제공

자(가족, 친구, 담당 복지사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5]. 제안하는 일상활동 모델링 방법은 [6]과 달리 체류 시

간만을 이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5]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그

림에서와 같이 전체 시스템은 서버 시스템과 댁내 센싱 시

스템으로 이루어진다.
1. 댁내 센싱 시스템

댁내 센싱 시스템은 전형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

템으로 세 종류의 무선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HG: Home 
Gateway)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별(star)형으로 

각 무선 센서가 HG에 1:1로 연결된다. 실험에 사용된 댁내 

센싱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진을 그림 2에 나타냈다. 
개발된 무선 센서들은 3가지 종류로 모션센서(motion 

sensor), 도어센서(door sensor), 슬립센서(sleep sensor)이다. 
모션센서는 [7]과 동일하게 초전형(pyroelectric infrared; PIR) 
센서를 사용하여 독거노인의 체류/이동을 감지한다. 수집된 

모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버 시스템의 위치 추적 프

로그램은 거주자의 위치 이동을 추정한다. 도어센서(door 
sensor)는 현관문에 설치되어 문의 열림/닫힘을 감지하여 외

출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슬립센서(sleep sensor)는 FSR 
(Force Sensitive Resistor)센서를 5개 사용하여, 매트 형태로 

만든 센서를 말한다. 이 센서를 요의 아래 또는 침대 커버 

아래에 설치하여 압력 센서의 신호 변화를 파악하여 수면 

시작 및 종료 등의 수면 활동을 인식한다. 모든 무선 센서

들은 TinyOS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개별 센서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센서 노드는 자체 진단 신호를 

매 30분 간격으로 발송한다.
HG는 일반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게이트웨

이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개별 무선 센서가 발송하는 감지 

신호를 수신하고 이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로컬 DB)
와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서버 DB) 둘 다에 저장한다. HG는 

팬 없는 단일 보드 컴퓨터(fanless single board computer)로 

구현하였고, 리눅스(Ubuntu server v10.10)로 동작한다. HG는 

댁내 센싱 시스템의 주 제어기로 동작하므로 원격 접속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더러 인터넷의 현재 상태를 원격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매 30분마다 자신의 IP address를 서버 

DB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DB와 서버 DB 모두 

동일한 MySQL DBM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두 DB 모두 

동일한 테이블 구조를 가지며 서버 DB만 개별 HG의 네트

워크 상태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별도로 가진다.
2. 서버 시스템

서버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위에서 서버 DB로 지칭)와 평가 서버를 가진다. 두 서

버 모두 일반적인 리눅스 컴퓨터에서 구현되었다. 서버 DB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댁내 센싱 시스템이 전송

하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평가 서버란 DB에 저장된 센서 

데이터를 가공하여 개별 노인들의 일상 활동을 인식하고, 
생활패턴을 모델링하고 이상정도를 계산, 수발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말

하는 것이다. 이 서버는 또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고장

(이상)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실

행한다. 개발된 자동 진단 프로그램은 각 무선 센서 노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것과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능을 평가하

는 것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개별 센서 노드의 건강성은 배터리 잔량 검사와 자

체 진단 신호를 이용하여 진단한다. 모든 센서 노드는 감지 

신호뿐 만이 아니라 매 30분마다 진단 신호를 발송한다. 이 

두 신호에 포함된 배터리 전압 신호(기준 전압 대비 전원 

전압 값)를 검사하여 일정 잔량 미만이 되는 경우 관리자

에게 자동으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
한 하루 정상적으로 48개가 발생하는 자체 진단 신호의 개

수를 조사하여 일정 수 미만인 경우 관리자에게 이상을 통

보하게 하였다.
이와 달리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능은, 선행 연구[4]에서 

도입된 시스템 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사구간

(deadzone)을 찾고 이 양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사구간이

란 30분의 단위 시간 간격 안에서 로컬 DB 및 서버 DB에
서 어떤 종류의 신호(센서 감지 신호, 센서 자체 진단 신호, 
HG 네트워크 상태 신호)도 없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즉 서

버DB 및 로컬 DB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하루 48개의 30분 

단위 구간에서 검사하여 아무 데이터가 없는 구간을 말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간을 시스템의 불능 상태로 간주한 



740 이 선 우, 옥 대 윤, 정 필 환, 김 점 근

그림 3. 실험 대상 주택 평면도 및 센서 설치 위치.
Fig. 3. Floor plan of the house and the location of sensor nodes.

그림 4. 모션센서의 에너지 소비 특성.
Fig. 4. Characteristics of energy consumption of a motion sensor.

표 1. 모션 센서 소비 에너지.
Table 1. Energy consumption of a motion sensor.

단계 기간(ms) 전류(mA) 전력(mW) 에너지(mJ)
T0 - 0.238 0.719
T1 7.25 4.04 12.20 0.09 
T2 18.2 20.60 62.21 1.13 
T3 300 2.02 6.10 1.83 
합 325.45 26.66 80.51 3.05 

이유는 개별 댁내 센싱 시스템의 HG 및 각 무선 센서들이 

송신하는 진단 신호 및 감지 신호들이 비동기로 동작하므

로 실제 30분 단위 시간 간격 내에서 아무 신호가 없을 확

률은 매우 낮으므로, 이 사구간을 찾고 양을 분석함으로 신

뢰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구간을 찾아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00:05에 실행

되어 전날 하루 (00:00~23:59:59)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구간을 찾는다. 이 프로그램은 서버 DB와 로컬 DB에서 

별도로 수행되고 이 결과를 ‘서버 사구간’과 ‘로컬 사구간’
이라고 정의한다. 다음 장에서 나타낸 것처럼 로컬과 서버

에서의 사구간의 차이 등을 이용하면 시스템의 다양한 고

장/불능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III. 실험 및 결과 분석

1. 실험 환경

본 실험을 위해 춘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

로 실험에 대해 설명한 후 노인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동

의를 얻어 남자 한 명(83세)을 선정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주택 평면도와 센서 노드의 설치 위치를 그림 3에 나타냈

다. 댁내 센싱 시스템은 1개의 도어센서, 2개의 슬립센서, 
그리고 8개의 모션센서를 가진다. 3종류의 센서 중 모션 센

서는 일반적으로 원뿔 모양(최대 감지 거리 < 3m)의 감지 

영역을 가진다. 실험에서는 모션 센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일부(502~505)는 렌즈가 바닥 쪽을 향하고 있

고, 다른 일부는 지면과 수평으로 향해 설치되었다. 이를 

그림 3에서 타원(파란색, 바닥향)과 삼각형(빨간색, 수평향)
으로 나타냈다. 시스템 운영 기간은 2010년 3월 11일부터 

논문 작성하는 현재까지도 계속 동작하고 있다. 결과 분석

은 분석 대상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다.
2.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개별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노인의 체류/이동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림 4는 모션 센서의 전력 소비 특성 그래프이다. 그림 

4는 모션 센서의 전원 공급부에 션트(shunt) 저항(9.9Ω)을 

연결하고 이 저항의 양단 전압을 측정한 결과다. 그림에 표

시한 것처럼 모션센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저전력 상

태(이하 슬립상태, T0 기간)로 있다가 PIR센서 회로에서 감

지 신호가 입력되면 슬립상태에서 깨어나서(T1 기간) 기본 

감지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T2 기간)한다. 이처럼 무선 

센서 노드의 동작 상태는 크게 3단계-슬립, 전송 준비, 데
이터 전송-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동작은 다른 센서(도어 및 

슬립센서)도 동일하다. 다만 모션센서의 경우 PIR 센서 회

로 출력에 LED가 연결되어 있어 감지가 되면 일정 시간

(0.3초) 동안 켜지도록 만들어져 있어 T3로 표시한 기간 동

안 별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따라서 그림 4에 이를 별도

로 표시하였다. 다른 센서는 전송이 완료되면 슬립 상태로 

즉시 바뀐다. 
각 단계별 소비 에너지는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에 표

기한 전류값은 그림 4에 표시된 각 구간별 션트저항 양단 

전압값(V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 값들에 기준 전압

(3.02V)를 곱해 전력을, 이 전력값과 기간을 이용해 에너지

(mJ)를 계산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이동/체류를 감지하

여 데이터 하나를 전송하는 경우 모션센서는 약 3 mJ의 에

너지를 소비한다. 다른 센서의 경우도 모션센서와 동일하게 

슬립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 입력 신호(도어의 경우 마그

네틱 센서, 슬립의 경우 FSR 센서) 변화에 의해 깨어나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동일한 단계로 거의 동일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다만 슬립상태에서의 소비 에너지는 각각 사용하

는 하드웨어가 다르므로 달라진다. 모션센서의 경우 PIR 센
서 관련 하드웨어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표 1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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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션, 슬립센서의 하루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
Table 2. Energy consumption of motion and sleep sensors for a 

day.

센서
종류

평균
감지
횟수

(a) 동작 
에너지

(J)

슬립 
에너지

(J)

(b)총 
에너지

(J)

비율 
(a/b)
(%)

모션 100 0.31 62.08 62.38 0.4
슬립 150 0.46 3.91 4.37 10.47

그림 5. 3종류 센서 노드 전원 전압 그래프.
Fig. 5. The graph of supply voltages of three kinds of sensors.

표 3. 로컬 및 서버 사구간 결과.
Table 3. Results of local and server deadzone.

전체운영시간
(시간)

a.로컬 사구간
(시간)

서버 사구간
(시간)

18,048 707.5 (3.92%) 842 (4.66%)

표 4. 로컬사구간 중 HG 전원 차단 기간.
Table 4. Power off period of HG in local deadzones.

날짜
b.기간
(시간)

비율 (%)
(b의합/표3.a)

2010.3.20. ~ 2010.3.22. 44.5
94.692010.6.13. ~ 2010.6.23. 252.5

2011.9.18. ~ 2011.10.3. 373

것처럼 238㎂의 전류를 소비한다. 도어 및 슬립센서의 경우 

15㎂로 모션센서의 약 1/16정도만을 소비한다.
관측한 소비 전력을 이용하여 모션 및 슬립센서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2개의 

AA형 알카라인 배터리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작 가능한지

를 예상해보자. 먼저 표 2에 두 종류 센서의 하루 사용 에

너지 양을 정리했다.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모션센서의 최대 

하루 감지 횟수는 평균 약 100여개이고, 슬립센서의 경우 

150개로 관측되었기에 이 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실
제 이 값이 증가하면 동작에너지는 증가한다. 현재 센서 노

드가 사용한 알카라인 배터리 2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18720 (J)로 가정하면[8] 단순 계산하여 모션센서는 

300일, 슬립센서는 4284일을 사용할 수 있다.
2년여 동안의 연속 운전 실험을 통해 위의 계산 결과가 

실제 실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5에 772
일간의 3종류 무선센서의 전원 전압 그래프를 그렸다. 3개 

센서별 에너지 사용량은 무선(파란색 실선), 도어(녹색 파

선), 슬립센서(빨간색 점선)의 순임을 보여준다. 특히 슬립

센서의 경우 2.9V로 안정된 후로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것처럼 매우 작은 에너지만을 소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가장 빠르게 전원 전압이 감소하

는 모션센서의 경우 430일 동안 3.2V에서 2.2V까지 감소하

며 안정적으로 동작하였고, 1차 선형 추세선 계산을 통해 –
0.001의 기울기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의 

소비 에너지 분석 결과인 1년 이상의 운전수명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신뢰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장 중요 성능 지표의 

하나인 신뢰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신뢰성능

은 앞 장에서 설명한 사구간(deadzone)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 먼저 로컬 및 서버 사구간의 기본적 특징을 소개한다. 
모든 서버 사구간은 로컬 사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만약 하나의 댁내 시스템의 HG가 정상 동작하

지 않는다면 어떤 데이터(감지 및 진단 등)도 서버로 전송

되지 못하기에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 불능 

시간의 비율은 서버 사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 중 2010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의 752일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구간 결과를 표 3에 나타냈다. 기술한 것처

럼 전체 18,048시간 중 시스템 동작 불능으로 간주되는 시

간(서버 사구간)은 약 4.7 %인 842 시간이었다. 이 중 서버 

자체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 130여 시간을 제외하면 3.9 %
인 707시간 동안은 댁내 센싱 시스템도 정상 동작하지 않

았음을 보여준다. 실제 이와 같은 서버에서만 나타나는 불

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전송 

채널의 이상 및 서버 DB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채널 이

상은 HG 측과 서버측의 네트워크 이상으로 다시 나눌 수 

있으나 현재 시스템 구현이 학내망에 연결된 PC에 서버 시

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서버측의 네트워크 이상이 보다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서버DB의 이상이 발생

했는데 그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한 것은 학내 정전으로 

인한 서버시스템 중지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서버만의 이

상 발생 시간인 134.5시간은 전체 시스템 불능 시간의 약 

16 %나 차지하므로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로컬 사구간의 상세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관

측된 사구간의 많은 부분이 하루 이상의 오랜 시간동안 연

속적으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표 4에 나

타냈다. 표 4가 보여주는 것처럼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로컬사구간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장기 연속 로컬 사구간의 원인은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부

주의에 의한 HG의 전원 차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
생한 로컬사구간의 대부분(95 %)이 이와 같은 장기 연속 로

컬 사구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따라서 만약 이

와 같은 HG의 전원 차단 상태를 빠르게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면 로컬 사구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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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년 동안의 시퀀스에러 개수와 평균 전원 전압 그래프.
Fig. 6. Graph of sequence error number and averaged battery 

voltage for 1 year.

그림 7. 수신기의 진단신호 개수와 평균온도 관계 그래프.
Fig. 7. Relationship between averaged temperature and the 

number of selfcheck data.

구현된 방법으로는 HG의 정상 동작 여부를 감지할 수 있

으나, 전원 차단 상태를 복구시키는 방법은 없다. 향후 보

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HG를 설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선 데이터 전송의 신뢰 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각 센서 노드가 발송하는 데이터 패킷에

는 16bit 크기의 시퀀스번호 필드가 있고 이 값은 데이터가 

생성, 발송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HG는 수신된 데이터를 

검사하여 만약 각 노드의 시퀀스번호가 1씩 증가하지 않는 

경우(시퀀스 에러라고 정의함) 이를 양쪽의 DB에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신된 데이터의 시퀀스번호가 연속적

이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센서 노드가 발송한 데이터를 분

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은 2011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하루 동안 

발생한 시퀀스에러 합의 개수와 10개 센서 노드의 전원 전

압 평균값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서 

노드의 배터리 전압값이 감소함에 따라 시퀀스에러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배터리의 용량 저감만이 시퀀스 

에러를 만드는 원인은 아닐 것이나 주요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실험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의 하나가 온도 증

가에 따른 수신 에러 문제였다. HG는 시리얼포트로 입력되

는 수신기 데이터를 검사하여 DB 저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작 환경 온도가 높아지면 수신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

측되었다. 원인은 수신기의 MCU (MSP430F1611)가 환경 온

도가 증가하면 내장 UART 제어기 문자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은 파형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G의 데이터 수

신 과정에 관련된 여러 칩들(무선 모뎀 칩: CC2420, 시리얼

-USB변환 칩: FT2422)은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의 증거로 평균기온과 자기진단신호의 관계를 알아봤

다. 그림 7은 2011년 1년간의 춘천지역 평균기온[9]과 수신

기의 하루 동안의 자기진단신호 개수 그래프이다. 자기진단

신호는 하루에 48개 발생, 저장되는데 평균기온이 20℃를 

넘는 5월 중순에 큰 폭으로 감소하다 일시적인 기온 감소

로 다시 정상동작 함을 보여주고 있다 (1번 타원으로 표시

된 부분). 그래프는 7, 8월의 고온에는 대부분 정상동작하

여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나 8월와 9월에 발생한 몇

몇의 진단신호 개수 감소 (2,3번 타원)가 기온이 다소 급하

게 상승했을 때임을 보여주므로 수신기 문자 출력 오류 문

제가 환경 온도 상승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보

다 높은 신뢰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수신기 개발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독거노인의 일상활동을 감지하는 무선 센

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제 주택에 설치하고 2년 이상 연

속으로 운영한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일반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했다. 분석 결과 전체 18,048 시간의 

운영 시간 중 4.66 %인 842 시간 동안 시스템이 정상 동작

하지 않은 신뢰 성능을 보여 주었다. 관측된 불능/이상의 

주요 원인은 HG의 전원 OFF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신뢰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개발한 세 종류의 무선 센서 노드의 동작

에 따른 소비 전력 특성을 상세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운영 수명을 예상했고,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자동 고장/
이상 감지를 위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기온이 무선 센

서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센서 네

트워크 시스템의 신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환경 변

화에도 강인하고 충실하게 동작하는 댁내 센싱 시스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향후 환경 변화에 강인한 수신기 개발 및 누락 데이터 최

소화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서버 시스템

도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서버를 사용한다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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