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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위해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EEE 802.15.4 에 기반한 ZigBee 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진행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IPv6 기술

이 이슈화 되면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도 IPv6 주소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v6 주소를 갖는 센서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

어나 센서가 서비스를 찾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래서 IPv6 주소를 갖는 센서 네트워크의 보다 효

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해 객체 타입을 IPv6 주소의 일부분으로 정의해 준다. 이러한 객체 

타입을 이용한 IPv6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본 논문에서 검증한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 

실현을 위한 한 방안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은 최근에 이슈화 된 새로운 분야이다. 느린 전

송 속도, 저전력 환경, 그리고 낮은 가격 등의 특징을 

갖는 IEEE 802.15.4 표준 아래 ZigBee 기술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 되어왔다[1][7]. 

그러나 보다 나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기존의 인프라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통합이 필

수 적이다. 현재 ZigBee, 6LoWPAN 등의 여러 단체에

서는 센서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통합을 위해 많은 노

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IPv6 기술이 이슈화 되면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IPv6 주소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6LoWPAN 이라

는 워킹 그룹에서 이 연구를 진행 중인데 IPv6 주소

를 갖는 센서 노드를 통해 기존의 인프라와의 보다 

나은 연결성, 프로토콜의 재사용, 기존 인프라를 통한 

높은 신뢰성 등을 얻을 수 있다[3][6]. 하지만 현재 

6LoWPAN 에서 진행중인 IP 기반의 인프라와 무선 센

서 네트워크간의 결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객체가 기존 인프라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

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센서 노드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나리오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센서 노드

가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급성 심장병 환자의 심장 박동수 측

정을 하는 센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자기 

환자의 심장 박동수가 높아 지게 될 경우 즉시 병원

이나 119 서비스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

리오에서는 기존의 센서 노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구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가 서비스를 찾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모델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센서 노드가 LoWPAN 환경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찾

고, 제어하고, 유지해 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프로토

콜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객체 

타입에 따라 IPv6 주소의 일부분을 정의 해주는 방법

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사용 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통

합에 필수 요소인 객체 타입을 이용한 효율적인 서비

스 디스커버리를 제안한다. 2 장에서는 서비스 디스커

버리를 위한 기능적 구조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IPv6 

인터페이스 ID 를 이용한 객체 타입의 할당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

리를 위한 객체의 타입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5 장에

서는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의미 기반의 서비스 디스

커버리에 대해 제안한다. 그리고 6 장에서는 구현 방

법을 제시하고 마지막 7 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

론을 짓는다. 

 

2.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능적 구조 

객체 타입의 적절한 할당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

능적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서비스 디스커버리

를 위한 기본 기능은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820 

<표 1>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본 기능 

기능 설명 

Service description 서비스의 정보를 나타낸다. 

Query description 
객체가 서비스를 찾기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Service storage Service description 을 저장한다. 

Service selection 많은 서비스들 중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다. 

Security 보안 문제를 해결 한다. 

 

Service description 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름, 종

류, 위치,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Service descriptions 는 어떤 곳에서 저장 혹은 관리 되

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Service storage이다. 

Service storage 방법에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저장하

는 방법과 Lookup server 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1)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기능적 구조 

하지만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저장하는 방법은 그 

서비스를 찾기 위해 브로드 캐스트 혹은 멀티 캐스트

를 이용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는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의 (a)와 같은 

Lookup server를 통해 서비스를 저장하는 모델을 제안

한다. 

Query description 은 객체가 서비스를 찾기 위해 요

청하는 이름, 종류, 위치, 주소 등과 같은 정보를 나

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타입을 이용해 Query 

description을 제공한다.  

Service selection 은 Query description 과 Service 

description 을 이용하여 많은 이종의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 역할을 한다. Service 

selection 에는 서비스를 찾는 객체가 최적화된 알고리

즘에 의해 직접 선택하는 방법과 위에서 언급한 특정 

Lookup server 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통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제한적인 기능으

로 인해 (그림 1)의 (b)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선택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Service 

selection 할 때 Service missing (적절한 서비스를 찾지 

못한 경우)과 Service duplication (같은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9][10]. 

 

3. IPv6 인터페이스 ID를 이용한 객체 타입의 할당 

현재 IPv6의 주소는 64비트의 프리픽스 부분과 64

비트의 IPv6 인터페이스 ID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IEEE 802.15.4는 IEEE 64비트의 확장 주소 또는 16비

트의 압축 주소를 사용한다. 확장 주소는 IEEE EUI-64 

표준에 따라 할당되고 압축 주소는 PAN coordinator에 

의해 동적으로 할당 된다. 

본 논문에서는 PAN coordinator에 의해 동적으로 할

당되는 압축 주소를 사용한다. 압축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확장 주소에 비해 헤더 크기도 줄일 수 있고 

IPv6 인터페이스 ID 를 만들 때 객체 타입을 할당할 

공간도 만들 수 있다. 

 

(그림 2) 16 비트 압축 주소의 IPv6 인터페이스 ID 로 변환 

하지만 16 비트 압축 주소를 이용한 EUI-64 만드는 

방식은 현재 없다. 그래서 16 비트 압축 주소로 IPv6 

인터페이스 ID 를 만들기 위해서는 “pseudo 48-bit 

address” 방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장 왼쪽 32 

비트에는 16비트 PAN 주소와 16비트의 ‘0’으로 형성

된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16 비트에는 16 비트 압

축 주소가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pseudo 48-bit 

address”로 EUI-64 주소를 만들기 위해 왼쪽 24 비트

와 오른쪽 24비트 사이에 FF FE를 삽입해 준다[4][5].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주소는 전세계적으로 유일

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EUI-64 주소의 

“Universal/Local”을 나타내는 7번째 비트를 Local주소

임을 나타내는 ‘0’으로 설정한다. 위에서 설명한 16비

트 압축 주소를 이용해 IPv6 인터페이스 ID 를 만드

는 방식은 (그림 2)에 나타난다[2]. 

이러한 방식의 IPv6 인터페이스 ID 에 객체 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6 비트의 PAN 주소와 16

비트 압축 주소 사이에 32 비트의 사용하지 않는 공

간을 객체 타입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IPv6 인터페

이스 ID 에 32 비트의 객체 타입 정보를 제공 함으로

서 객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의 낭비를 줄여준

다. 그리고 IP 계층에서 타입 정보를 할당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게 이루어 진다. 

 

4. 효율적인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한 객체 타입의 

구성 

Query description 은 32 비트 객체 타입을 이용해 자

신이 어떤 객체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찾고 있

는지를 나타낸다. 32 비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호스트 종류에 따라 객체 타입을 나누어야 

한다. 서비스와 호스트 종류에 따라 객체 타입을 나

누는 이유는 같은 호스트라도 다른 서비스를 찾을 수

도 있고, 다른 호스트라도 같은 서비스를 찾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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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심장병 환자 객체라

도 급성 심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119 서비스를 요구 

할 것이고 만성 심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내과 서비스

를 요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혈압 환자 역시 심장

병 환자가 요구하는 내과 서비스가 필요 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타입을 서비스 ID 와 호스

트 ID로 나누어 주었다. 

 

(그림 3) 32 비트 인터페이스 ID 에 객체 타입 할당 방법 

32 비트 공간으로 서비스와 객체 정보를 효율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세가지 클래스로 

나누어 준다. 첫 번째로 클래스 A 는 하나의 서비스

가 많은 종류의 객체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사용

된다. 클래스 A 는 제일 왼쪽의 식별용 비트가 ‘00’로 

시작된다. 그리고 16 비트의 서비스 ID 와 16 비트의 

호스트 ID로 나누어 진다.  

클래스 B 는 하나의 서비스가 클래스 A 에 비해 다

소 적은 수의 객체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사용된

다. 클래스 B의 식별용 비트는 ‘01’이 되고 24비트의 

서비스 ID와 8비트의 호스트 ID로 나누어 진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C 는 하나의 서비스가 작은 종

류의 객체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사용된다. 클래

스 C 의 식별용 비트는 ‘1’이고 28 비트의 서비스 ID

와 4비트의 호스트 ID로 나누어 진다. 

 

5. 계층적 구조를 이용한 의미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

버리 

Lookup server 에서 Service selection 기능을 수행 시 

적절한 서비스를 찾지 못할 경우 Service missing이 발

생한다. Service missing 이 발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면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신뢰성이 떨

어진다. 

 

(그림 4) 객체 타입의 계층적 구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유사

한 기능에 따라 서비스들을 연결하여 계층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계층적 구조는 의미 기반의 서비스 디

스커버리에 사용된다.  

Lookup server는 객체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온 경우 

트리의 가장 아래 노드부터 검색한다. 만약 객체가 

요구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청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해 줄 수 있

다. 하지만 가장 아래 노드에 일치하는 서비스가 없

는 경우 같은 부모 서비스를 갖는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청한 정확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객체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서 Service missing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6. 구현 

본 논문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센서 노드에 IPv6

를 올린 기존의 연구인 “Connecting Wireless Sensor 

Networks to the Internet - a 6lowpan Implementation for 

TinyOS 2.0”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11].  

 

(그림 5)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 

테스트 베드 구축을 위해 (그림 5)와 같이 센서 객

체로 사용 될 TelosB 와 게이트웨이로 사용 될 리눅스 

기반의 미니 PC 를 사용한다. 기존 연구의 헤더 압축 

기술, 패킷 단편화, 메시 네트워크 지원, IPv6 stateless 

자동 주소 할당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IPv6 

stateless 자동 주소 할당 시 압축 주소를 부여하여 3

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2 비트의 적절한 타입을 

센서 객체에 할당한다. 그리고 임의의 Lookup server

를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주도록 한다. 게이

트웨이를 여러 곳에 배치하여 이동성에 관해서도 실

험 할 예정이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IP 기반의 인프라와 무선 센서 네트

워크 통합 시 센서 노드가 인프라 내의 서비스를 찾

아 주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때 센서 노드는 객체 타

입을 서비스와 객체 종류에 따라 나누어 IPv6 주소 

공간에 할당 함으로서 패킷 헤더 크기를 줄여주고 찾

고자 하는 서비스를 나타내준다. 그리고 서비스를 계

층적 구조로 나누어 의미 기반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를 제공하여 검색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향후 의미를 갖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더해 컨텍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822 

스트에 기반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이용하여 service 

duplication 이 발생하지 않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델을 제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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