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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알선소의 안전 둥급 기기 원격 검사 분야에 무선 샌서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션가기 원격 케어 시스템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우선 센서 분야에 대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샌서 앙 구축 방법과 현황， 지그비 무선 네트워크 기숲 현황에 대한 내용율 포함하고 있으 

여， 샌서 망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보안파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한 기술척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에너지 자급 기술은 자기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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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ireless sensor technology ís required in the sa fety inspection for safety-critícal unit of 

nuclear power plant 

This report describes wireless sensor technology related with the project named 

"Development of a remote care system of NPP components based on the network and 

safety database“ 

This report includes contents of methodology and status of sensor network constnuction, 

status of zigbee sensor network, problem of security and sensor battery 

Energy harvestíng technology wí lJ be mentioned on the nex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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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들어 각광 받고 있는 유비춰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는 각종 센서에서 수집 

한 정보률 무선으로 수집힐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로 사랍의 접근이 불가능한 

취약지구에 수 백 개의 생서 네트워크 노드률 설치하여 마치 사랍이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역힐율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뭇한다 WPAN(WireJess PersonaJ Area 

Network) 기술 빛 초소형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센서 네트워 

크 기술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 기술은 홈오토메이션 생태 모니터링 퉁에 시 

험적으로 척용되고 있으며 원전 기기 감시 진단 분야에 시엄격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안전 감시. 산불 감시 ， 산업시설 감시， 국방 퉁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천망이다 

USN이 무선 센서를 기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연서 감시 진단을 위한 센싱 기술 

을 요지로 하기 때문에 USN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우선 센서와 관련된 기술 

이다 무선 생서률 이용하여 감시 -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션 센서둘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 수많은 우선 센서 네트워크 노드를 포합하 

게 되므로 무선 센서의 배터리 교환。l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무션 센서 기술과 무선 생 

서 네트워크의 전력 효율율 위한 효율척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무선 샌서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요즘 틀어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자체수급 

기술(energy harvesting)은 차기년도 기술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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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센서 망 구축 기술 련황 

근래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 ， 처전력 회로 설계와 연산 장치의 소형화 퉁으로 

인해 무선 샌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 

고 있다 무선 센서 노드들은 넓은 지역에 설치되어 군사 지역에서의 탑색 작업뿐 

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의 기기 관러 ， 공정 관리 동 산업적인 목적과 가정 내에서의 

홈 오토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 척용되어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힐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무선 샌서망(Wireless Sensor Networks)은 

스마트 센서와 무선 네트워킹 기술의 밸전으효 많은 산업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 

며 그 연구 분야 역시 다앙해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는 넓은 밀드에 수십-수천 

개의 소형 센서노드가 설치되므로 각 센서 노드는 배터리 기반으로 통작해야 하며， 

이러한 배터리는 충전 혹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센서 노드의 에너지 고 

갈은 센서 노드의 기농 정지로 이어지며， 다수의 센서 노드의 에너지 고길은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통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수의 소형 셈서 노드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스스로 

네트워크률 형생하고 이를 유지하므로 노드들의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적인 I-IAC과 Network 계충의 연구는 무선 샌서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 연구 분야이 

다 흠 네트워크， 헬스케어 동 미래에 서비스될 핵심 서비스 산업의 기반 기술인 

센서 네트워크는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핵심 

기술 분야이다‘ 

제 1 절 기술 동향 

l 센서네트워크 표준화 통항 

현재 센서 네트워크 표준 동향은 Ad-hoc 망율 기반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표준이 주률 이루고 있다 lEEE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luetooth , IEEE 802. 15.4 , Zigbee , P1451. 5(Wireless Sensor Interface 

Standard)퉁이 진행 중인 주요 표준이 다- 앞의 3개의 표준은 기존의 무선 환경에 

서 네트워크 구촉을 위한 Topology룰 구성하는 관점에 주안접을 두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993년에 IEEE Pl451은 그 생성 자체가 센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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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이 되었으며 P1451 ‘ 0~P1451 ‘ 5로서 총6개의 표준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센서 

내부 Transducer 간의 통신과 Transducer와 NCAP(Network Capable Appl ication 

Processor)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Ad-hoc 네트워크의 P2P 방식은 수많은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로토 

콜이 한계를 가지며 또 오동작하는 기기들까지도 일일이 관려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소형 센서기기의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버클리에서는 Ti nySec 

프로젝트룰 수행 하여 안전한 그룹관리 SPINS(Security Protocols for Sensor 

Networks) 프로토콜을 개발 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멀티캐스팅 보안 프로토콜인 

TESLA(Timed Efficient Stream Loss-tolerant Authentication)률 간소화시켜 개발 

한 m - TESLA와 SNEP(Secure Network Encryption Protocol)로 구성왼다 m - TESLA는 

다수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의 기기들의 인증율 담당하며 SNEP는 데이터의 기밀 

성， 인증， 초기성 (Freshness)율 보장한다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 성 

능 축면에서 5~IO%의 오버헤드를 유발했다. 

2. 국내외 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전망 

국내 시장은 국제 시장과 영행하여 센서 네트워크 산업이 신장하여 2010년에 40 

억 달러 (4조 8.000억 원. 1200원/달러 기준)에 이률 전망이다 MlT의 AutolD와 

Berkley의 Smart Dust로 각각 개발이 왼 두 기술이 국내에서는 하나의 융합된 

(Fushi on) 개념의 기술개발 로드맹이 2004 년 2월에 정통부에 의하여 제시가 되었 

다. 그 로드뱀에서 핵심 부분은 RFlD와 센서 기기의 개발이다 128bit의 

EPC(Electronic Product Code) 코드률 적은 컴퓨팅 능력의 센서 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술 연구， IPv6 후방 망과의 연계， 샌서 네트워크의 상황인지 기반 

의 서비스가 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미툴웨어의 개벌과 3차원의 우l 치정보률 

관리할 수 있는 융합왼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 필수적이다‘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개념을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혼택하게 해 주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힐올 할 것 

이다. 다양한 Sensor의 TEDS (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s) 에 대한 정의는 

lEEEI451 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센서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lEEE802 . 11 WLAN과 IEEE802. 15 . 4 WPAN 기술을 대안으로 고려 중이며 전력 소모， 가 

격 퉁의 이유로 lEEE802.-15.4 기술에 대해 강이 고려중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1 EEEl451. 5에서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구연 방안은 Zig-Bee Alliance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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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의 표준화 관련성 

2005년 8월 22 일， 추계 lDF 2005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답회에서 인텔 롱신 

기술 연구소 알란 최근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 

말기로 멀티미디어 · 모바일 VolP 등의 애풀리케이션을 사용하기률 원하고 있어 무 

션 네트워크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이런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2004년 11월 서로 다른 주따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롱신간 끊김 없는 연결성 

을 지원하는 lEEE 802.21을 루슨트 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력 규합에 나선 IEEE 802 ‘ 21은 업체 간 기술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나설 것이다 무선 네트워크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과 최소 전력으로 무선 랜 (LAN) , 와이맥스 (WiMAX) , 이동통신을 넘나들며 

사용힐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인텔이 제안한 무선 네트 

워크 간 통합 방안은 멸티미디어 톡립 핸드 오버 (MIH)를 기반으로 각 무선 통신 간 

핸드오버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동 관리 프로토콜(MMP)을 통해 고속으로 핸드오프 

하는 구조다 또한， 인텔은 이미 표준화가 완료된 IEEE 802.16-2004와 2005년 10월 

경 표준화가 마무리될 lEEE 802.16e를 와이맥스 안에 통합하고， 0]률 다시 lEEE 

802. 11로 대표되는 무선 랜 기술과 결합할 예정이다 인텔 측은 여러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가 통합됨으로써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 라 항 

푸 유비려터스 센서 네트와크 개발에도 기여힐 수 있율 것￡로 전망된다 

제 2 절 Ubiquitous Sensor Network 

L US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란 필요한 모든 곳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이 

률 통해 사물의 인식정보률 기본으로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압력 i 오염， 균열 동) 

까지 각종 생서률 통해 실시간 수집하여 관리 1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로， 궁곡적으로 모든 사물에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가능을 부여하여 Anyt ime , 

Anywhere , Anything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USN에 대한 연구 

는 오래 전부터 계숙되어 왔으며， 국외에서는 WSN(Wireless Sensor Networks)이 라 

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아직까지 핵십 기술 발전의 미비와 경제 

적 측연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단순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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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개념을 뛰어 넘어 고도의 생휠복지률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I Tog L ‘ 

l센서 노드} 

그립 1. u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USN의 요소 기술로는 크게 사불과 환경 인지에 사용되는 센서관련 기술과 정보전달 

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전달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웅용 기술 등 3까지로 구 

분할 수 있다. 

표 1. USN의 요소 기술 

요소기울용이 내용 셰￥기융 

센서핀연 기융 
시옐 익 환정인자에 사용되는 생 센서 기얻패턴 인식 얘이터미01닝i 프로셰스 기ξ 정원 기 
서기슐용이 용 우선 기윷정인싱효ζL업최피 기숱) 

에트워크))숱 정!L정닿을 위힌 벼르쩌크 가슐 
노드 쩌어 기훌 \t~잉크 기융 M-boc M.1l!i-hoc 강혀3eξ 
쩌Fì 등 

응용기융 
네트워크 성의 껑보를 용용. 서11) 미등애어 기!션술 개 시스댐 용명 기술 얘톨리애이션 홍성 ')숲 
스히기 위힌기융 때용리에P 옐 힐정 ~ 풍 기융 통 

센서관련 기술 분야는 온도， 압력， 빛， 습도y 화학적 생서 동 다양한 샌서들이 개 

발， 이용되고 있다 샌서 노드는 하드웨어 풀랫폼 모률을 말하며， 모률 연결부， 샌 

서， 전원부， 무선 모률부로 구성되고j 주요 업체로는 국외의 Crossbow ， Motei v와 

국내의 맥스포， 욕타컴 둥이 있다. 

” 
ι
 



표 2. 주요 샌서 제조업체 

구운 응용용이 :엠조업채 

d”! μtÞt 뼈11킹5 니양t Conh、j 겹근 집지 F，뼈IQ= 당'll>Jf! Inc />Jeph bteI빼ooà 0>>. fnfineou 

온도 용도찌 임딩， 풍 션영전정 온도 요니터링 N<tiroà &JTlicmd,dxn: Mio'o여IIhfiαu“ 1)"니 
αDdtda‘ De\iα3 

슴도 
힐경걱 요니터링 HV."C til효미터 잔디 

Cm‘pbell 혀<ntific Hulllir히 Eφ20 보~ 농업 호앙 추운 즉정 

잉찍 수입 티이어 입언 요니터링 
T exæ lnS;rOmerd:S æ wra화1Jd:>Jre &u성!l\l" mio:m 
Míaηstru.dw-e 

연기 
화1t 연Jt 미신펴인소 등 즉갱/ 상 건울 

모호로려 
등얀선편리 

회혁적 !ij표리때시션 톨 수영경시 pH 센서 (X:e81 (￥lits 

지기정 
이미장 쩌며 스워지 포지생 'll 효찌이션 Hcne;.weJl. zfte<, ~G:ø.loo;ta;F!업Mn 

센싱 N~Ol. X=-O>>, 
스리 탱크 쩌앨 원거리 핵 sèf옮Iór.g P8læ:Dic 

R 모생 감지 스찍트호미터 보얀 A빼entT뼈nOIO잉s 

기속도 지용~l 때어 빽 각도 ‘g엘 생싱 flIlàccD앙‘c.，. 0JmUS htan생onàR빼m티ednuics 
잉1심a。잉~ Kisl!EI' 

포지션 !l'션 오니터링 Mdim &.lπ .. 10ζ Hπoch Tec뇨때。명S 

현재 무선 네트워크 기술 중 USN에 적용 가능한 무선 프로토콜로는 802.11a/b/g와 

UWB, Bluetooth , Z igBee 퉁이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 표준은 Ad-hoc 망을 기반으로 

샌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표준이 주률 이루고 있으며， Bluetooth, IEEE 802.15 .4 , 

ZigBee 퉁이 존재한다 이툴 세 프로토콜은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에 관한 표준으로 lEEE 802 ， 15.4는 저전력의 저숙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며， 

ZigBee는 lEEE 802 ， 15.4를 다앙한 상위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이다 ZigBee는 

모률의 소형화， 저전력 소모， 낮은 션파간섭률， 종계 노도 설치 용이， 상호운용 가 

농성 동 때문에 현재 USN 표준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빌딩자동 

화 설비 모니터링 ， 환경보호 감시， 농산물 도난 방지 ， 축산물 이력 추적 퉁에 이미 

Zi gBee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후 헬스케어 분야와 재해 및 재난 방지 분야에 

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응용，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미들웨어와 운용 시스램을 들 수 있다 미툴웨어는 일반적인 미들웨어 

처 럼 센서 노드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상에 존재하연서 샌서 네트워크의 변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웅용에 적합한 데이터 운용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센서 

네트워크률 위한 미들웨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주로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 

로 개발되고 있다- 주요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로는 코넬대학의 Cougar , 델라웨어 

대학의 SlNA , 로체스터대학의 MiLAN, 프린스턴대의 lmpala 퉁이 있다. 센서 네트워 

η
 ω 



크 운용 시스템으로는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버클리대의 TinyOS이며， 이외 

콜로라도 대학의 MA NTIS(MultimodAl NeTwork of In-situ Sensors )도 있다 유럽의 

경우 EYES(Energy Efficient Sensor Network ) 프로젝트의 Preempt i ve EYES 

Real-time OS인 PEEROS와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용 Salvo가 있다. 일본은 T-Engine 

포럼에서 제안된 셈서 네트워크용 표준 마이크로 커낼율 개발중이다. RFID 미률웨 

어는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EPC 계열의 Savi 와 Sun , ~IS 미틀 

웨어 진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DARPA 주도로 국방용 기술 및 애풀리케이션 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토방위와 환경 관측 목적으로 한 광역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물류기반 식별 코드 및 미들웨어 

개발 연구 빛 웅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요 글로벌 lT 기업들의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 설럽된Auto-ID Center는 MlT, 캠브 

리지 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5개 대학과 약 1007H의 글로벌 기업들이 컨소시엄 

을 형성해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답당하고 RFID 표준화 코드로 EPC 전자 상품 코드 

를 개발하였다. 현재는 베리사인이 위입받아 EPC 네트워크용 루트서벼를 시험 운영 

중에 있다 현재 Au to- lD Cen ter의 연구방향은 치세대 RFIC 하드웨어 기술， 센서 

네트워크 미들웨어 1 보안 및 프라이버스 기술， RF lD/ USN 비즈니스 모델 개발 퉁이 

다. RF lD의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05년 테러방치를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 

는 컨테이너에 RFJD 태그 부착을 강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 국방 

부는 2005년 1웰 이후 납품물품에 RFlD 태그 부착율 의무화하고 있다. FDA도 2006 

년 6월 제약산업계 RF'lD 척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최대한 빨리 RFlD를 도입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월마트가 이미 2004년 4월 텍사스에서 

RFl D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5년 I월부터 자사 100대 납품업체에 RFID 부착 의 

무화를 요구했었다 유럽은 유럽 각국의 협 력율 통해 USN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교육과학청과 유럽연합위원회가 지원하는Disappearing Computer 

lni tiative ( OCI)의 연구 중 하나로 Smart-its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OCl는 유럽 

연합의 제 6차Framework Programme(FP6)의 추진 정색 중 하나이다 Smart-its 프로 

젝트는 랑카스터 대학， 스위스 연방기술연구소 Karlsruhe 대학 lnteractive 

lnstitute, VTT 퉁의 기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며 j 모든 사물에 센서나， 마이 

크로프로세서， 무선통신， 전력 공급 장치 퉁율 삽입하여 정보 물질틀 간의 인터펙 

티브한 상황인식 및 자통 정보처리 퉁을 가능하도혹 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RFID 

의 경우 2003년 후반기에 양과 염소에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 

으며， 2008년부터 전반적인 가촉에 RFl D 태그 부착을 의무화힐 계획이다 또한 

European Central Bank는 지폐에 RFID칩 내장율 추진하고 있으며 ， 영국정부는 RF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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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공급사슬과 전자상거래 운영 효율성을 위한 휴대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서 

비스 하였다 USN 분야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환경 및 사회 간접자 

본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 샌서 네트워크 기술들을 이용해 오고 있다 사 

회 간접자본 모니터링 분야는 도로 교통정보， 통행 계수기 동의 기존 시스템이 활 

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1 환경관측 측면에서는 일본 지역기상관측 시스템 ， 하천오염 

판축， 대기오염 모니터링 퉁이 이용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새로운 샌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흠시큐리터， 빌딩 안전 관리 퉁에 관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약 390여 글로벌 엽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T-Engine 포럽의The Real-Time Operating System Nucleus 프로젝트( TRON)로 모든 

물건에 컴뮤터를 삽입하여 네트워크화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실현을 위한 다 

양한 기기의 개발을 표준화， 효율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T-Engine 포럽은 유비 

쿼터스 10 Center를 설집하여 RF lD, 스마트 카드， 액티브 칩 퉁율 이용j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 사물과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JO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인텔은 학계와 산업계 퉁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젝트들 

을 적극적으로 진행사키고 있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들로는 다양한 샌서의 각각의 

정보 취합 및 에너지 낭비 방지률 위한802.11 Mesh network률 이용한 복합적인 네 

트워크 구성 1 초소형 정보전달 장치인 모트를 통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 비전문가 

를 위한 바른 샌서 네트워크 구축 슐루견인 Tjny AppJication Sensor Kit 퉁이 있 

다 특히 인텔은 헬스케어와 환경 관측 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 

헬스케어의 경우 센샤 네트워크 구축율 통한 고령자 및 환자 관리 및 생활 보조 동 

에 중접올 두고 있다. 최근에는 lT 기반 헬스케어 시장 선접을 위해 파나소닉， 카 

이저， 모토로라， 메드트로닉스， 오라클， 시스코 퉁과 함께 CHA(Continua Health 

AJ 1 iance) 라는 컨소시엄율 결성하여 2008년 내에 헬스케어 분야 기술표준율 만들 

고， 2008년부터 인증제품에 CHA 로고를 부착힐 계획이다 환경 관측 부문은 버클리 

대학과 함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률 통해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이 외에도 기옹과 

습도 퉁을 갑지하여 농작물 관리 빛 품질 향상， 바다제비의 움직임을 통한 폭풍 예 

고， 원유 탱크의 연숙진동 감지 동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IBM은 

스위스 취리히연구소에 단대단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률 구축하고， 기업 컴퓨터 

망과 인터넷을 센서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센시부터 마지막 웅용 애플리케이션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 제공율 몹표로 Zurich Sensor Network 프로젝트를 진행중 

이다. 히타치는 2005년 7월에 사내 벤처회사인 Wireless Venture Company에 센서 

네트워크 사업개발부를 마련하고 센서 네트워크 사업율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 

다‘ 히타치는 이미 2004년 11 월 YRP Ubiquitous Networking Lab과 공동으로 전지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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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으로는 당시 최소형 센서 노드를 개발하였으며 ， 2005년 12월에는 휴대용 및 손 

몹밴드형 AirSense률 개발하여 2006년 l 월 상용화하였다. 히타치는 센서 노드의 소 

형화 및 고밀도에 주력하여 향후 lcm3 이하의 센서 노드 개발율 북표로 하고 있으 

며 ， 자사의 AirSense률 주력으로 업종별로 공통 미들웨어 및 애플러케이션을 개발， 

돼키지화하여 판매혈 계획이다 오키전기는 2010년 이후 센서 네트워크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의 취항이나 환경 동에 따라 지능화된 네트워킹이 

실현쉴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율 마련하고 있다_ 2005년 소규모 폐쇄공간 

에 고정 노드를 설치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단계률 거쳐 2006년에 휴대용 태그 상품 

과 휴대기기에 탑재하고 2007년에는 자동겁칩， 보안， 에너지 절약 분야 퉁에 웅용 

대규모화 할 계획이다- 오키전기는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하기 우1해 자사의 

ZigBee 생체 센서 노드를 통해 심박， 맥박 퉁 복수의 생체정보를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읍을 검증하였으며， 국토교롱성과 Zi gBee무선 노드를 통해 자율이동지원 

프로젝트에 참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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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_ USN/RF lD 세계 시장 규모 전땅 

RFlD를 포함한 세계 USN 시장 규모는 2004년 104억 달러 규모에서 2007년 200억 달 

러를 녕어， 2010년 5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lB~I ， 

lntel , 오키전기 퉁 주요 관련 기업들이 USN 관련 기술 및 서버스 개발에 박치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율 위시한 어러 선진 국가률 또한 유비쿼터스 관련 프로젝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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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USN 시장은 핵심 기술 발전의 미비와 가격， 산업간 인 

식부촉， 개인정보 안전 미비， 이에 따른 시장 수요 미진 퉁의 이유로 본격적인 시 

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USN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엔 

드 유저와 웅용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시장 전망율 통해 적절한 기술 적용이 

띨수적이다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들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웅용 서비스의 경우 각 산업 분야 간의 협력과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 

한 lISN 기술의 각 산업 분야의 도입 빛 웅용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제 및 규제가 마 

련되어야 힐 것이며， 기술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칩해， 안전 퉁 사회문화적 변화 

에 대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센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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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Wireless Sensor Network Archi tecture 

1. 고정밀 위치측정 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원하는 정보률 얻을 수 있도록 상시 

적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부착된 다앙한 형태의 센서 노드들융 통해서 센서틀이 수집한 센싱 정보는 

물론 상황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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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불류， 시큐리티 ， 흠 오토메이션， 생산 자동화1 건 

물 자동화 풍 광범위한 웅용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나 아동의 보호， 

전루 중 군인의 위치파악， 화재 진화 중에 고럽되거나 실종왼 소방관의 구출j 의료 

분야 퉁 개인과 사물의 위치 정보롤 이용하는 용용서비스들까지 그 웅용범위가 매 

우 넓다‘ 이처럼 USN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법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 

이며， 특히 센서를 부착한 사람 및 사물의 위치 정보 인식이 매우 중요한 상황정보 

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 인 

식 기술 및 위치 정보를 이용한 내트워킹 기술을 개발이 요구된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위치인식 방법은 기존의 위치측정을 위해 사용한 TOA (Time Of Arri vaJ) , 

TDOA (Time Of Oifference Arrival) , ROA (Received Signal Strength Of Arri val) 

방방식 뿐만이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내의 센서 노드간의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위치인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생서 네트워크 기반 

의 위치인식 기술은 lEEE 802.15.4의 국제 표준， ~IIT I:H 학의 Cri cket 프로젝트， 

AT&T의 Active Bat 프로젝트 동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후 선 세계 

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리라 예상된다. 

2.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MAC 프로토콜 

무선 샌서네트워크(Sensor Network)에 적합한 MAC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 

려해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수의 샌서 노 

드룰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회성의 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에 

너지 낭비의 원인틀율 제거함으로써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수명을 장 

시간 유지시키는 것 ( energy efficiency )이 매우 중요하다 무션 센서네트워크에서 

고려하고 있는 에너지 낭비의 원인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성으로 

는 scalability와 adaptabi 1 i ty를 둘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특성은 네트워크 규모 

의 변화나 토폴로지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용하는 것을 뭇한다 이 네트 

워크 변화의 요인￡로는 제한된 노드의 수명으로 인한 것과 네트워크에 노드를 추 

가하는 경우 또는 무선 체낼의 다양한 간섭으로 인해 연결이 단절되는 경우 퉁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latency , throughput . 

bandwidth utilization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특성은 무선 샌서네트워크에 

서 첫 번째로 고려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무선 센서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전체 

가 공통된 목적율 위해 구성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노드간의 fairness 역시 무선 샌 

서네트워크의 목적과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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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낭비의 원인 

Coll ision 패킷 충률이 (collision)이 발생하게 되면 패킷의 정보가 손상되어서 사 

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래서 。l 돼킷의 재전송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낭비가 발생한다 Overhearing 목적지가 자신이 아닌 다른 노드입에도 패킷을 수신 

한다. Control packet overhead 데이터 송 수신 이외에 네트워크 컨트롤 패킷의 

송 수신한다 Idle listening: 언제 데이터룰 수산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 

태룰 유지한다 

3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일반적a로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flat-based routing , 

hi erarchi ca!-based routi ng, 그러고 !ocation-based routing으로 나눌 수 있다 

Flat-based routing은 대체로 MANET(Mobile Ad hoc Network) 환경에서 적용되는데 

모든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노드의 역할과 기능이 통일한 특정율 갖는다. 이와 다 

르게 hierarchical-based routing은 노드들이 수행하게 되는 역할과 기능 계층에 

따라서 다르다. 마지막으로 locat ion based routing은 노드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 

로 데이터 전송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시스랩의 변화나 노드의 

에너지 상태와 같은 현재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 

듯， 라우팅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통작의 특성에 따라서 mul tipath-based , 

query-based , negotiation - based , QoS-based , or coherent-based로 분류할 수 있 

다 이 외에도 어떤 방식으로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나늘 

수 있는데， 이는 proacti ve , react i ve , 그러고 hybrid 방식으로 정의된다 

Proactive 방식은 네트워크가 형성됨과 동시에 전체 네트워크의 경로를 설정하게 

되고 reactive방식은 이와 다르게 데이터 전송경로가 필요할 경우에만 특정 경로 

률 설정하게 된다 hybrid방식은 위의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게 

된다. 아래의 그립은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 통작에 따라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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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ling protocols 

그립 4 라우팅 프로토콜의 분류 

4. CJustering 

근래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 저전력 회로 설계와 연산 장치의 소형화 동으로 인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Vorks)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 

다， 샌서 노드들은 일반척￡로 기기의 소형화로 인해 그 성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며‘ ad hoc 환경에 비해 밀집된 분포률 가진다- 이러한 샌서 네트워크의 MAC , 

라우팅， 토폴로지 재구성， 대역폭 할당과 정보보호를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계충척 

프로토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CJ uster i ng은 북수의 샌서 노드룰 하나의 그룹으 

로 설정하고 이들 증 대표 노드를 선발하여 센서 그륨을 관리하는 계충적인 토폴로 

지 형성하는 기법이다‘ CJustering 구조률 통해 샌서 노드물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생서 노드들의 라이프 타임을 연장힐 수 있으며 생서 노드들의 라이프 

타임 연장은 결국 센서 네트워크의 수영연장으로 이어진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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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센서 망 구축 방법 

제 1 절 센서 방 관련 기술 

1. 무선통신의 기반기술 

가， 마이크로 센서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행의 센서 기술/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센서란 ‘대상에 대한 

정보률 인지하고j 이것율 불리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 신호로 변환하 

는 소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센서는 크게 불리센서와 과학센서로 나눌 수 았다. 

물리센서는 광， 전기， 자기， 열， 초읍파， 역학에 관련된 물리량을 계혹하는 것이고 

과학센서는 온도， 가스， 이온， 유기화합물， 냄새， 맛 퉁의 화학 성분의 양울 계측 

한다 그립 1과 2는 물리센서와 화학센서의 구조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이 11 • 」 ‘ l ‘’“" ~ν 1 
MM __ 꺼 ‘,'1 ; '1 

---",---' \ 

、\

”‘1 A '1 마~ '11 '11 - ‘"ι 압얻?’‘，"-pl‘'11 • :1 'Cl 1 
피얀 n 앤 g 야'1lt셔‘’‘ • '11 • • t!‘l ‘ ’‘ \1 L '"껴〔’ N k. ~dl ?o' '" - . ;; ‘ . , .. 1 

그립 6 물리센서의 구조 

- 22 -



‘;" ,'\ 
~， ,’ 

~r"'-

떤
 
] 

휩
 페
 ” 

@ 

이
이
 

C> 
I " ~ 

괴
 
이
 

사
‘
 

~) . 깅‘1" :!t냉 ... ft!' ‘ | 
fb, _ 십.Ilili 인 i예~’I !t~. s l '에 ~r‘ ~: '1 ’ 

그립 7 화학샌서의 구조 

그립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센서는 일상 생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용용법 

위가 매우 넓어 2000년 기준 전체 센서 산업의 시장규모는150 억 달러로 연간 6~7% 

정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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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8 센서의 응용엄위 

소형화， 지농화 및 무선화는 센서 시장의 요구를 따르는 기술 개발 동향이다 지능 

화는 컴퓨터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서 센서기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스마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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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림 9는 스마트 센서로의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j 편콰앓요짧1 :갑#S 
• 
흥 

1Il 

그립 9 ‘ 스마트 센서로의 발전과정 

소형화는 최근의 나노기술， 특히 MEMS(Mi croEl ectro~1ech i n i cal System)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기술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MEMS는 전기적 요소를 기계적 요소와 결 

합한 IC 부품 및 시스템으로 그 공정과정은 크게Bulk Micromachining , Surface 

Micromachining 빛 LIGA로 나눌수 았다 Bulk Micromachining은 membrane , beams , 

bridges , cavity퉁 3D 구조를 만률기 외하여 그림5와 같이 실리콘 기만의 많은 부 

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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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0. Bulk Micro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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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Surface Micromachining은 그립 11 과 같이 기판 표면에 움직이는 요소률 적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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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1 . Surface Micromachining 

니GA는 그립 12 와 같이 X 선 리소그래피률 이용 깊숙한 3D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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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2. Ll GA 

그립 13 은 UCLA에서 개발된 MEMS 자계센서를 l센트 동전크기와 비교한 것으로 지 

- 25 



하 30 미터아래의 미세한 물체의 움직입도 갑지 힐 수 있다. 센서의 무선화는 위치 

와 장소에 관계없이 생서를 설치 힐 수 있고 가격도 유선망에 비하여 가격도 저렴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SAW(Surface Acoustic Wave) 기술을 이용한 

JDT(lnterDigital Transducer) 센서는 소형화와 무선화률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그립 13. MEMS 자계센서 

나， 마이크로 센서 네트워크 

최근의 무선통신과 마이크로 전자공학 기술의 발전은 저 가격， 극소형의 센서들간 

의 네트워율 가능케 하고 있다. 샌서 네트워은 지농형 빌딩내의 환경 컨트롤， 생산 

공정 자통제어， 창고 물류관리， 영원에서의 물품/정보 관리 및 환자상태 원격갑지， 

지농형 교통시스템， 텔레메틱스 퉁 그 웅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무선망의 핵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 

(http://bwrc . eecs.berkeley)에서는 곡소형의 생서들간의 ad hoc 망인PicoRadi 。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UCLA에서는 초소형 환경감시용 영상센서 네트워인 

WINS(Wireless 1ntegrated Network Sensors) 에 대한 기반기술 및 인터넷 엑세스 플 

랫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http://wI'iW‘ janet . ucla . edu) 또 MlT 

Microsystems 기술연구소에서는 전력소비률 최소로하기 의한 척웅형의 센서네트워 

플랫폼인 j.lAMPS(Micro Adaptive Multi - domain Power a \Var Sensors)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 http: / /lvww-mt 1. m i t. edu) 이러한 생서 네트외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무선통신과 같이 물리충， 데이터 링크충， 네트씩충， 전송충， 웅용충 퉁으로 나누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센서 네트씩의 고 밀도 륙성 ， 저l 한척 전력원， 극한적 전따환 

경 동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A Survey on Sensor 

Networks , lan F. AkyiJdiz et a1. , IEEE Communication Magazine , Aug. 2002) 

- 26 -



센서 네트획 관련 핵심 기술 충 가장 충요한 요소는 저 전력 소비 기술로 이는 오 

래 지숙되는 소형의 전력원 개발뿐만 아니라 HW/SW의 혁신척 시스템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되고 있다 저 전력 HW 기술은 에너지 효율적인 물리계층의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915 MHz 빛 2. 4 GHz( 미국의 ISM 대역) 저 전력 CMOS 직접연 

환 라디오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UWB(Ultra Wideband) 무션 려디오 기술율 

이용한 소프트웨어 라디오 기술도 주요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럼 9는 

PicoRadi。의 구조도를 보여 주며 그럼 10은 실제로 제작된 UWB(Ultra Wideband) 무 

션 라디오 칩올 보여주고 있디 

그립 14. PicoRadi。의 구조 

그립 15. UWB(비 tra Wideband) 무선 라디오 정 

저 전력 SW 기술 증 가장 주묵 힐만한 것은 다중도약(Multihop) 내트씩킹 기술이 

다， 이 기술은 션파 전송 도충의 에너지 감쇄가 거리의 지수숭(거리n’ n=2~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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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다는 원리를 이용 그림 16 에서와 같이 하나의 긴 거리 천송경로률 이용하기보 

다는 여러 짧은 경로를 도악하여 전송한다는 개넙이다. 

Sour<e O 
Destination 

-‘~ 

O O 

그립 1 6. 다중도약(Mu1 tihop) 내트워 

실린더 파노라믹 영상은 영상기안의 가상 환경시스템에서 낼러 사용되고 있다 실 

세계로부터 실린더 따노라믹 영상을 생생하기 위해 삼각대 위에 고정된 카메라 률 

수명방향으로 회전 시켜 영상율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실린더 파 

노라익 영상율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률을 청렬해야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 

해 얻어진 영상틀은 운동시차(motion 며ra1 1 ax)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한 투영시 

점율 가지므로 2차원 투영변환만으로 각 화소의 운동율 나타냉 수 있다. 이 러한 영 

상들과 실린더는 그립 9 와 강은 기하학척 관계률 가지게 된다. 

2 무선네트워크의 전력효율 항상방법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다앙한 애풀리케이션에서 잠재력이 큰 기슐로 부상하고 있 

다- 이틀 네트워크는 제한된 천력 소스 및 기농성의 다수의 단순한 노드로구성되었 

지만， 그 효과는 개별 노드릎 합한 것보다 옐씬 크다- 하지만 자원 제한적인 노드 

를이용해서 고도로 역동척인 임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력소모， 견고 

성， 웅답성옳 적절히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샌서 네트워크 노드의 전력 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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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운 전송， 수신， 프로세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듀티 사이클 동작이 느리연 네트워크 웅탑이 느려지고 그러연 결과 

적으로 네트워크 혼잡이나 불안정이 야기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드 듀티 사이 

클과 시스뱀 레벨 성능율 적절히 절충하고 천력 효울을 높이면서 네트워크 견고성 

과 융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얄아보려고 한다 무선 롱신 장치의 전력소모 

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센서 네트워크 노드에서는 무선장치가 다른 어떤 

부품보다도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OdBm 출력의협대역 무션장치는 3V 전송(TX) 모 

드일 때 15mA률 1 수신 (RX) 모드일 때 5~15mA를 소모한다. 분산 스펙트럼 무선장치 

는 TX보다 RX얼 때 더 맙은 전류를 소모한다‘ 이러한 전류소모는 용량이시간당 

220mA가 되지 못하는 코인 썰 배터리흘 이용하는 센서 노드에는 과도한 것이다， 그 

러므로 배터 리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선장치가 꺼지는 시간을 되도록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임시적인 다중 흉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샌서가 연결성과 트래익 

전송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므로 긴 시간 동안 무선장치를 꺼놓는 것은 노드가 

패킷을 놓치거나 드롭 해야 하는 가능성을 높이므로 대항의 재전송이나 심지어 접 

속 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때킷을 잃거나 접숙을 실패하지 않으면서 배터리 전력 

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노드가 업력적인 방식으로 무선장치률 끄고 켜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프로토콜 스댁의MAC . 네트워크， 애풀리케이션 충에서 몇 가지 

설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서 MAC충 프로토콜 설계 

를 기반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가장 일반적인 망엽이 무선장치률 꺼서 수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드 A가 노드 B에서 노드 C로 돼킷이 전송되는 것을 인 

식한다연 노드 A가 자신의 천원옳 꺼서 자신을 향하지 않은 돼킷 수신 동안 에너지 

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노드가 꺼져 있는 시간은 패킷의 예상 션송 시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 기엽은 request-to-send/clear-to-send(RTS/CTS) 제어 패킷율이 

용하는 MAC 프로토콜에 적합하다 이들 패킷은 수신축 노드 lD와 데이터 왜킷 길이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인접 노드가 RTS/CTS 교환을 인지하고서 자신의 무선장 

치률 꺼야할지， 꺼야한다연 얼마나 오랫동안 꺼야힐지를 결정힐 수 있다， 하지만 

RTS/CTS률 이용하지 않는 ~1AC 프로토콜에서는 노드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무션장 

치를 꺼야힐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MAC충에서 전력을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무선장치가 주기적으로 슐컵 상태가 되고 수신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산 

시간이 짧율수록 더 많은 전력이 절약된다 이 기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노 

드와 슬립 빛 수신 일정을 교환해야 한다 또한 상호간의 슐럽-수신 일정에 따라 

룡신하기 위해서는 인접 노드들이 륙정한정도의 정확도로 클럭율 동기화해야 한다 

오늘날 하드웨어의 클럭 오차는 보통 10- 6이다 이는 11 일 동안에 l초의 오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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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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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Comparing Network Protocols 

노드의 얼안적인 수신-슬립 사이클에 비해 이 오차가작다고는 하더 라도 일정 불일 

치률 망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인접 노드 간에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 모든 노 

드의 술럽 시간을 길게 하면 전력을 더 많이 절약힐 수는 있으나 듀티 사이클이 짧 

아지므로 네트워크 웅답 숙도가 느려지고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포착 시간이 걸어진다‘ 웅답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업이 슬립 -수신 간격올 

아주 짧게 하는 것이다- 예흘 둘어 50퍼셈트 수신 충격 계수률 이용한다연 각각의 

노드가 l초 동안 수신하고 l초 동안 장잘 수 있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l 밀리 초로 

한다연 노드가 l 밀리 초 동안 수신하고 l 밀리 초 동안 슐럽 힘으로써 동일한 50퍼 

센트 듀티 사이클율 이용하더라도 노드가 웨이크업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l 천 

배 단축할 수 있다. 시간 간격울 줄이지 옷하게 하는 한계 요인이 추가척인 오버헤 

드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높은 처리 속도 때문에 션력소모가 중가하는 것이다 시 

간 간격이 앓아질수록 샌셔 노드 간에 더 엄격한 동기화률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 

면 시간 동기화를 위해서제어 왜킷 오버헤드를 더 자주 교환해야 하고 더 높은 속 

도의 신호를 작성하고 포착하기 위해 더 빠른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필요하다. 네트 

워크충 프로토콜에 기반해서 정혁울 절약하는 많은 예를 불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절천을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MAC충 디자인율 결합한다 예를 툴어 

30 -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ing) 갑은 반웅식 입시 루팅 알고리즘에서 

는 새로운 루트가일요힐 때마다 라우터 요청 해킷을 전송한다 그러연 네트워크 프 

로토콜이 인정 노드의 슬립-수신 일정과 루트 요청 견송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으 

묘로 반북적인 채시도률 거치지 압고 새로운 루트를 구축할 수 있어서 전력을 절약 

하고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네트워크총 프로토콜은 또한 각 투텅 노드가 유지 

하고 있는 인접 목혹을 이용해서 인접 노드의 일도률 예측힐 수 있으므로 ~lAC층의 

정의에 따라서 자신의 슬럽-수신 일정율 조절힐 수 있다. 노드 밀도가 높으연 인접 

한 더 많은 노드가 트래픽 루텅의 부담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명균격으로 각 노드 

가 접속이나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연서 더 건 시간 동안 술립 상태일수 있다 

애플러케이션 레벨 사양을 충분히 이해하연 더 효율적으로 전력옳 절약하는 네트워 

킹 전략을 구축할 수 있율 것이다. 실제로 이용되는 많은 애풀리케이션에서는 모든 

센서 노드가 배터리만올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건물 자통화 애풀 

리케이션에서는 통풍율제어하는 가연 용량(VAV) 장치에 연결된 노드가 VAV 장치 라 

인으로부터 천력옳 공급받올 수 있다， 센서 노드 간에 이종 분산 전력 자원을 활용 

하는 루팅 전략이 네트워크 견고성과 웅답 숙도를 저하시키지 않으연서 전반적인 

전력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척인 방법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원이 

제한척인 노드는 전력 자원이 용부한 노드에 비해서 낮은 듀티 사이콜로 작동시킬 

수 있다- 이등 저 천력 노드훌 네트워크의 끝점으로 이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에 

슬럽 상태가 되고 주기적으로 또는 이벤트에 따라서 웨이크업 하도혹 할 수 있다. 

일분에 일회 정도 샘플 데이터률 포착하는 저속 애풀리케이션올 위해서는 끝점 노 

드가 시간당 220mA 코인 배터 리생율 이용해 5년 이상 동작힐 수 있다 고천력 노드 

는 하우터로 통작하며 더 긴 시간 동안 수신 모드를 유지하연서 데이터를 포착해서 

끝점에서 다른 라우터로 데이터률 천달한다. 끝점은 라우터하고만 통신하면 되므로 

라우터를 중심으로 성형 토폴로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루 

팅하는 기본척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우터륭 메쉬 토폴로지로 연결해서 견고 

하고 용답성 빠른 네트워크를 구축힐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성형/메쉬 토 

폴로지룰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생서 네트워킹 문제률해결힐 수 있을 것이다-

3. 우선 비판 

POII'ercas t LLC사가 ‘CES2007’에서 선보인 무션 배터리 기술이 Phil ips Electronics 

N. V. 사가 올해 후반 출시할 컨슈머 디바이스에 척용될 예정이다 Philips사는 ’융 

후반 (우리의) 치1풍 대량 구매 고객 중 한 업체가 될 것’이라고 Powercast사의 부 

이
 



사장인 Kei lh Kressin 씨는 말했다. 이 업체의 Powercasler 및 Powerharvesler 모 

률은 RF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는 휴대폰 보다 작온 건슈머 디바이스률 최대 l 미터 

밖에서 배터 리 재충전 힐 수 있다고 한다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Powercasl는 RF 

에너지를 AAA 배터리의 악 철반 크기인 수신기 모률에 송신한다 한면 

Powerharvesler 수신기 모률은 Pi l tsburgh 통물원에서 실시된 무선 샌서 네트워크 

의 베타 테스트에서 Intel 1 i senso r사가 만든 무션 샌서 배터리 껍파트먼트를 사용 

하였으며 ， 배터리 수명을 기존의 120일 내에서 몇 년으로 늘렸다 두 가지 모률은 

’무선 샌서에서 3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된 천력 빔의 간혈적인 중단에도 불 

구하고 동물원의 온도와 습도 센서의 배터 리를 무선으로 100퍼생트 충전했다’고 

Kressin 씨는 말했다. 이 모률을 사용하게 됩 아직 밝혀지지 않은 Phi 1 ips사의 컨 

슈머 디바이스는 전 망항의 전력 비콘이 포함된다 이 제품은 약 l 미터 정도의 거 

리에서 재충전 힐 수 있다 한연，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방항 안테나가 

사용돼， 파워 비콘이 30피트 떨어진 곳에 설치힐 수 있었다. 

4. 무선 온도샌서 시스템 

공조를 보다 쾌적하게 컨트롤하기 위해 온도， 습도 둥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피스로 대표되는 것처럽 빈번하게 레이아웃 연경올 

하는 장소는 그 때마다 샌서률 최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랍칙하다. 또한 톱 

동의 대형 공간을 가진 건물에도 척절한 장소에 샌서를 설치힐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종전의 온습도 검출기에서는 배선의 제약이 있어 용이하게 회땅하는 우1치에 샌 

서를 설치하거나 위치률 변경힐 수 없었다 NTK 무선 센서 그럼 18 은 온습도 데이 

터률 무선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자기(생서 )의 배선이 벌요 없다 따라서 축정점을 

자유롭게 설정힐 수 있으며 유저의 설치에 대한 요구를 충혹시킬 수 있다. 또한 빌 

딩의 러뉴얼 공사에는 북잡한 재 배선공사가 일요 없어 공사기간의 단측이나 비용 

의 대폭척인 절감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인 쾌적 공초가 보다 현실 

화왼다 

가. 구성 

무선 샌서는 그림 2와 갈이 모기， 출력 유닛 ， 자기의 3점으로 하나의 시스랩을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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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8 우선 생서의 외관 

- 자기 

백금박막 온도 센서와 비가열형 세라믹 습도 센서률 내장하고 그 측정회로와 무선 

통신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치로 설정된 시간 간격마다( 3 0초~ 2분) 온습도 

데이터률 축정하여 모기에 무선 전송한다. 또한 표시 기능도 있어 온습도의 설정값 

율 입력힐 수도 있다. 설정값도 측정값과 마찬가지로 모기에무선 전송한다 자기는 

건전지로 동작시키기 때문에 무션으로 설치힐 수 있다. 설치장소의 선택지가 확대 

되어 많은 장소에서 사용힐 수 있다. 설치는 전용 설치판 외에 설치 상대가 절인 

경우에 자석에 의한 고정， 핀에 거는 등의 엉엉에서 선택 한다-

‘ 꿇합1: 1 
(:!'jc, 4α으1 *획 유닝 융 ‘ | 

기 - I - -
ε용 깨。19흐 

. 
. t ’ 

/ 
/ 、-/ 

|훨자기 CH-。 

t .. 펀XPI CH-l 

\ 
、

• 
、

/ --
“ |펠 '17 CH- 1S 

1 C~ ? I 으?이l 씌깨 1 6어으 

자기기 징승 까능 

온도 대 01터 

집'õi 슬드 에G 리 

그립 19 무선 샌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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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기 

자기에서 전송된 온습도 데이터(측정값， 설정값)률 수신하여 출력 유닛에 유선 션 

송한다 수신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표시기능율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출력 유닛 

모률러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표준 10m. 최대100 m )로 모기와 접속하여 사용한 

다. 전송된 데이터는 출력 유닛에서 아날로그 연환되어 온습도의 측정값， 설정값에 

대응하는 리니어 건앙율 출력한다. 출력은 DC 1 ~5V이며 각각 온도 o ~ 50 'C . 습도 

0~10()% RH에 상당한다. 이 아날로그전압출력을 공조기의 제어장치에 접속한다 출 

력 유닛의 천왼운AC 또는 DC 24V이며 모기에 의 전원 공급도하고 있다 

나. 자기진단 기능(알랍 기농) 

우선 센서는 자기진단 기농올 가지고 있으며 동작 이상이 발생했을 때 j 모기 및 자 

기는 각각 알랍의 표시를 하고 출력 유닛에서는 공초제어장치에 알랍 신호를 나타 

낸다. 시스템이 이상해졌을 때에 이 기능에 의하여 대체로 그 원인올 추정할 수 있 

어 에인티년스에 유효하다， 어떤 알랍도 정상 통착 복구l 후에 알랍 신호는 자통 해 

제된다-

- 센서알랍 

지시값이 측정범위를 일탈하거나 자기 내장의 온도 잊 습도 센서의 단션 둥이 발생 

하여 이상해졌을 때 센서 알람이 발생한다. 

- 배터리알랍 

자기의 배터리가 소모되어 전지 션압이 저하 되었율 때에 배터리 얄립이 되며 견지 

교환의시기률 알린다 

- 통신알랍 

어연 일정한 시간 내( 10분간)에 장해물에 의한 홍신 불랑이나 흔신 퉁의 원인에 

의하여 한 번도 모기와 자기가 정상으로 롱신힐 수 없었을 때에 알람이 발생한다-

다‘ 무션 센서의 사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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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의 모기로 자기는 최대 16대까지 사용힐 수 있다 따라서 모기를 설치한 장소에 

서 16개소의 온습도 축정 데이터를 집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에는 

미리 개별적으로10 념벼를 설정하므로 모기의 수신 데이터는 자기별로 식멸되며 출 

력 유닛에서도 각각에 대웅하는 출력이 개별척으로 나온다- 출력 수는 실제로 사용 

하는 자기의 대수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출력 유닛은 확장방식을 도입하여 출력 

수가 가연힐 수 있도룩 되어 있다( 1 대당 16출력의 유닛율 최대 4대까지 증설 가 

능)‘ 전송주파수는 모기， 자기 모두 딩 스위치로 주파수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 장 

소에 따라 40파중에서 선택힐 수 있다 근접하는 장소에서 북수의 무션 생서 시스 

템(모기，자기)을 이용하는 경우에 흔산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무선전파에 대하여 

무선설비를 개설하여 전파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쳐l신부 장관의 연 

허나 자격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 규정 되어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힐 수 있는 무선￡로서는 잘 알려져 있는 아마추어 무선이나 트랜시버 퉁의 미약 

전파 퉁이 있다 아마추어무선의 경우에는 개인의 무선실협이나 훈련의 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법상 상품에는 사용힐 수 없다 미약무선은 일반적으로 통선 

거리가 짧고 잡읍이나 혼신에 약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의 데이터 통신에는 부적 

합하다 한연 무션 센서 시스탬에 채용한 특정 소전력 무선은 공중선 전력이 10mW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시에서 100m 정도의 데이터 통신에는 충분히 실용힐 수 

있다‘ 또한 전파법에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지정기관의 중명이 밀요하기 

때문에 무션설비로서 적정한 품질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고 이 기술기준 척합 증명 

은 제조자(메이커 )가 받는 것이며 사용자(유저}는 연허나 자격울 취득할 띨요는 없 

고 간연하게 사용힐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혈 점은 일본 국내법에 기초한 제풍이 

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사용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표 3은 무선 센서의 우선 사 

양이다 

표 3 무선통신부의 사양 

4αJMHz다i 톡정 :전"' 더， 0 1 터 전.11 주파‘수 
전승 주짜수 ? <4IZ9 25oα.‘ 4 2.9 . 7J75MHl) 

슐 7 !~ 깅F-I’즐집 * 특 
쭈까수 ~~.l 4 0주파수 중어1서 선랙{스찍치 얻정 ) 

11:.신 훌혁 10 mW 01 하 

우섣 전숨 속도 2. 400bp. 

얻 즈앙식 M5K 앙여 

야
 써 



마 무선 생서의 특정과 용도 에 

무선 생서는 종전의 유선식 온습도 검출기와 비교힐 때 다음과같은 륙정을가지고 

있다 

*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배선공사가 필요 없다 
* 특정 소전력 무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송거리는 가시거리 약 100 m . 

* 1 대의 모기에 최대 10대의 자기를 접숙힐 수 있어 1개소에서 집중 관리할 수있 

다 

* 전송 주파수는 40가지 의 전환율 힐 수 있다 
* 혼신방지기능(캐리어센스)율 구비하고있다‘ 

* 일본 체신부 기술기준 척합 중영율 취득하고 있어 연허， 자격이 필요 없다. 

* 자기의 배터리는 교환이 용이한 단 3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고 전지 수명은 l 
년 이상이다 

무선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종전의 유선식 온습도 검출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언 사 

항이 해결되거나 또한 특정율 살린 새로운 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그 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 일반 공조 

사무실이나 공장 퉁에서 온습도 샌서는 벽이나 기퉁 퉁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거주자의 근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제나 쾌척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치장소가고정적이연레이아옷 연경에 대한 유연성 

이 저해된다 무션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센서에의 배선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 

주자의 가장 근방에 설치힐 수 있다 공장 동에서도 작업자의 쾌적성이나 제품의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공장의 라인 연경에도 용이하게 대용힐 수 

있다. 

- 대공간용 콩조 

최근에 돔 등의 대규모 공간을 가진 건물이 많아지고 있다 유선방식의 겁출기를 

사용하려면 설치조건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설치가 불연하다， 무선 센서는 배선읍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케이블 공사가 곤란한 장소에서도용이하게설치힐 수 있다. 

x 

ω
 



- 리뉴얼 공사 

빌딩의 리뉴얼 공사에서는 기설된 배선을 제거한 후에 신설 공사룰 하기 때문에 현 

장에 따라서는 북잡한 공사가 되거나 배선이 북잡하연 공사 미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선 센서는 생서에의 배선은 필요 없으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 

의 대폭적인 단측이 가능하며 리뉴얼과 동시에 무선의 자유도에서 최척의 제어가 

가능하여 쾌척 공간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바‘ 옵션 

출력 유닛과 접속하여 각 자기의 옹습도 축정값， 설정값의 표시나 알랍 정보를 확 

인힐 수 있는 핸디 타엽의 확인 모률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공죠기를 제어하고 

있는 경우에도 러얼타임에 각종 정보의 표시를 볼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간이 체크 

에 매우 유j호하다 또한 모기와 출력 유닛의 접속 케이블은 최대 100 m까지 연장힐 

수 있다. 

표 4 무선 센서의 기본 사앙 

온도걱정 엄의 (지키 ) 0- 50 'C ---' 
./ 

" 강을뼈토 zO.5t 
" c\ 른 늘 0 .1 'c 、‘ l 

슴도를잉 혈켜 l자기) Z스O 3-% 9O RQHι RH ‘ 、씻 정밑도 

’ 분야능 , % RH ‘ ’ 
은도생서 얀긍익악저앙씨 II 
슴도 센서 - ，가엄~;드 성서 ν 

용잉쳐특 긴각 30흐 1 느 2운 3문 중이서 산잊(스위.， 섣정) 

훌확('"기) 전앙슬럭 1- 5V I온도 0-50 'C 상딩)상 
(슴도 0-100% RH ~~) 

。·래 g를의 흩작 이상C 힐생앙용 "''it링으토 원ζf 

낼럼 간 ‘{ &g할립(션(서기 딛c... . 8~딩잊 I을'j ' 며) 앙 
야허킹 치기Eι 전지전앙O I .1f e.되 • 되AT) 
용싱 강할(의i O l터 '1 장싱으호 쿠 ~~싱1i"=f:. ~ε들 인) 

양캉 프A 
끼기l LC@” “’힘 ξ시( 흩션럭서은 * O링V' 야 터리 녕링) 
"" 해당~f는 ，;， ' 1 의 r 흰디 

(쩡상 h작으흐 름귀 * 0{; 종런은 지'"특 T셔) 

자기 딩 3 월g럭 전7.1 4꺼 

53일 
으기 AC24V :i: 10% 50/60Hz 

또는 OC24V= 10% 
( ~. 전쩌~. ov와 i역.?~ Ov능 긍흥) 

.，터 "1 수g(지'1 > 
악 1 갚{휴갇껴륙 간격을 1 느 P르 깅상잉여 암킹~I 전 XI 르 브용 상~아서 

^，흉훌‘ 11’ 
소~ J ~~(오기) 

24VA 이~，(v럭 유1〈흩 1 대 ~ -è-'ðr그 i- ií 대) 
훌~ ..s우 ... ~ F H 용걷 의 패 q각 12VA i:.2 

허용쭈외 조건 
은도 0 -50 1; 
슴도 10-90% RH 

시스영 엄태 모기 1μ외 시키(흐J 대 16대)이 의한 으 인용싱 동g도 셰찍 시스한 
훌경 우닛른 시기 Eν 징측 대수야 ~c.t 밑으 수§ 죠힌얘‘ Cr 

오기와용혁 
진용 .，이 lII .... ~악 해미!t ~OI ' 1i은 10m 

유닛3 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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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앙 

NTK 무션 센서는 아날로그로 출력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조제어장치에 그대로 설치 

힐 수 있어 종전품의 대체도 가능하다 또한 온도， 습도의 앙쪽 측정이 가능한 타 

입은 당사 제품 외에는 없으므로 큰 특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자기의 전지 수명 

이 1 년 이상으로 톱 클래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표 3에 무선 센서의 기본 사양 

을들었다 

5. 무선 샌서 네트워크 노드미들웨어 기술 

가 위치인식 기술 

무선 네트워크 내에서 무선 노드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다양한 웅용이 가능하다

특히 샌서 네트워크에서 무선 노드의 위치를 아는 것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률 이용 

한 서비스률 가능하게 힐 뿐만 아니라 노드에 탑재된 샌서률의 정보률 보다 다양하 

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센싱된 정보들은 그 위치가 없다연 대부분의 웅용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감지및 식별율 위한 target JocaJ izati on, target tracki ng의 

경우 생서 노드의 위치를 알고 있지 않으면 웅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웅용뿐 

만 아니라 메시 네트워크에서의 보다 빼르고 정확한 라우팅 및 안정왼 토폴로지 관 

리 알고러듬들은 대부분 노드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이 생서 네트 

워크에서 노드의 위치인식은 띨수척이다 위치인식 기법은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거리 기반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법들로 크게 분류된다‘ 측정 거리 기반의 

기영들은 노드들 사이에 센서 빛 RF 신호를 이용하여 실제 거리를 예측하고 이률 

이용하여 위치를 예축하는 기법이다 Range - ree 기업의 경우 상대적인 거리 차이 

나 기타 노드의 옴직임 동율 이용하여 위치룰 예측하는 기업이다 최근에는 정확도 

나 환경적인 제약조건 - 특히 앵커 (anchor) 노드(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노드)의 

수， 노드의 분포 동 때문에 거리 기반의 위치 인식이 주로 연구된다 이 외에도 

계산 주에률 기준으로 집중형 위치인식 기법과 분산 위치인식 기법으로 나핀다 집 

중형 위치인식 기볍의 경우 많은 통신량이 발생한다는 단점 ( network traffi c)을 가 

진 반면 싱크(sink ) 노드 및 서벼를 롱해 북잡한 연산율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률 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산 위치인식 기법의 경우， 주위 노드와의 통신율 

이용하여 각자가 위치인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클러스터 기반의 scalable 위치인 

식 혹은 자가 위치인식 기법이 이에 해당한다. 계산량을 주위에 떠뜨립으로써 단일 

노드의 계산량을 줄이고 노드의 추가/제거시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위치인식이 가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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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장접이 있지만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약 및 하드웨어의 한계로 복잡 

한 연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위치인식은 앵커 노드의 수， 네트워크의 분 

포 특성， 노드의 계산 능력 ， range measurement 특성 (RF RSSI , Acoustic ToA , UWB ‘ 

etc,), realt ime support , mobility 지원， 분산/집중 계산 기엉용의 요구조건에 의 

해 크게 그 기업이 결정된다 현재 연구중인 대부분의 기법률온 이러한 여러 요구 

조건들 중 일부 특정한 환경에서안 동작 가능하며， 조건이 충촉되지 뭇한 경우 정 

상적인 동작을 수행하지 못한다. 예툴 툴어 TJ사의 CC2431에 탑재된 위치인식 기업 

의 경우 RF RSSl 기반의 거리 측정， real-ti me support , 분산 기업 퉁에 초접이 맞 

추어진 기업으로 노드의 계산 농력을 위해 하드웨어로 디자인된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CC2431의 기법의 경우 3‘8개의 앵커 노드로부터의 정보가 있어야만 

동작이 가능하며 앵커 노드의 수가 많을수륙 정확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일 

반적으로 우|치인식은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ex 거리 측정 및 shortest path 

algorithm을 수행하는 단계l. 초기 위치 정보를 계산하는 단계， 그러고 refinement 

를 통해 위치플 보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위치인식의 입력 데이터는 크게 거 리 

정보， connec tivity , cluster 정보 퉁이 주률 이후며 대부분의 기엉들 역시 이 범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초기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refinemen t 단계는 실제로 각 

각의 알고러듭틀을 다르게 적용힐 수 있다 예를 들어 Mul ti-Iateration based 

Least Square MDS , SDP , MLE 용이 각각 초기 계산과 refinelDent에 모두 쓰일 수 있 

다 실 환경에 위치인식율 쩍용힐 경우 어떤 방법을 초기 계산에 사용하고， 어변 

방법을 refi nement에 적용하는 것이 COIDIDun i ca t i on cos t , ba ttery cos t , 

ca lculation cost , i terative cost , time cost 퉁융 최소화 할 것인가도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 

나 USN 데이터 쳐러 기술 

USN은 다앙한 지능형 센서를 이용하여 환경 모니터링， 구죠툴 모니터링， 켜1측， 군 

사용 섬잉 탐지‘ 정밀 농업， 지놓영 교통시스템 풍 다앙한 상황 인식 웅용 분야에 

적용철 수 있다. 다양한 웅용분야의 적용을 위하여 센서 네트워킹 기술 개발쁨 아 

니라， 융용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센서 선정 및 신호처리 알고리륨 개발， 특히 에 

너지와 자원이 한정된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에 쩍합 신호처리 기술 개발이 띨수적 

이라 힐 수 있다. 기존의 유선 샌서률 이용한 웅용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신호처 

리 알고리듬이 개발 활용되어 왔으나， USN에서는 선통적인 신호 처리 기술 외에도 

무선 샌서 네트워크의 특성 - 무선네트워크를 룡한 데이터 전달， 네트워크 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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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죠， 토폴로지)의 통적 변화‘ 에너지 및 자원제약 동 - 을 고려한 알고리틈을 개 

발하여야 한다， 

(1) USN 샌서 데이터 처리 기술 분류 

일반적인 신호처리 기술은 필터링 (LPF ， 8PF, HPF 둥) , 연환(FFT ， DCT 둥) 그러고 소 

스코딩과 같은 전통적인 신호처리 기술과 decision theory, estimation theory , 동 

적 필터링 퉁과 같은 통계적인 신호처리 기슬로 크게 나누어 철 수 있다， USN에서 

는 언급된 두 가지 신호처리 망식을 기반으로 무션 센서 네트워크에 최척화된 기술 

을 개발하며，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성율 기반으로 그립 20과 같이 크게 분류될 수 

있다 

Data 3C'QLι익nO!l 
l. rla띠 S’unpling 
2. Oma filterillg 

l:úorn1l1oα， proce..<;~1，g 
1. Deci잉cn fusion 
2 않p~ing data fu-;iOIl 

3.0ata ∞mpreSSlcn 

Cha,.,ol-a ‘,':are 끽;i~lal proces익-，g 
1.( 띠α1~lm여e비'" 
2. Cl13m>심 coding 

Collabon~õ\'e sien;ol procêS$ÙJ.g 
1. l'iode dma fμsio:‘: 
깅 Node decisk::1 fu~ol1 
3 . . ~며karion-~ifiC' art:'hiT，~t"ture 

그럽 20. USN 신호처리기술 

먼저， 샌서 레옐 신호처리 기술은 데이터 샘플링 및 웰터링 둥과 같이 센서 자체에 

서 이루어지는 신호처 리 기술이다‘ 

둘해， 북합 센서가 장착된 센서 노드에서 이루어지는 노드 레벨 신호 처리 기술은 

멀티 생서로부터의 데이터 융합(decision fusion , data fusion) 및 에너지 효율적 

인 무선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기술둥을 포함한다 

셋째 1 다수의 자식 센서 노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룹 레옐 신호 

처리 기술은 노드간의 분산 업업 신호처리률 위한 데이터 융합(node data fusion , 

node decision fusion) 빚 노드간 신호처리 아키텍처 관리 기술 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채낼의 륙성을 고려한 신호처리 기술은 노드 상호간 

의 채낼 륙성의 모엘링， 코딩 기술율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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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향 빛 이슈 

현재 무선 샌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실제 USN 응용 분야에 륙화원 신호처리기술 개발로， 환경 및 구조물 

모니터링， 군사용 또는 보안 목적의 감시정찰 분야 둥 응용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에 최적화된 신호처리 

기술로 에너지 효율적인 생서 네트워크 적용을 위한 데이터 압축 빛 융합 기술， 자 

원제약이 있는 샌서 네트워크의 효율적 자원 사용율 위한 분산 신호처리 그리고， 

신호처리 알고리듭의 센서 네트워크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최적화 디 

자인 둥이 연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1 무선 생서 네트워크에서의 샌서 신호처리의 

성능 향상율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MAC， 라우팅 ) 디자인 ， 토율로지 컨트롤과 같 

은 c ross-J aye r 디자인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다 토폴로지 컨트롤 기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이벤트 또는 표적 감지‘ 모니터링， 추적과 같응 폭넓은 웅용 

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웅용에서는 대량의 샌서 노드가 밀집해서 배치되기 때문 

에 계획척이고 또는 ad-hoc을 통해 관리 지역을 보장해야 한다 표적이나 이벤트가 

발생하연 다수 개의 생서틀이 서로 협력해서 표적의 인식， 분류， 융합 그러고 추척 

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프로세싱 동착을 롱해서 에너지 효융적인 통신율 

접점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data aggregation이 제안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 

(aggrega t i on)의 개념은 서로 상이한 생서 노드에서 수신되는 다수 개의 데이터 패 

킷을 때킷에 존재하는 redundancy에 따라 결합시키는 것이다‘ 아주 공간적으로 밀 

집왼 생서틀이 이벤트를 보고하연 이 패킷응 매우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며， 

하나의 중채핀 패킷으로 포워딩 노드에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송 꽤킷의 

이는 

수를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돌， idle listening, 중복된 전송， 에너지 소모 

동을 줄일 수 있다 현재 aggregation 구조는 크게 centra l i zed aggregat i on , 

tree- based aggregati on , stati c-cluster aggregation 그러고 dynamic-cluster 

aggregation으로 구분힐 수 있다， Centralized aggregation 에서는 모든 데이터 돼 

킷이 포워딩 노드나 수집 (aggregation) 노드 없이 싱크 노드까지 직접 전달되는 구 

조로서 싱크 노드가 데이터 수집율 수행한다 Tree- based aggregation에서는 포워 

딩 노드가 상이한 소스로부터 수신되는 다수 개의 데이터 패킷을 merge하여 수집왼 

(aggregated ) 데이터 왜킷을 싱크 노드로 전송하는 구조이다 Stati c-c 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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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on에서는 노드들이 정지된 그룹으로 구분되며， 초기 설정시 다수 개의 클 

러스터를 갖는다 각 클러스터는 하나의 클러스터 헤더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볍버 

노드로 구성된다 멤버 노드가 표적울 갑지하연， 뱀버들은 센싱 정보률 그들의 클 

러스터 헤더에 보고하며 클러스터 헤더가 수집왼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Dynamic-c luster aggregation에서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초기화 설정율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 수집은 이벤트가 발생힐 때 시작된다 센서가 표적을 감 

지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들 중에서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한다. 선출된 를러스터 

헤더는 로컬 수집을 수행하고 수집된 데이터 때킷율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샌서 노드들이 싱크 노드로부터 멀티홉에 우1 치하고 있거나 다중센서들이 동시 

에 이멘트를 셈싱하는 경우에 표적올 효율적ξ로 추적하기 위한 clustering 

topology controJ 기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static-clustering 기법에 

서 만일 c I us ter head가 동작을 하지 않융 경우에는 해당 클러스터 영역의 샌서망 

성능이 저하되거나 동작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율 보완하기 우1 하여 이벤트가 

발생될 때만 그 주연의 노드들로만 클러스터렁하는 동척 클러스터링 기법은 저전력 

이연서도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다중 표적을 효율적으로 추적을 힐 수 있다 동 

적 클러스터렁 기엽은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과제의 웅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지만 아칙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므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일요하 

다 

라 시각 통기화 기술 

샌서 네트워크의 웅용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기능으로 구분된 

다 

- 이벤트 인지 (event detec tion ) 샌서 노드의 륙정 이벤트에 대한 발생 감지 및 

보고 

주기적인 감시 (periodic measurements) : 센서 노드는 센싱한 값을 주기적으로 롱 

보하도록 설정될 수 있으며， 싱크로의 통보는 감치된 이벤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 

며 ， 통보 주기는 웅용 분야에 따라 다르게 지정 

- 추적 (tracki ng ) 이벤트 소스가 이동할 때 샌서 노드는 다른 노드와 협력하여 이 

를 추적 

이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의 웅용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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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시각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생서 노드가 갑지한 데이터를 전달힐 

때 노드는 정확한 시각 정보를 데이터에 포함해서 전달해야 이 정보률 필요로 하는 

노드， 혹은 싱크가 유용하게 가공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 여 

러 노드들로부터 같은 이벤트의 충북 감지 인식 j 기록왼 이벤트의 발생 순서 구분l 

이동체의 이통 속도 계산 퉁에 시각 정보는 기저 데이터가 된다 또한， 제한왼 에 

너지의 효율척인 휠용율 위해 노드가 스스로 동작율 중단하거나 시작하는 것율 주 

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노드틀 간의 통기화된 데이터 센성과 송수신을 위 

해 동착의 중단접과 시작접율 정하기 위하여 시각 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노드간 시각 통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샌서 네트워크 시각 동기 기술은 미국의 

UCLA에서 제안한 RBS , TPSN , Vanderbi l t 대학에서 처l안한 FTSP이 대표적인 시각 동 

기 기업들이다 최근에는 신뢰성 빛 내 결합성을 강는 동기 기법에 대한 연구가 휠 

발히 진행중이며. UCLA에서는 secure time synchronization service 기업을 제안하 

였고， UCB에서는 기존 통기 기법의 보안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FTSP률 개선하 

는 앙안율 제시하고 있다 또한， NCSU에서는 생서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시각 동기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6. 무선전력전송시스템(렉테나) 

무선전력전송 시스랩의 첩단 기술 ‘렉테나’로 무한에너지 공급받아 홉내트워크， 원 

격진료까지 다양한 사엽에 웅용가능 하다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파 

를 지속척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연’ 이노트론테크놀러지(대표이사 김영택)가 개발 

한 첨단 기술인 ’렉태나(무선전력전송 시스랩)’는 이른바 1품의 전지’ 이다‘ 렉테나 

는 공중파 중계기에서 발생되는 고주파 렉테나률 이용해 직류전류(DC)로 변환해 무 

선￡로 전력을 충전하는 신(新)기술이다‘ 지난 1968년 미국의 Peter Glaser박사가 

미래 에너지 자원의 한 형태인 우주 태양팡 발전개넙A로 제기되어진 기술로 국내 

에서는 이노트론테크놀러지가 최초로 상용화에 틀어갔다 렉테나는 1차전지로 불리 

는 1. 5V AA전지를 대신해 건전지가 률이가는 모든 제품에 전력을 공급해 긴급한 순 

간 전지를 교체해야 하거나 전지를 구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율 때 면리하게 대 

처힐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무선마우스키보드와 완구， 리모콘 퉁 전지가 사용되 

는 모든 제품에 전력발생용 주파수 발진기률 설치하게 되면 렉테나가 전력을 무선 

으로 전송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리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소지하 

고 있는 휴대폰의 배터 리에는 렉테나 접지코어률 이용해 무선충전을 힐 수 있다. 

륙히 국내에서는 ’무선전력 UWB칩과 무선충전 휴대폰 배터리‘ 무선천력 완구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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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컨’ 이 특허실용실안으로 퉁록되었고， 무선키보드와 마우스도 륙허 출원층이다 

전지 사용영역과 무선네트워크까지 무한한 사업영역 렉테나는 2차 전지 무선충전영 

역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웨이브 변조시스법과 AA배터리 사용영역인 무선전력송수신 

시스템에 모두 도입힐 수 있어 방대한 사엉영역을 자랑한다 마이크로 웨이브 연조 

시스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중계기를 통해 발생되는 팡대역대의 마이크로빌리파를 

수신해 직류 전력으로 연환해 통신기기의 배터리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전지 

lC칩을 사용하는 RFID분야와 각종 센서， 감지기 퉁에 사용되는 무선네트워크에 렉 

테나가 사용되면 마이크로 밀리끄}를 사용함에 따라 주파수 간섭이 없으며 많은 앙 

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고 설비비(소모비)와 원가를 절감힐 수 있는 장점을 가 

질 수 있게 된다 특히 현 전지 원가 구성비가 30% 로 절감될 수 있는 동 기존의 

전지에 사용되었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 큰 인 

기률 플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무선 충천 시스랩으로 활용해 펙테나는 소형이며 

박막으로 제조해 리모콘‘ 마우스 동에 쉽게 통합이 될 수 있도룩 했다‘ 륙히 가정 

용으로 사용될 때는 저전력 AA천지 사용체품인 러모건， 무선마우스， 키보드 1 역시 

계 뿐만 아니라 저용량 충전 배터리인 MP3와 휴대폰 등에 다앙하게 사용힐 수 있어 

홉네트워크도 가능힐 수 있게끔 한다. 가정에서는 소모성 전지가 될요없으므로 경 

제적이며 각종 홈 네트워크 기기와 연동해 사용힐 수 있케 했다 렉태나의 가장 큰 

장점은 건전지를 사용했던 모든 분야를 커버힐 수 있도륙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덕분에 휴대폰을 바무지 않고 기존 휴대폰에 간단한 칩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렉세나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힐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법은 펙 

테나와 배데리에 코어를 접합한 후 렉테나가 내장된 배터리를 휴대폰에 접합하기만 

하면 늘 100%충전왼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힐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RFID퉁 각종 

lD 식별에 비 접촉형의 lC카드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소모성이 있 

는 lC카드에 렉테나률 섬에 첩착하여 마이크로파로 카드 공간을 통해 전력을 송전 

하고j 펙테나로 수취하게 되면 재부천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원 문제률 해결힐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비쿼터스의 기반에 큰 도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각종 샌서에 필요한 전력 공급율 렉테나가 무선으로 공급힘으로서 센서에 

전지를 장착하는 불연을 체거힐 수 있게 된다 이노트론테크놀러지는 지난 2002년 

부터 렉테나 연구를 시작해 해앙대와 공동연구하고 24Ghz전파시협에 성공했다 이 

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렉테나를 PCT로 출원하연서 인정을 받고 5개 실용퉁 

록안에 통과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연구중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 

용화에 돌입힐 것을 대비해 저전력 lC칩 전원장치와 무선생서 전원장치， 저전력 전 

원장치를 구축힐 예정이다 이노트론테크놀러지의 김영택 대표이사는 ”정부의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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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즈 정책과 파급효과를 염두해 두고 RFLD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자원부가 지원하 

는 RFID산엄화 전략을 수립해 육성힐 계획’ 이라며 n제품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가 

치창출과 펙테나률 이용한 JC칩이 내장된 스마트 카드 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회사 

에서도 유영 기술이 될 것’ 이라고 설영했다 신기술력을 획특한 이노트론테크놀러 

지는 4 - 5년간의 기술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공모률 통한 사업 

에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렉테나는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보유사업 ’ 의 지원 

을 받기 위해 이미 그 전 단계인 연세대학교 창엄센터로부터 ’신기술 보유사업 ’ 인 

증을 받았고， 이는 산업자원부의 1 억원 가랑의 정부출자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노트론테크놀러지는 금융감톡원이 인정하는 전자공시 동록 

업체로 지난탈 동록해 안정척인 투자유치 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이노트론테크놀러 

지 관계자는”지난 6월말부터 인터넷 1차 공모툴 통해 10억원 규모로 투자유치 지원 

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2, 3차 투자유치 공모를 롱해 이노트론테크놀러지의 기술력 

을 윗받침해 줄 정예인원을 모집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노트론테크놀러지는 

2007년 추정 매출이익을 98억 이상으로 보고 있￡며 산출된 당기 순이익은 70억에 

달힐 것￡로 예상하고 있다. 

제 2 절 ZigBee 무선 네트워크 기술 

ZigBee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국내외 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홉 네트워크 및 자동 

화 분야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신 사업자률 중심으로 지그 

비 기안의 흠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 생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통신사 

업자의 환경관지1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SKT의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와 

환경관제 사업(그런넷)퉁에 지그비룰 활용한 솔루션율 이미 출시한 바 있다 지그 

비의 기술의 최대 장점은 수십 개 이상의 노드를 단일 네트워크로 구생하여 연러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있다‘ 지그비는 기술 표준은 단일 네트워크에 

최대 65 , 000 개 이상의 노드룰 수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수 백개 

이상의 네트워크 노드를 신뢰성 있게 제어힐 수 있다. 

1. ZigBee 기술 개요 

Zigbee 기술은 저가1 저전력의 빠른 데이터 전송 기술을 특정으로 잠재 고객틀 의 

주목을 받고 있다 IEEE에서 여 러 무선 표준들을 발표하고 있긴 하지 만， Zigbee는 

저천력소모， 시스템 구성의 저비용， 많은 네트워크 노드 수용， 단순한 프로토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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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을 륙정으로 무선샌서 및 제어분야에서 굳건한 자리률 차지힐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ZigBee Physical 표준규격인 lEEE 802.15.4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연 다융 

과 같다 아래 표는 IEEE 802 ‘ 15.4 표준에 정의된 주파수 대역에 따른 주요 륙정을 

보여준다. 

표 5 주파수 대역에 따른 주요 륙정 

구운 2.4 GHz 868 MHz 915 MHz 

Oata Rate 250 Kbps 20 Kbps 40 Kbps 

Channel 11 ...... 26channel 1 channel 10 channξl 

()SSS 32-chip PN codes 15-chip PN codes 

Chip Modu’ation 。-QPSK BPSK 

Symbol Rate 62 .5Ksym!s 20Ksym!s 40Ksym! s 

Chip Rate 2.0Mchips/s 300Kchips!s 600Kchips!s 

Sen‘ itivity -85 dBm 92 dBm 

RF linearity -10 dBm (lIP3), -4 dBm (Output P1dB) 

Transmit Power o dBm (lmW) 

Adjacent Channel / o dB / 

Rejection .... / 
Alternating 

노J 
30 dB " / 

Channel Rejection t 

f、

ZigBee/802.15.4의 가장 큰 특정은 저전력 소모이다- 초기 ZigBee칩의 동작시 전력 

소모는 대체로 30mA내외로 UWB의 전력 소모가 200m\\'. 무선랜의 전력 소모가 l lY정도 

입율 감안할 때 낮은 전력율 소모힘을 알 수 있다 ZigBee네트워크의 기기는 각각 

기능에 따라Full Function Device. Reduced function device 나뉘며 프로토콜 스택 

과 어플러케이션을 구현하는 프로파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가 ZigBee 기술 표준화 통항 

ZigBee Alliance 에서는lEEE 802.15.4의 Physical 규격율 기반으로 하여 보안， 네 

트워크 계충， 웅용 하위계층， 마케팅 그리고 세부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ZigBee All iance에는 5개의 Worki ng Group있다 각각은Marketing 

Working Group. Archi tecture Framework Working Group. Network lYorki ng Group. 

Qualification Working Group. Security \\'orking Group 이다 현재 ZigBee 

Alliance에는 전 세계적으로 2007fl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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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 Forum 이 결성되어 국내의 지그비 표준화 및 ZigBee All iance와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 표준화에 적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한국무선네트워크， ETRI , TIA , 전자부품연구원， 레이디오혈스， 퉁이 국내외 표준화 

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TIA에서는 지그비 호환성을 위한 국내업체간 지그비 호환 

성 테스트 행사를 지난 11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2006년 1월에 전세계 업체률 대상 

으로 하는 지그비 호환성 테스트인 ZigFest 행사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호환성 

테스트에 대한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그비 얼라이언스에는 이외에도 기 

존 표준의 보완 및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IEEE 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 

은 표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통신 및 가전 업체들이 개인용 

무선네트워크(WPAN: lY i re 1 ess Persona 1 Area Ne twork) 도입을 위한 표준화를 위해 

2004년 7월에 삼성전자， KT , 인텔코리아， ETRl 퉁 3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IYPAN에 

관한 프로젝트 그룹(PG304 )를 T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하에 구성해 휠통에 들 

어갔다. PG304에서는 802 . 15 ‘ 4b의 표준화 통항에 맞추어 국내에서 ZigBee 기술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해 최근 900MHz RFl D에 배정된 908 . 5 ‘ 914MHz 대역에서 ZigBee주파 

수 대역율 힐당 받기 위한 표준화 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2.4GHz 대역에 비해 통 

신거리 및 주파수 간섭으로부터 다소 여유가 있는900MHz 대역의 주파수 확보는 국 

내 ZigBee 기술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무션 홈 제어 네트워크에서 ZigBee 기술 

의 활용도를 높이고 홈 환경에 적합한 전파환경을 제공힐 것으로 기대된다. 

2. ZigBee 무선 자통화 시스템 

가， 웅용분야 

ZigBee 기술의 무선 네트워크을 이용하여 구현힐 수 있는 자동화 시스랩은 RFTAG를 

이용한 생산자동화 (Point of Productionl 과 RF 통신을 이용한 장비 제어 및 모니 

터링 퉁이 공장， 빌딩 자통화， 농장관리， 생산자동화， 창고관리， 원격검칭 퉁의 분 

야가 있다 ZigBee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별도의 유선 배션 없이도 일정 법위의 장 

비률 무선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설치성 빛 유지 

보수 측연에서의 연리합 때문에 기존 설비를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무선제어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살며보연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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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무선제어 적용 분야 

훈마 제때 쳐삐l스 내용 

져조 문0’ 
컨버101 Gi 일트재대/ 영신라민 ;<;1 동지|대. }이재증입관리， 

성싱쓸비 계대， 산업용 로못 제대 ， 용직기계 지l 어 

양하수도 
윷j숫장 찌|대， 히수처리지|대， 누수 모니터링 

배관 E휴식 모니 Ei 링 

물류싣엉 
몰훌 훌입한리 / 재고 관리” 융l역 ~~I 지l 대. 

반송리민 져|머 

멸딩 R용화 
온도/습도 계머， 공조지|어 ι 전등지1 대 ， 흘얻지|버， 

얼리버101 터 원걱제대 

!서 예트쩌크 
공기오염 모니터링 ， 원경감 ;<;1 모니터링， 수쉴 모니터링， 

교료l 모니터팅 ， 시멘트 잉설 모니터링 ， 시휴2. 1 티 센서 

원걱검덤 무신원쩍겸허， )11 링기 모니터링 

나‘ 기술적 요구사항 

무선 제어 시스템율 구현하는데 있어 웅용분야별 기술척 요구사항율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 시스렘에 대한 구현이 용이하고 현장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 

유지보수가용이힐 것 

- 무선제어의 신뢰성이 높울 것 

무선 제어 모률의 소형화 

중앙 시스랩과의 연동이 가농힐 것 

다양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지원힐 것 

- 제어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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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용분야별 기술적 요구사항 

구문 션업 및 공장 지동화 을류/흥고켠리 ~HI없f! 

서용의 펀리성 놈응 농응 농음 

셜치의 펀리성 ~~ 농응 농응 

톨선거리 Short to long Short to Long 5hort to Long 

머미터 현송속도 LowlMedium Low Low 

보인성 OH 부 농응 농응 매부 농응 

이동성 보통 니x 으- 나X 으다 

네트워크 신뢰성 매우 농응 매우 농응 매우 농응 

버트워크통쫓롯B f에esh I Tree Mesh I Tree Mesh I Tree 

없g.;:t호흰g 노-므- 보톨 보톨 

5taticjDynamic 윷윷롯R Stðtic Dynamic 5tatic 

다 무선 자통화 시스템을 위한 ZigBee Component 

지그비률 이용한 무선 자통화 시스랩 구현을 위해 필요한 ZigBee 의 주요 하드웨 

어 Component 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ZigBee 의 주요 하드웨어 Component 

구문 기능 -:.:영 

ZigBee 낯7 
zrgBee 모톨 및 FFDStack 내장 

Coord Inab:r 
너l 르뤄크 Mas호 .. ~ 프 라(TCP/lP， 유무선 암)와 면등 

지그비 네트워크 관리 

ZigBee 보 등 및 FFD 5tack 내장 
ZigBee 

Rout:er(톨신 흥겨1) l 
네 트뤄크 노드간 톨싣 흥겨| 

Rou홈" 장"1 와 연용하여 용작 (9arial 
inter f<ξt를〉 

ZigBee 모톨 및 RFD Stack 내장 

ZlgBee 
너1 트워코 딘얼 ~ 네트원코으1 최종 당앓 

End Oevlce 장비와 영동하며 를작ξier녕 1 

Inter f<εce) 

ZigBee Reader 네트펙크 Mεε다 .. -1 ZlgBee 모 률 및 FFD stack 벼 장 
。B 서버와 연동 

〈을류) 또는등 Rou뼈를r 
치그비 네트혀르 판리 

앓 
ZigBee 모를 및 RFD Stack 내장 

ZlgBee TAG 네트궈크 닫말 Actlve RF TAG 

배터리 기안 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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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웅용 사례 

(1) 공장 자동화 

기존 공장설비에 사용중인 생산설비 및 기타 장비률 지그비 무선통신과 110 정점 

제어를 통해 무선 제어 및 모니터링 lIO 접점을 위한 외부 입력장치는 푸시 버튼 

형태의 스위치，선택 스위치 또는 토글 스위치 퉁이 있다 하나의 ZigBee 

Coordinator 아래 수십캐의 Zi gBee Rou ter와 End device가 설치되어 신뢰성 있는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 가능 하다. ZigBee Router와 End device는 각각의 장바에 

Serial 로 연결되어 동작한다 노드의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하여 네트워크 확장성에 

대한 유연성이 높고， on-demand 라우텅 기능을 통해 신뢰성인 네트워크 경로가 설 

정됩으로써 공장 자동화 네트워크의 통신의 신뢰성을 눔일 수 있다 인터넷 또는 

C[써A 망 둥과의 연계를 통해 멸티 사이트를 단일 시스뱀을 통해 제어가 가능 하다-

~.Jt，1fo!~ .. 

liiiÌ 

’“‘，.，..~ 

• ..,; “~. ， 1! :J，μ ι ~ 
P:S‘otCr;r'~~’ 

“ 
，-‘.~야、i‘ 

l ‘ ;1JCkH (g-o-，J.~ ""'. ,.....- '''' ;~，...， • .a'I 'C‘·κ'" 

그립 21 공장 자동화 

(2) 생산 자동화 

생산자동화 분야에서는 지그비를 이용하여 공정별 생산량 집겨1. 특정 제품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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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 불량품 현황 퉁율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원재료 수급의 효율성과 재고 

관리의 효율성율 눔여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iF TCPIIP 더
 

. 
써
 ‘ 

w
센뼈
l
ι
 

… 

바
 

…빼
 뼈 
… 
뼈
 

…-“‘쩌
험

1ψ
 

l ' 
ι!. ::.I. ~ (，";너 

- :s:;; 

그립 22 생산 자동화 

(3) 빌딩자동화 

빌딩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온도 센서 퉁율 이용한 무선 난방제어， 조명 제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효옳성율 높일 수 있다‘ 무선통신율 이용한 을 통해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 힐 수 있으며 관제샌터에서 원격으로 빌딩을 제어함으로써 웅급상황 

대처 속도 및 에너지 효율 관리 동의 이접이 있다. 

(4) 농장 관리 

각종 센서를 농장의 주요위치에 설치하고 이를 모니티링 함으로써 비상상황에서 발 

생힐 수 있는 농장의 피해를 사건에 방지가 가능하다. 무선 난방 제어률 통해서는 

적절한 온도 유지 빛 에너지 소모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생산비용을 절갑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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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찬도쩔뺏@ 
"서이묘’;':':--1-잉~ ~ ， ‘ f 닝샤 l'’1..:. 

'i 닝. -.t '_ ~ '<t:‘ ι ‘ ”’ '\,;i_ 느，11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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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Be.:’ F 에 ':: - S~1S ，，- ~~ 

“ ^< ‘ '. -ι -;; ..:t. ν ì. -., 

그립 23. 농장 관리 

( 5 ) 무선 원격 검침 자동화 

'. fJ 

원격겸침 분야에서 지그비를 적용하연 검침 자통화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 파악， 시 

간대별 사용량 분석 ， 지역별 사용량 분석 퉁을 통해 전기， 수도， 난방 등에 대한 관 

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별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검침 비용 축연에서도무선 원격검칩율 통해 방문 검칩 등에 

비해 비용을 절감 아래 그립은 검칩분야에 지그비를 적용한 무섣 원격검칩 시스템 

의 구성을 보여준다 

• 

2<jlεe 

2""" 아’R. Rea.:b" 

Z~ Dal:a CoUeda 

같 ↑----- 圓<

:i 'f-‘~ 
AMR Center 

그림 24. 무선 원격검섬 시스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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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선 창고관리 자동화 

창고 및 자재 관리 분야에서는 지그비를 이용하여 TAG 및 Reader 률 구성하여 실시 

간 자째관리와 자재의 출입 이력 관리가 가농하다 원자재 관리의 경우 입고 이력 

동에 대한 자동관리가 지원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자재가 폐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생산비용올 쓸일 수 있율 뿐만 아니라 입고 이력에 따라 자재 출고를 관리함으 

로써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높얼 수 있다 

출입문 

嘴끓 
‘ ‘ ‘ 

’ Zi멍ee TAG) 

Reader 

그립 25 무선 창고판러 시스템 

(7) 무선 환경관제 자동화 

무선통신과 생서를 통합한 무션 환경관제 시스템 구현한다 무션 환경관제 서비스 

를 흥해 실시간 환경관제 및 왼격지 환경관제가 가능하다 오염왼 발생시 신숙한 

대웅이 가놓하고 굴뚝 원격감시， 상수왼 오염관제， 대기오염 관제 동의 분야에 적 

용가능하다 

% 

며
 



~ 
꾀
 
니
 

J 

’ R 

/‘ 

환경관제센터 

ZlgBee T COMA/ PCS 

(~셔이미터 정용기) 

CDMA/ PCS 

긴gBee + 션셔 

i 훌 COMA/PCS 뀐 책짧%f없젊 ‘ 흩빼 Z빙않 + 샌서 

그립 26. 무션 환경관제 시스템 

3 ‘ ZigBee 근거리 무선생서 네트워크의대안 

아직까지도 상당수 엔지나어률은 lEEE 802 .1 5.4 무선 규격을 따르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표준인 지그비 (ZigBee)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T1의 글로벌 비죠니스 개 

발 사업부 그레이엄 마틴 ( Graharn Martin) 매니저는 ’다른 제조업체 제품과 호환되 

며 통시에 확장된 무선 네트워크 표준이 필요한 경우 지그비는 매우 유용한 솔루션 

이 될 수 있다 n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마틴 매니저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무션 

통신 기술은 모두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이 비표준 ‘ Point-to-Point ’ 무선 시 

스템이나 간단한 네트워킹이며 i 두 번째 방법이 JEEE 802. 15. 4 표준의 무선 네트워 

크이다 마지막으로 lEEE 802.15. 4 기반의 지그비 프로토콜이 있다 이중 지그비는 

최상의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이지만， 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T1는 지그비 기반의 무션 네트워크 환경율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 

보드 및 키트를 제공한다 이 개발 때키지 키트에는 엔지니어틀을 위한 5개 데모 

보드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툴. 6개월간의 트례이닝 ， 기술 지원 퉁이 포함왼 

다 그레이엄 마틴 매니저는 ’우리는 고객들에케 이 개발 보드와 통일한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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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개발할 것을 추천한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이 보드로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뚱한 고객들은 다앙한 제품율 디자인율 위해 TI 의 

협력업체들로부터 공급되는 다앙한 모률들을 이용할 수 있다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ZigBee로 모든 통신 애풀리케이션을 구현힐 수는 없다 디자이너는 애 

플러케이션에 따라 지그비 트랜시버의 메시， 트리 또는 선형 토포롤치를 경정해야 

한다 이후 무선 반경 ， 배터리 수명， 통신 대기시간， 기타 기준을 정하게 된다. 실 

리콘 래버러토리스의 게리 프란조사(Gary Franzosa) 마케팅 매니저는 ”종종 고객틀 

은 무션 애플러케이션 개발을 위한 멸요조건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우 

리는 지그비나 기타 무선 기술의 구현을 위해 어떤 도움을 출 수 있는지 설명하고， 

고객률이 요구사항틀을 결정하는데 도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 랩의 개 

발 키트는 마이크로컨트롤려(κU) , 무선 트랜시버， USB 포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이 벌요로 하는 모든 것을 대부분 제공한다， 게리 프란조사 매나저는 ’이 개발 

키트는 데모 펌웨어룰 프리로드하연， 키트를 PC에 연결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선택하고， 몇 가지 생서 측정을 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읍에 해당 

애플러케이션을 위해 개발왼 코드가 프로그래밍왼 MCU를 ‘러플래시 (Reflash) ’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개발 키트에는 엔지니어가 라이션스나 로열티 지불하지 않고 

사용힐 수 있는 지그바 스택이 있다 하지만 이 스택은 실리콘 랩의 MCU에서안 동 

작한다 이 회사는 일반802.15.4와 호환되는 키트도 제공하고 있다 게러 프란조사 

매나저는 ’이 개발 키트의 가장 흉미로운 접은 802.15.4 무선 통신의 문제률 쉽게 

해결힐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두 가지 문제점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엔지니어틀이 당변하는 두 가지 어 려움이 바로 전 

력과 배치다. Digi InternationaJ 의 조엘 영 (Joel Young) R&D 부사장 겸 최고기술 

책입자(CT이는 ’가령 유선 온도 센서에는 항상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 

주 측정해야 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유선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전 

송해왔던 것율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인 지그바로 대체하연， 배터리의 수명이 문제 

가 휠 수 있다 ”고 말했다 사실 센서는 몇 분마다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양다 

두 번째 문제인 배치는 지그바로 네트워크를 구현힐 때 어디에 무션을 설치힐지 결 

정하는 것이다. 조옐 영 CTO는 ”따라서 네트워크의 구성을 결정하기 전에 지그비 

신호가 건물 벽이나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통과하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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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언급한 온도 샌서 네트워크의 경우 x분마다 온도률 채크하지만 y.C 연 

화가 갑지될 때까지 그 결과는 전송되지 않는다. 따라서 션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는 지능적으로 MCU가 센서를 제어해야 한다. 특히 온도 연화를 모니터렁하려연 서 

버 또는 데이터 수집 포인터에 이러한 인텔리천스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몇몇 무 

션 샌서 네트워크 시스템온 특정 요구사항을 만촉시켜야 하는데， 조엘 영 cro에 따 

르연 화학물질 탱크의 압력윷 모니터링할 경우 지그비와 90a~Hz XTend , WiFi 우선 

장치를 결합시켜 탱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무선 센서 시스템이 이러한 고성능을 멜요로 하는 것은 아나다， 아나로그 디 

바이스의 ADF7020 트랜시버 칩율 사용하면 1GHz 미만으로 통작하는 무선 통신 시스 

댐을 개발할 수 있다 아나로그 디바이스의 오스틴 하니 (Austin Harney) 트랜시버 

제품 선임 엔지니어는 ’우선 디자이너는 사용하려는 무션 통신 시스템이 어땐 곳에 

서 동작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선택한 거의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ADF7020은 433MHz, 86에Hz ， 9 1 5째z에서 모두 동작한다 따라 

서 디자이너는 팡엄위한 지역에서 이용힐 수 있다 l GHz 미만으로 동작할 때， 엔지 

니어는 통신 안경을 넓히거나 노이즈 마진을 높여 제한왼 주파수 대역을 죠절할 수 

있다 ADF7020은 l 마일 이하에서 동작하는 수백 kbits /sec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펠 

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오스틴 하니 션임 엔지니어는 ’샌서 데이터로 겨우 

몇 byte만 전숭한다연 큰 대역폭이 필요 없다 데이터 전송속도에 따라 러시버의 

강도는 연화한다‘ 리시버의 강도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절반씩 낮아질 때마다 2dB 

정도 항상된다 1kbits /sec의 속도로 ADF7020 기반의 무션 통신 애플러케이션이 

lkbits/sec의 속도로 통착하연 - 123dBm 감도를 얻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아나로그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평가 보드는 엔지니어가 무선 네트워크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명가 보드는 로드셀， 팡센서， 온도 샌서 및 가욱도계 애플러케 

이션의 샘플올 제공하며， 무선 네트워크를 구촉을 위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 

토콜인 ADl i smL1NK도 제공된다 

4. ZigBee 를 이용한 무선센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제어용 센서 네트워크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유선 빛 독자적인 무 

선 구현 기술들이 발표된 지 이미 수 년이 지났다. 하지만 각 기술틀이 채택되는 

앙상은 달랐다. 유선 기술은 구현의 간연합과 낮은 원가라는 장점 때문에 팡법위하 

게 사용돼 왔지만， 독자적인 우선 네트워크 기술은 몇몇 틈새 애플러케이션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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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몇 년간 무션롱신 표준기슐에 기안한 슐후 

션이 동장하연서 무선 기술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급격하게 바뷔었다. 표준 기반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상호 운용성의 보장이다 낮온 데이터 전송속도. 

긴 배터리 사용수영 및 보안 내트워킹이 필요한 애플라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lEEE802.15 . 4와 지그비 퉁의 새로훈 표준 기술의 출연으로 샌서 네트워크용 무선 

기술에 대한 시장의 인식도 달라졌다 시장은 아씩 초기 단계이지만 이 기술에 대 

한 관심이 세계척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항후 이 기술은 광범위하게 채 

택훨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루스와 무선LAN 동 기존 표준 무선기술에 기반한 슐루 

션틀과 마찬가지로 이틀 기술이 성장하는 데에는 시장이 수용할 만한 가격에 롱합 

칩 솔루션이 공급되느냐 여부가 핵심 관건이 쉴 것으로 보인다. 무선 표준이 새롱게 

퉁장할 때마다 다뤄지는 l 차， 2차 이슈는 일관성을 나타낸다- 시 장 요구사항율 고 

려힐 때 (센서 내트워크에서 디바이스 간 홍신의) I차척으로는 원가와 성능， 그리 

고 품질이 거론되는 경항이 있고， 2차로는 전력 및 보안 문제가 다뤄지곤 한다. 대 

표척인 예로 휴대폰 네트워크의 전개과정융 틀 수 있다. 우션， 시장에서 I차 요구 

사항을다룰 때에는 단말기의 전력소비가 제품의 주요 륙성으로 부각됐으며， 그 다 

용이 보안성이었다 이에 반해 무선 생서 네트워크의 상위 4가지 이슈는 원가， 전 

송시간， 간섭 - 환경 및 보안 순이다. 

가. 원가 

1 EEE802. 15. 4 와 지그비의 경우 로우엔드 제풍용 입계 가격은 MCU, 송수신기 ， 온칩 

메모리로 구성되는 싱글 칩 솔루션이 2 달러 미만이 훨 것이다 이 가격 요건이 충 

촉되는 시접이 대듀모 무선 생서 네트워크률 대량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접이 

며. 이 가격에서 많은 애플라케이션틀이 유선보다 무선 제어롤 선택하게 될 것이 

다.무선 MCU 원가의 핵심 요인은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다. 센서 네트워크 및 관련 

제품의 개발자들은 다앙한 애플러케이션 요건을 충촉하는 최척화된 메모리 풋프린 

트의 다앙한 칩 제풀이나 무선 MCU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률 기대힐 것이다. 마찬 

가지로 게이트 제품， 고금 지그비 프로( ZigBee-Pr이의 써드파티 네트워크 레이어 

개발 및 지원 둥 대형 애플러케이션 개발을 위한 요건롤은 훨씬 큰 메모러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뭇하는데 ， 몇몇 경우에는 250kbyte보다 커야 힐 때도 있다 

나 전송시간 

p 

ι
 



성농과 품질， 전력소비， 간섭 둥의 특성에 중대한 영항을 끼치연서도 때로 간과되 

기 쉬운 이슈가 데이터 왜킷의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든 무션 생서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핵심척인 륙성은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과 배터리 수영의 연장이다 데 

이터 선송의 신뢰성은 돼킷 크기를 실제로 작게 하는 방업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돼킷 크기가 작아지연 간섭이 있는 상황에서도 패킷이 올바로 전송월 확 

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배터리 수명은 전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무선 ’ ON ’ 구 

간을 최소화하는 밤법으로 늘릴 수 있다 왜키지 크기의 소형화와 간혈적인 전송 

모두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요 목표률 충촉했다고 하더라도 실 

제로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힐 때 겪게 되는 공통적인 수 많은 과제률은 여전히 

존재한다.전송하기 선에 갑지한 데이터를 압축하연 선송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 

다， 또한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디지렬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은 데 

이터 크기와 전송 주파수률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슐루션의 

일부분으로 데이터 압축용 32bit RlSC CPU를 사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다 간섭 및 환경 

네트워크 구현 시 블루투스나 무선LAN 동 다른 무선기술의 간섭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블루루스는 데이터 전송에 채널 호핑 기술융 사용한다 일 

반척으로 이것은 무선 생서 네트워크에 단지 일시척인 간섭만을 초래힐 뿐이다 

IEEE802.15.4나 지그비 기반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자동 재션송 시도 기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척으로 블루투스의 간섭 영항이 문제되지 않는다 간혈적 선송율 

사용하는 생서 네트워크와 주파수 호핑율 사용하는 블루푸스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 

가지로 돼킷이 충돌힐 가능성은 낮다 무선LAN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깨끗한 

RF 채낼율 기다리는 방식의 충톨 회피 기술율 활용함으로써 IEEE802.15.4와 시간 

및 주파수 모우에서 공존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무션LAN 상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이 폭주하연 설제로 간섭 상태가 지축되는 무선센서 내트워크에 RF 채널 공급이 사 

실상 제한된다 해결책은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다른 채널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것 

은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가 가장 깨뭇한 채낼을 찾기 위해 구통훨 때 지능형 채낼 

스캔을 실행하는 방법인데， 네트워크률 교대 채널에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만큼이 

나 간단하다. 

- 58 -



r- ιa녕---

경드g영E 

를μj 

‘셔 ‘.U‘a 

그림 27 메시 네트워크 

건물의 형태도 RF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절근 콘크리트 바닥이나 석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재료는 감쇠 및 다중경로 페이딩이 높게 발생한다 마찬가지 

로 사람이나 기계의 옴직업 역시 특정 위치에서의 선호 레엘에 영향율 미친다‘ 무 

선 MCU JN5J3x 풍의 디바이스로 구현힐 수 있는 렁크버짓(Li nk Budget)은 실내의 

경우 20~40m 법위가 일반적이다， 링크 버짖율 대폭 높이기 위해 고출력 고감도 모 

률을 사용하거나， 또는 메시 네트워크에 라우터 노드를 추가로 사용하여 특정 장애 

물을 통과하도록 설치합으로써 서로 다른 건물 환경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인구 과밀 네트워크의 경우， 이련 이슈틀을 알아채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라우팅 노드가 공급휠 것이다，사전 사이트 조사 및 시스럼 진단을 롱해 네 

트워크 구측과 관련된 난제틀율 완화힐 수도 있다， 돼킷 오류올 테스트와 링크 품 

질 측정을 지원하는 평가 키트률 활용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 환경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앙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RF 채널이 가장 깨뭇한지를 식멸하거나. 

때킷 오류율율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패킷 전송 크기가 얼마인지률 식멸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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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문제 

1EEE802. 15.4 표준은 이전의 다른 무선 네트워크가 겪었언 보안 문제툴 거율 삼아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률 보호하기 위한 른튼한 알고리즘을 채댁하고 있다. 128bit 

키 길이의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채택하여 상용 애플러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해킹 방지 및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했다 하드웨어 암호화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률 최소화하고 고속 암호화 및 해톡 처리가 가농하다- 이것은 

동작하는 시간(동작 시 센서 노드는 최대 천력 소비)이 가급적 최단 시간이어야 하 

는 센서 노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용 하드웨어 암호화 프로세서가 더 나 

온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AES 보안응 소프트웨어로도 구현이 가농하다는 장점율 

제공한다 애플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AES 암호화 프로세서에 액셰스 할 수 있으연 

눔은 수준의 보얀 메커나츰옳 구현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1EEE802.15.4 /지 

그비 무선생서 네트워크가 대규모로 채택되기 위한 핵심 관건은 불과 2달러 정도의 

쩌렴한 가격대률 충촉하는 슐루션에， 앞서 설명한 내용 충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다 가격이 2달러도 채 안 되는 섬을 사용하는 져가 라우터의 

공급은 대형 네트워크의 원가률 철감하는 데 엄청난 도용이 될 것이 툴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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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4 자 견로 ζ그 E르 '-

본 보고서에서는 네트워크와 안천 DB 기반 원걷기기의 원격 케어 시스템 개발 과 

제 I 차년도 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제의 중심 기술 증 하나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걷기기 감시용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방엄을 개발하연서 이에 필요한 무션 

샌서의 종류，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 망법 및 용용 분야 j 고리고 기술 통항에 대하 

여 언급하였다 

무섣 센서 네트워크는 항후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감시 진단 기술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래 국가 발전율 위한 핵심 기술에 포힘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샌서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원천 기슐 개발이 수행되어 상 

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왼천 기술 보다는 융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무션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왼 기술은 센셔 기술. RF 기술. 집척 기술， 무선 네트 

워크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 매우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합하고 있으며， 이 

러한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원펀 기술과 융용 기술이 통시에 연구 개발되어야 힐 

것이다 

- 6 1 -



제 5 장 잠고문헌 

1. 1. F. Akyildiz. W. Su. Y. Sankarasubamaniam. and E. Cayirci. “ Survey on 

Sensor Networks. n IEEE Communicat i ons Magaz i ne. Aug. 2002. 

2. W. Ye. J ‘ Heidemann. and D. Estrin. ‘ edium access control with 

coordinated adaptive sleeping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EEE/A에 

Transaction on Networking. Volumel2, Issue3. pp. 493-506. June 2004 

3. A. Cerpa and D. Estrin. “ SCENT: Adaptive Self-Configuring Sensor Networks 

Topolog ies, "Proc. [EEE INFOCO씨. June 2002. 

4. Y. Xu. J. HeidemaM. and D. Estrin. "eography- Informed Energy 

Conservation for Ad Hoc Routing." Proc. A애!l EEE In t' Con f. Mobile 

Computing and Networking (MOBIC때). pp. 70-84. Jul y 2001 

5. B. Chen. K. Jamieson . H. Balakrishnan. and R. Morris . ’‘pan: An 

Energy-Efficient Coordination Algo ri thm for Topology Maintenance in Ad 

Hoc Wireless Networks. 개대 Wireless Ne tworks. vol . 8. no. 5. Sept. 2002 

6. IEEE Standard for Part 15. 4 : Wireless 써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 Rate Wire 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 lEEE - 2003. 

7. Y. Ossama and F. Sonia. "EED : A Hybrid. Energy-Efficient. Dislributed 

Clustering Approach for Ad Hoc Sensor Ne t \lorks. "IEEE TRANSACTION ON MOBILE 

COMPUTING. Volume 3. No.4. PP.366- 3790CT.-DEC. 2004. 

8. C. Zhou and K. Bhaskar. “。ca 1 i zed topo 1 ogy genera t i on mechan i sms f or 

wi reless sensor networks. n Global Telecomm니nications Conference. 

2003(GLOBECOM ’ 03) , Vo lume 3. pp. 1269-1273. Dec. 2003 

9. Zigbee Alliance Document 053474r06 Zigbee Specification 1.0. Dec. 2004 . 

10. S. Basagni , "istributed Clustering Algori thm for Ad-Hoc Net l<orks" Proc. 

Int ’ Symp. Parallel Architectures. Algorithms. and Networks (I -SPAN). 

1999 

11. M. Chatterjee. S.K. Das. and D. Turgut. ‘'CA: A Weighted Clustering 

Algorithm for Mobile Ad Hoc Ne t l<orks. "Cluster Computing. pp.193- 204. 

2002 

- 62 -



12. Xiang Ji and Honguuan Zha, "Sensor Positioning in Wireless Ad-hoc Sensor‘ 

Networks Using Mul tidimensional Scal ing," IEEE lNFOC~I ， 2004 

13 Jose A. Costa, Neal Patwari , and Alfred O. Hero 111 , “ Distributed 

MultidimensionaJ Scaling with Adaptive Weighting for Node Localization in 

Sensor Networks , " A<RI Transactions on Sensor Net\wrks‘ June 2004 

14. Neal Patwari ’ Joshua N. Ash , Spyros Kyperountas , AI fred O. Hero 111 , 

Randolph L. Moses , and Neiyer S. CorreaJ , “ Loca t i ng the Nodes 

Co。야rat i ve Localiz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EEE Signal 

Processing Magazine, July 2005 

15. David Taubenheim et al. , "Dislributed Radiolocation Hardware Core for 

1EEE 802.1 5.4," Motorola Labs , 2005. 

16. Neal Patwari et al. , "Relative Location Estima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1EEE Trans. on Signal Processing, Aug. 2003‘ 

17. L. Gu, D. Jia, P. Vica i re , T. Yan, L. Luo, A. Tirumala, Q. Cao, T. He, J. 

Stankovic , T. Abdelzaher, and B. Krogh , “Li ghtweight De tection and 

Classification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in Realistic Environments ," 

SenSys ’ 05 , Nov. 2005 

18. Dan Li Wong, K. D. Yu Hen Hu Sayeed, A.M. “De tection, Classi fication , and 

Tracking of Targets , ’ Signal Processing Magazine, lEEE, Mar. 2002 

19‘ Richard Szel i ski , ’ 1mage ~Iosaicing for Tele-Reality Applications , ’ 

Cambridge Research Lab , Technical Report , May, 1994. 

20. ZDNET. "Zi gBee: Wireless Technology for Low-Power SenSOI' Networks , Gary 

Legg 

/ 

63 -



서 지 정 보 

수행기관보고서 변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밴호 INIS 주제코드 

KAERII AR - 7 89/2007 

제옥 l 부제 우선 샌서 망 구축 기술 현황 분석 

연구책임자 및 
김재희 (원진기기상태감시진단랩) 

부서명(주저자) 

연구자 및 부서명 전형성，이재철，최유락 (원전기기상태감시진단랩)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갇행년 2007. 12 

패이지 63 P 도 표 있옹( v ). 없음( 크기 27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V ). 내외비( ),- 급비밀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되기관 과학기술부 계약 변호 

초룩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둥급 기기 원격 검사 분야에 우선 샌서 기술의 도입 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는 “원선기기 원격 케어 시스댐 개발” 파제와 관련하여 무선 센서 분야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샌서 앙 구축 망업과 험항， 지그벼 무선 네트워크 기숭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샌서 앙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보안과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한 기술적 내용도 

기슐하고 있디 ‘ 

최근 두킥올 나타내늠 에너지 자급 기술은 차기 보고서얘서 다루기 호 한다 

주제영 키 위 드 
원격검사， 우선샌서 ， 센서 앙， 지그비 ， 에 너지 자긍 

(10단어내외) 

서 지 정 보 

수행기관보고서변호 | 위탁기관보고서번호 

KAERl/ AR - 7 89/2007 

INIS 주제코드 

제복 l 부제 우선 센서 망 구축 기술 현황 분석 

및
재

-
뼈
 

자
저
 
-
부
 

임
견
-
및
 

팩
얘
-
자
 

연
우
 

연
 

김재희 (원전기기상태감시진단랩) 

출 판 지 대전 

왜이지 63 p. 

전형섭，이재철，최유락 (원전기기상태감사진단랩) 

땅행기관 ! 국원자력연구원 ! 방햇년 2007. 12 
~ ι---

도 표 있옹( v ). 없음( ) I 크 기 27 Cm. 

연구위띄기판 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초록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둥급 기기 원격 검사 분야에 우선 샌서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왼선기기 원격 케어 시스댐 개방” 과제와 관련하여 무선 센서 분야 

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샌서 망 구쭉 망업과 혐의t. 지그비 무선 네트워크 기슐 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센서 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보안과 전력 소벼 문제에 대한 기술적 내용도 

기술하고 있디’· 

최근 두킥을 나타내늠 에너지 자급 기술은 차기 보고서얘서 다루기로 한다 

주제영키위드 

(10단어내외) 
원격검사， 우선센서， 센서 앙， 지그비， 에너지 자긍 



BffiLl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Sponsoring Org. 
Slamdard Repon N。 INlS Subjecl Code 

Report No Repon N。

KAERI/ AR- 789/ 2007 
f--- I A su rvey on lhe wire less sensor nelWQ rk tec hnology Tille I Sublitle 

Projecl Manage' 
and Depanmen( Jaehee Kim(ACMD) 
(or Main AUlhor) 

Rcsearcher and 

DepanmcnI 
Hyeongseop Jun , Jaecheol Lee, Yooro k Choi (ACMD) 

Publication Publicalion 
Da의eon Publishc, KAERJ 2007.12 

Place Dale 

Page 63 P JlI. & Tab Yes( O), No ( Size 27 Cm 

NOIe 

Open Open( 0 ), Closcd( ) I Sla!e of the Arts Report Type 
Classifïed Restricled( ), _Class Doc‘.l1Tlent 

S∞ns。끼ng O'g. I Con lraCI No 

Abstrac! (1 5-20 Lin않) I 

Wireless senSOr technology is required in the safety inspection for safety-ctit ical 

unit of nudear power plant 

T his report describes wireless sensor technology related with the projec t named 

"Development of a remote care system of NPP components based on the network 

and safety database“ 

This report ind udes contents of methodology and s tatus of sensor network 

construction, s tatus 01 zigbee sensor network, problem of security and sensor ba ttery 

Energy harves ting technology wi ll be rnention어 on the next report 

Su이eCI Keywords | hhearπn。eIsetlI1ig!Specl1。n， wlre|ess sens。r， sens。r nelwork, zigke. energy 
(Ab。띠 10 words) 

BffiLlOGRAPHIC INFORMATION SHEET 

Peκ。ml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n No 
Slamdard Repon No. I [NJS Subjecl Code 

KAERI! AR- 789/2007 

낀e / SubllUe 」 A R|「Vey on the W|reless sensor nelwork technology 

Pr이ec( Mana옳r ← 
and Depanmenl I Jaehee Kim(ACMD) 
(or Main AUlhor) 

Rcsearcher and 

Depanmcnl 
Hyeongseop Jun. Jaecheol Lee. Yoorak Choi (ACMD) 

Publication 

Place 

Page 

NOle 

Da덕eon 

63 P 

Publishcr KAERl 

111. & Tab Yes( O). No ( Size 

<-.

2007.12 

27 Cm 

Open 

Classifïed IRestric‘ed( ). _Class Docωncnt 
Repon Type I Slale of lhe Arts 

I 
Sponsoring Org . 

AbslraCI (1 5-20 Lin않) 

ConlraCI No 

Wireless senSOr technology is required in the safety inspection for safery-critical 

unit of nuclear power plant 

T his repαt describes wireless sensor technology related with the project named 

"Development of a I'emote care system of NPP components based on the network 

and safety database“ 

This repo l't includes contents of methodology and status of sensor network 

construction, s tatus 01 zigbee sensor network , problem of security and sensor battery 

Energy harves ting technology wi 11 be mention어 on the next report 

Su이eCI Keywords 

(Ab。이 10 words) 

remote inspection, wireless sensor, sensor network. zigbee. energy 

haπes비Ig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그림목차
	표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센서 망 구축 기술 현황 
	제 1 절 기술 동향
	제 2 절 Ubiquitous Sensor Network
	제 3 절 센서 네트워크 구축

	제 3 장 센서 망 구축 방법
	제 1 절 센서 앙 관련 기술
	제 2 절 Zigbee 무선 네트워크 기술

	제 4 장 결론
	제 5 장 참고 문헌 
	서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