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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반 상황인지를 위한 u-Surveillance 다중센서 스테이션 개발

Development of Multi-Sensor Station for u-Surveillance
to Collaboration-Based Context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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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eillance has become one of promising application areas of wireless sensor networks which allow for pervasive 
monitoring of concerned environmental phenomena by facilitating context awareness through sensor fusion. Existing systems that 
depend on a postmortem context analysis of sensor data on a centralized server expose several shortcomings, including a single 
point of failure, wasteful energy consumption due to unnecessary data transfer as well as deficiency of scalability. As an 
opposite direction, this paper proposes an energy-efficient distributed context-aware surveillance in which sensor nodes in the 
wireless sensor network collaborate with neighbors in a distributed manner to analyze and aware surrounding context. We design 
and implement multi-modal sensor stations for use as sensor nodes in our wireless sensor network implementing our distributed 
context awareness. This paper presents an initial experimental performance result of our proposed system. Results show that 
multi-modal sensor performance of our sensor station, a key enabling factor for distributed context awareness, is comparable to 
each independent sensor setting. They also show that its initial performance of context-awareness is satisfactory for a set of 
introductory surveillance scenarios in the current interim stage of our ongo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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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응

용의 폭이 커지고 타 기술의 접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지 기술의 접목이 군사, 의료, 기상,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무인감시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종래의 무인감시용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대부분 중앙집

중형 방식을 채택해 센서노드의 데이터를 서버에서 수집하

여 상태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로부터 적정한 상황 판단

을 하여 경보 조치를 경보노드로 재송신하는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다[2,5-7]. 이러한 중앙집중형 무인감시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상황인지 구현은 여러 단점을 갖는다. 첫째는 

각 센서노드가 매 주기마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

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이 발생할 수 있어 심각

한 통신량 증가 및 통신병목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불필요한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전력소모는 일반적인 배터

리 구동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빈약한 자원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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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드 에너지의 낭비가 커진다. 셋째, 중앙집중식 통신

과, 데이터 수집형 처리 구조는 네트워크 규모 면에서의 시

스템 확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서버의 불안

정은 전체 시스템에 동작 중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6-10].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무인감시에 적합한 분산협업형 상

황인지 처리 기반의 무인감시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각 센서노드에 자체 감시기능을 부여

하고 주위 노드와의 협업을 통한 상황인지 처리를 분담시

키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센서노드는 이기종 

다중센서를 결합하고 노드 간 협업기반 상황인지를 지원하

는 통합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으로서, 다중센서에 의한 객

체유형과 상황판단을 자체 수행하며, 한편 공간적/시간적 

상황정보 전파를 통한 이웃 감시센서노드와의 협업을 수행

한다. 제안한 센서 스테이션은 상황인지를 위해서 주변의 

특정한 현상을 여러 개의 센서가 동시에 감지한다는 성질

과 이기종 센서별 감지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특성을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제안하는 분산협업형 무인감시 

방식은 서버에의 전송량을 최소해, 에너지 효율성과 네트워

크의 확장성을 향상시킨다. 본 논문은 지면의 제한으로 제

안하는 분산협업형 무인감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

인 다중센서에 의한 객체 유형 및 상황 판단 기능을 갖는 

센서노드인 u-Surveillance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장에서 센서 스테이

션 플랫폼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및 기능

을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이기종 다중센서를 통합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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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기반 전체 무인감시 시스템.
Fig. 1. Overall u-Surveillance system based on sensor-station platform.

스테이션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상황인지 소프트웨어의 설

계 및 구현 방법을 제시한다. IV 장에서는 제안된 센서 스

테이션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V 장
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

u-Surveillance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기반 무인감시 시스

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에서 센서 네트워크는 

라우팅 경로에 따라 최소한의 상황인지 정보만을 전송하고, 
다중센서 탑재 감시센서노드인 센서 스테이션은 탑재된 센

서의 특성에 따라 금속 소지/미소지 무단 침입자와 무단출

입차량 등의 객체에 대한 상황정보를 형성하고, 주변 센서 

스테이션간의 협업에 의해 객체의 이동경로의 추적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협업 기반 상황인지 무인감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센

서 스테이션은 객체의 이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탑재된 이

기종 센서모듈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임계값 이상이 되면 

객체 유형과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감지된 상황정보를 이

웃 센서 스테이션에게 전파하며, 이웃 센서 스테이션은 수

신된 상황정보와 패턴테이블을 이용하여 객체의 경로를 예

측하고, 자신 쪽으로 객체의 이동이 예측되면 임계값의 조

정으로 객체의 감지 확률을 최대화하여 협력적으로 객체의 

탐지 및 추적한다. 그러므로 침입대상의 식별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센서 감지거리와 

특성에 맞는 단계별 상황인지 시나리오를 감시 센서노드에

서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집중형 무인감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제안된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센서 스테이션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의 주요 기능.
Table 1. Functional description of the proposed sensor-station- 

based u-Surveillance system.

서비스 세부항목 설명

상황인지

및

이동경로

정보조회

무인감시

현재정보 

조회

∙무인감시 구역에 설치된 센서 스

테이션과 센서노드들로부터 마지

막으로 전송된 무인감시 상황인지 

및 이동경로 정보를 조회함

무인감시

이력정보 

조회

∙현재 시점을 포함하여 과거의 상

황인지 및 이동경로 정보의 이력

을 관리하고 조회함

무인감시

환경관리

구역별

정보 관리

∙타겟 영역을 사전에 미리 무인감

시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

자는 각 구역의 센서 및 네트워크 

기본 정보를 관리함

구역별

현황 조회

∙설정된 구역별로 무인감시 환경의 

현재정보와 침입정보를 조회함

통계

 및
패턴 분석

∙무인침입에 대한 기간별 통계 및 

패턴을 분석함

∙무단침입에 대상별/구역별/시간별 

침입 패턴을 분석함

∙무단침입에 대한 경보 및 통보 이

력을 보고함

III. 센서 스테이션의 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2에 도시

한 바와 같이 센서 스테이션 전용 MCU를 포함하여 이기종 

센서 모듈, 통신용 센서노드 및 Solar Energy Harvesting 모
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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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의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ensor-station platform.

표 2. 센서 스테이션에 탑재된 이기종 센서의 특징.
Table 2.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sensor module.

소비

전류
특징

음향

감지

5
mA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센서모듈

∙음향 감지시 Interrupt 발생

∙센서 스테이션용 MCU Wake-up 소스

∙감지범위: 전방위 360° 방위각

이동체

감지

168
mA

∙소형 레이더를 이용한 센서모듈

∙사방 감지를 위해 4개의 센서모듈 사용

∙센서모듈 중 가장 소비전류가 높음

∙상황인지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 활성화

∙감지범위: 수직 70°/ 수평 36°

인체

감지

2.55
mA

∙적외선센서를 이용한 센서모듈

∙감지범위 내 적외선 파장을 감지

∙사방 감지를 위해 3개의 센서모듈 사용

∙상황인지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 활성화

∙감지범위: 수직/ 수평 100°

금속체

감지

27.1
mA

∙자기센서를 이용한 센서모듈

∙감지범위 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

∙상황인지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 활성화

∙감지범위: 전방위 360° 방위각

감시체의 침입여부 및 침입대상의 유형을 감지하기 위해 

탑재된 이기종 센서 모듈은 1개의 음향감지(acoustic) 센서, 
4개의 이동체감지(radar) 센서, 3개의 인체감지(PIR) 센서, 1
개의 금속체감지(magnetic) 센서가 조합된다. 각 이기종 센

서의 특징은 표 2에 설명된다. 

그림 3. 센서 스테이션 보드 구성 설명.
Fig. 3. Description of printed circuit board in sensor-station.

또한 전용 MCU를 탑재하여 무인감시 상황인지 시나리

오에 따라 각 센서모듈의 전원을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성

을 증가시키고, 상황판단 정보를 센서 스테이션 내의 통신

용 센서노드에 보고한다. 센서노드는 SenWeaver 센서운영

체제를 채용하여 센서 스테이션의 제어 및 센서 스테이션 

간의 통신을 운용하고 센서 스테이션에서 수집한 주변 상

황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 
상기한 센서 스테이션 및 센서노드는 상시전원의 사용이 

어렵고 배터리만으로는 소비전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Energy Harvesting 기술 중 효율이 가장 좋은 Solar Cell을 

적용하였으며, 발전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는 부

조일수와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센서 스테이션

에는 센서노드 및 각 이기종 센서모듈의 전원 제어를 담당

하는 Power Manager를 탑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구현된 센서 스테이션 PCB 
보드의 구성 설명은 그림 3에 도시한다. 

한편 협업 기반 상황인지를 위한 감시모드별 객체에 대

한 유형 및 상황 판단을 위한 센서 스테이션의 센서 Word 
16비트의 구성 형식은 표 3에 도시한 것처럼, 3비트의 감시

모드, 3비트의 감시레벨, 10비트의 센서감지 raw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모드인 ‘000’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는 4종의 센서에 대한 센싱 데이터 값을 읽고, 이를 기반으

로 5개의 레벨(1-5)로 감지강도 수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

면, 1레벨이 가장 약하고, 5레벨이 가장 강한 감지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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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센서 스테이션의 감시등급/상황인지 테이블 설명.
Table 3. Description of surveillance level/context-awareness table.

감시

모드

감시

레벨

센서 Word 감시

등급
감지현황 후속 동작- - - - - - A P R 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이상없음 센서 스테이션 가동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1 소리탐지, 감시 객체 발생 P,R,M 센서 가동
0 0 0 0 1 0 0 0 0 0 0 0 1 1 0 0 2 금속 미소지 침입자 감지 감지 강도 수준 확인

0 0 0 0 1 0 0 0 0 0 0 0 1 0 1 0 2 이동체 감지 감지 강도 수준 확인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1 2 금속체 감지 감지 강도 수준 확인

0 0 0 0 1 0 0 0 0 0 0 0 1 1 0 1 2 금속 소지자 감지 감지 강도 수준 확인
0 0 0 0 1 1 0 0 0 0 0 0 1 1 1 0 3 금속 미소지 침입자 이동중 이웃 감시노드에 송신

0 0 0 0 1 1 0 0 0 0 0 0 1 0 1 1 3 금속체 이동중 이웃 감시노드에 송신
0 0 0 0 1 1 0 0 0 0 0 0 1 1 1 1 3 금속 소지 침입자 이동 중 이웃 감시노드에 송신

가진다. 센서 스테이션이 감시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는 센서 워드에 따라 4단계(0-3)의 감시등급을 판단하고, 표 

3에 나타낸 감시등급/상황인지 테이블을 참조하여 후속 동

작을 결정한다.
센서 스테이션은 상기한 감시등급/상황인지 테이블을 참

조하여 현재 자신의 감시 현황과 이웃 센서 스테이션 노드

에서 수신된 상황정보를 비교하여 감시등급이 2 이하인 경

우에는 감지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감시등급이 3일 경우에

만 이웃 센서 스테이션으로 센서 Word를 송신하여 현재 위

치의 센서 스테이션의 상황정보를 이웃 센서 스테이션으로 

순차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감시되는 객체의 이동을 추적하

고, 감시서버까지 최소한의 상황정보만을 송신하기 때문에 

통신량 증가 및 통신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림 4는 센서 스테이션의 상황

정보가 생성되는 순서도를 도시하였다. 

그림 4. 센서 스테이션의 상황정보 생성 순서도.
Fig. 4. Flow chart of context-aware information in sensor-station.

IV. 실험결과

개발된 u-Surveillance 센서 스테이션의 성능 평가를 위하

여 비교적 조용한 장소인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인근에 테스

트베드를 구축하였다.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치 환

경은 도로를 따라 1 m 높이의 삼각대로 고정하여 약 60 m 
간격으로 센서 스테이션 5개를 배치하였다. 테스트베드에 

게이트웨이 1개를 설치하여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구현된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기

반 무인감시 시스템의 웹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도시한 

것이다. 왼쪽은 금속을 미소지한 인체(민간인)의 감지와 이

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운데는 금속을 소지한 

인체(군인)의 감지와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른쪽은 금속체(차량)의 감지와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센서 스테이션에 탑재된 이기종 센서들의 감지성능은 기

존의 독립적인 센서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시험결과 확인

되었다. 이에 각 센서별로 감도조정용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기준전압(비교 임계값)을 조정한 후에 측정하였다. 각 센서

모듈의 감지 판단은 감지신호가 기준전압보다 크거나 설정

된 기준전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감시체가 감지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표 4에서 표 7까지의 결과는 센서 스테이션

에 탑재된 이기종 센서별 감지성능 테스트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표 4는 음향신호에 대한 감지거리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버스에 비해 인식거리가 4 0m 
이내로 비교적 짧았으며, 버스의 인식거리는 65 m 이내로 

자동차에 비해 길었다. 음향감지의 판단은 감지신호가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 음향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는 이동체신호에 대한 감지거리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5 m 이내에서 이동체의 감지가 가능하였으며, 수
직, 수평 각각 70°, 36° 내외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센서 스

테이션에서는 사방감지를 위해 4개의 이동체감지 센서를 

채용하였다. 
표 6은 인체신호에 대한 감지거리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감도조정용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상/하한 기준전압

(상한: 2.76 V, 하한: 2.54 V)을 설정한 후에 감지파형이 설

정된 기준전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인체감지 여부를 판

단한다. 사용된 PIR 센서용 프레넬 Lens는 범용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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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현된 무인감시시스템의 웹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5. Web-based UI of the proposed u-surveillance system.

표 4. 음향신호 감지거리 성능 시험결과.
Table 4. Test result of sensing distance of acoustic signal.

30m 40m 50m 60m 65m 70m
자동차 O O X X X X
버스 O O O O O X

음향을 

감지한 

경우

음향이 

없는 

경우

며, 시험 결과 검출 영역은 수직, 수평 모두 110° 내외의 

각을 가지며 30 m 거리까지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센
서 스테이션에서는 역시 사방감지를 위해 3개의 인체감지 

센서를 채용하였다.

표 5. 이동체신호 감지거리 성능 시험결과.
Table 5. Test result of sensing distance of radar signal.

10m 20m 25m 30m 35m 40m
인체 O O O O O X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표 7은 금속체신호에 대한 감지거리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체감지 센서와 마찬가지로 감도조정용 가변저항

을 이용하여 상/하한 기준전압(상한: 1.98 V, 하한: 1.38 V)
을 설정한 후에 감지파형이 설정된 기준전압의 범위를 벗

어날 경우 금속체감지 여부를 판단한다. 시험 결과 금속체

의 부피가 클수록, 즉 자동차보다 버스의 인식거리가 늘어

나며 10 m 까지 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축, B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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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체신호 감지거리 성능 시험결과.
Table 6. Test result of sensing distance of PIR signal.

10m 15m 20m 25m 30m 35m
인체 O O O O O X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

인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표 7. 금속체신호 감지거리 성능 시험결과.
Table 7. Test result of sensing distance of magnetic signal.

6m 7m 8m 9m 10m 11m
자동차 (A축) O O O O X X
자동차 (B축) O O O O X X
버스 (A축) O O O O O X
버스 (B축) O O O O O X

금속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경우

금속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각 축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차량이 이동할 때 각각 

측정하였으며, 시험 결과 방향에 따라 출력 파형은 다르지

만 인식거리는 축 방향에 상관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한편 이기종 다중센서를 탑재한 통합 감시 센서노드인 

센서 스테이션에 의한 객체유형 식별과 상황인지 성능 시

험을 위하여 센서 스테이션의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고, 실험 결과 그림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성된 

상황인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침입대상의 식별, 상황인지 및 

이동경로에 따른 추적 사양을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외장케이스와 솔라셀로 최종 패키징된 센서 스테

이션의 외형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구현된 센서 스테이션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Fig. 6. Software of monitoring performance for sensor-station.

그림 7. 외장케이스와 솔라셀로 패키징된 센서 스테이션.
Fig. 7. Sensor-station packaged with case and sola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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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협업형 무인감시 센서 네트워크 기술

을 위한 이기종 다중센서를 통합한 센서 스테이션 플랫폼

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개발된 센서 스테이션을 협업기반 

상황인지가 가능한 감시센서노드로서 활용하여 센서 스테

이션 기반의 무인감시 시스템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하였

다. 개발된 센서 스테이션은 자체 객체 유형 및 상황 판단

이 가능하고 협업 능력도 보유하기 때문에, 서버에 상황정

보의 전파를 최소화해 통신병목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진다. 구축된 센서 스테이션 기반의 무인감시 테스

트베드에서 실험한 결과 센서 스테이션에 탑재된 각 센서

별 감지거리 성능도 우수하였고, 센서 스테이션에 의한 객

체유형 식별과 상황인지 성능 시험도 기초적 상황인지 시

나리오를 모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시험 결과 음향감지 

센서의 경우 비, 바람, 잡음 등의 주위 환경요인에 대한 영

향을 많이 받으므로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자동차 소리, 사람발자국 소리 등 미리 해당 소리에 대한 

주파수를 분석하고 검출된 소리의 특징에 대한 DB를 구축

한다면 음향감지 신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서 분산협업형 상황인지의 체계적인 모

델 개발 및 구현을 통해 실용성, 성능을 검증을 진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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