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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상에서 센서노드의 소 트웨어 변경, 패치 등의 작업을 해서 센서노드별로 ISP
와 같은 이블을 이용하여 로그램 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소량인 경

우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량의 노드로 구성된 경우 로그래 을 한 시간 인 측면과 투여되는 

인력 인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IEEE 
802.15.4기반의 단일-홉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의 수와 무 하게 고속 병렬로 센서노드 내

부의 로그램을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다.

 

기법명 전송데이터 전송프로토콜 지원홉 업데이트범위
Incremental Delta patch -- Single

hop
Whole

Network
TinyCubus Modular

update -- Multihop Selected
Nodes

Trickle Mate script adv-req-data Multihop Whole
Network

XNP Complete
program -- Single 

hop
Whole

Network
MNP Complete

program
There phase
(adv-req-data) Multihop Whole

Network

<표 1> 기존 무선 소 트웨어 업데이트 기법

1. 서론

   근래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

기 해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 에 따라 

원격지나 사람이 근하기 힘든 지역 혹은 험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기 한 목 으로 이용되기도 한

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 한 지역에 량의 노드가 설치될 

수도 있고 비용을 고려해 최소 비용으로 최 의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건 단순 배터리 

교체에서부터 소 트웨어의 변경, 수정, 재설치 등 센서노

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센서노드의 소 트웨어에 

련된 유지, 보수의 경우,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서 다시 

로그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각각의 노드를 수거하는 과

정에서부터 새로 로그램 하는 과정까지 시간 , 인  비

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리해야 하는 센서노드

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비용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문제

가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무선으로 센서노드 내

에 포함된 소 트웨어를 효과 으로 업데이트하기 한 

다양한 연구[1-3]들이 진행되어 왔다. 각각의 기법마다 

Atmega128L MCU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센서노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코드 뱅킹기능을 제

공하는 8051 MCU를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이용한다. 최근 

부분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노드에 장착된 IEEE 

802.15.4 표 을 지원하는 모듈을 이용하고 있으며, 본 표

의 제약성 때문에 단일-홉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일반

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에 따르면 단일-홉 

내에는 이론 으로 최  255개의 센서노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선을 이용하여 이들 센서노드 각각에 한 소

트웨어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로 한다. 단순히 순차 인 방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

력양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법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할 경우, 모든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센서노드 수에 비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를 무선으로 병렬로 업데이트 하는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무선 센서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센서노드의 수와 무 하게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해 

일정시간이 소요되도록 한다.  

2. 련연구  배경지식

2.1 기존 소 트웨어 업데이트 기법

   소 트웨어 업데이트 기법은 송하는 이미지의 변환

여부, 멀티 홉 지원 여부 등과 같은 특징에 따라 구분 지

을 수 있다. 업데이트할 소 트웨어의 이미지 일부를 업데

이트 하는 방법에는 표 1과 같이 Incremental[4,5], 

TinyCubus[6], Trickle[7]등이 있으며, 소 트웨어의 체

이미지를 송하는 기법에는 XNP[8], MNP[9], 

Deluge[10], MOAP[11], Infuse[12], Sprinkler[13], 

Aqueduct[14] 등이 있다. Deluge의 경우 TinyOS 2.x 로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EEPROM이 SPI로 MCU와 연결

되어 있고 MCU가 RFIC와 SPI버스를 공유하면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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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uge Complete
program

Ther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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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OAP Comple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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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hop Whole
Network

Infuse Complete
program

parent/child
(TDMA) Multihop Whole

Network
Sprinkler Complete

program
parent/child
(TDMA) Multihop Whole

Network
Aqueduct Complete

program -- Multihop Selected
Nodes

2.2 8051 MCU의 메모리 구조

   8051 호환 MCU는 메모리 어드 싱 역이 64KB로 

제한되어있다. 하지만 로그램 크기가 64KB를 과할 경

우 코드뱅킹 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체 내부 

래시 메모리를 어드 싱 가능한 크기인 32KB의 뱅크들

로 나 고 로그램 이미지를 각 뱅크에 분할하여 장

[15]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해가며 사용한다. 그림 1은 

8051 MCU의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다. 코드뱅킹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 으로 Bank0와 Bank1이 어드 싱 되

도록 맵핑된다. Bank 0에는 Start Up코드, Bank 

Switching코드, main코드  ISR(Interrupt Service 

Routine)이 포함된 이미지가 장되어야 한다. Bank 1에

서 Bank n-1의 역은 필요에따라 수행할 코드가 장된 

Bank로 스 칭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림 1) 8051 MCU의 메모리 구조

3. 제안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 소 트웨

어 업데이트 기법은 크게 1) 각 노드의 EEPROM을 삭제

하는 단계, 2) 업데이트 할 이미지를 송하는 단계, 3) 데

이터 오류 검사  센서노드 리셋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2) 제안기법의 하드웨어 구성도

우선 업데이트 할 소 트웨어의 이미지 일을 센서노드

로 송해  노드가 필요한데, 이 노드를 ‘ 로그래머’로 

칭한다. 로그래머는 PC와 UART로 인터페이스하며 센

서노드의 외부 EEPROM의 삭제 명령, 체크섬(check 

sum)확인  리셋(reset)확인 명령, 로그램 이미지 일

의 패킷화  송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3) 제안기법 용가능 노드의 범

제안기법은 그림 3과 같이 로그래머의 통신 반경 내

의 동일 채 을 사용하는 모든 노드가 상이 될 수 있으

며, 각 센서노드는 사 에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로토콜이 로그램 돼있어야 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로그래머와 센서노드간의 소 트웨어 업데이트 로토콜 

시 스를 나타낸다.

로그래머는 EEPROM 삭제 명령을 로드캐스트 한 

후 센서노드가 EEPROM을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큼 기한다. 사용되는 8051 MCU와 I2C로 연결된 

EEPROM의 크기는 64KB이며, 로그래머는 삭제 명

령 송 후 실험 으로 구한 12 를 기다린다.

센서노드는 명령을 수신 후 EEPROM을 0xFF로 쓴다. 

로그래머는 EEPROM삭제 기시간이 지난 후 유니

캐스트(즉, )로 각 노드와 삭제 완료/실패 여부

를 확인한다. 이 작업은 상기 EEPROM 삭제시간에 비

해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되며, 노드 수가 증가하

더라도 그 증가량은 크지 않다.

이후 로그래머는 업데이트 할 이미지를 IEEE 

802.15.4 표  패킷단 (순수 데이터 크기 64바이트)로 

분할해서 모든 노드가 받도록 로드캐스트 송한다. 

센서노드는 패킷 수신 후 로그램 이미지 역을 

EEPROM에 차례 로 장한다. 

로그래머가 송한 이미지에 한 체크섬을 담은 체

크섬 계산 명령과 성공시 리셋 명령을 모든 노드에 

로드캐스트 송하고 센서노드가 체크섬을 계산하는 

시간과 리셋하는 시간 만큼 기한다.

노드는 EEPROM에 장된 이미지의 체크섬을 계산하

고 수신한 값과 같으면 체크섬 계산 결과를 장하는 

역변수를 기화 한다. 이 후 EEPROM의 이미지를 

8051 MCU의 로그램 메모리 역으로 복사하고 와

치독 타이머를 이용해 스스로 리셋한다. 체크섬 값이 

틀린 경우 체크섬 계산 결과를 장하는 역변수를 

0xFF로 설정해 둔다. 

로그래머는 체크섬 계산  리셋 기 시간이 지난 

후 EEPROM 삭제 확인과 마찬가지로 각 센서노드와 

1:1로 리셋 여부를 확인한다.

센서노드는 리셋 확인 명령을 받으면 체크섬 계산 결

과를 장해둔 역변수를 반환함으로써 체크섬 계산 

 리셋 성공/실패 여부를 알린다. 소 트웨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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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실패한 노드에 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재시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림 4) 제안기법의 시 스 다이어그램

3. 구   성능평가

3.1 구   성능평가 환경

본 논문에서는 8051 MCU와 IEEE 802.15.4 표 을 따

르는 RFIC, 64KB 외부 EEPROM으로 구성된 센서노드상

에 제안 기법을 구 하 다. 통신을 한 MAC 로토콜

은 IEEE 802.15.4 표   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동작 가

능한 수 으로 구 된 라이 러리를 이용했다. 로그래머

로부터 센서노드로 송되는 이미지는 C언어로 작성  

컴 일 후 만들어지는 HEX 일(약 36KB)이며, 이미지 내

에는 8051 MCU를 한 기본 펌웨어, IEEE 802.15.4 

MAC, 소 트웨어 업데이트 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으며, 

센서노드에 부착된 7세그먼트를 동작시키는 응용 로그

램이 부가 으로 포함되어 있다. 

3.2 PC GUI 응용 로그램 구

사용자가 로그래머를 통한 이미지 송을 편리하기 

하기 해서 로그래머 장착된 PC(그림 2 참조)에서 동

작하는 PC GUI응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PC GUI 응

용 로그램은 로그래머와 UART를 연결 한 뒤에 

EEPROM삭제 확인  리셋 확인을 해 업데이트 할 노

드의 주소를 지정하고, 송할 이미지(HEX) 일을 선택하

면 인텔 HEX 일(intelhex)형식을 싱해 로드할 주소별

로 정렬한 후 64 바이트 씩 끊어 로그래머로 UART를 

통해 송한다. 그림 5는 센서노드로 명령  소 트웨어 

이미지를 송하는 로그래머를 동작시키기 해 자체

으로 개발한 PC GUI 응용 로그램의 동작 화면 이다. 

EEPROM삭제 기 시간  소 트웨어 이미지를 송할 

때 패킷과 패킷 사이의 휴면 시간, 리셋 확인 기 시간 

등을 옵션 창을 통해 지정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3.3 소 트웨어 업데이트 기법 구

제안된 기법은 센서노드 상에 포함된 IEEE 802.15.4 

MAC을 이용하는 상  네트워크 로토콜 형태로 구 되

었다. 그림 4에 나타난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각 명

령  반환되는 데이터는 MAC 상의 데이터 패킷형태로 

구 하 다. 각 센서노드의 주소(id)는 정 으로 할당하

으며, 모든 센서노드로의 로드캐스트 송을 해서는 

IEEE 802.15.4 표 에서 정한 주소를 이용하 다. 각 센서

노드로 업데이트가 되는 이미지의 종류는 동일하며, 이미

지가 수신될 때에 각 센서노드는 기억해 두었던 자신의 

주소를 오버라이트 한다. 이때 새롭게 업데이트 될 이미지

는 8051 MCU에서 지원하는 4개의 뱅크 에서 3개 뱅크 

크기를 넘지 않는다. 각 센서노드에서는 로그래머로부터 

수신하여 EEPROM에 장해 둔 이미지를 8051 MCU 내

의 로그램 메모리로 카피할 때에 수행되는 로그램은 

MCU 내에 4개의 뱅크 에서 이미지 업데이트가 발생하

지 않는 마지막 뱅크를 이용한다.

(그림 5) MFC로 개발한 PC GUI 응용 로그램

3.4 성능평가 결과

아래에서는 제안된 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센서노드를 

엄데이트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본다. 우선, 한 

센서노드를 업데이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각 단계별로 

분석해 보았다. (표3 참조) 데이터 송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해서 이미지 패킷 송 간의 30msec의 휴면 시간

을 두었다. 반복 실험을 수행할 결과로 36KB 이미지를 

송하고 리셋 하는데 평균 51 가 소요되었다. 

단 계 평균소요시간
EEPROM 삭제 및 확인 11.5초
이미지 전송 & EEPROM 쓰기 23.5초
체크섬 계산 및 리셋 시간 16.0초
합 계 51.0초

<표 3> 단일 센서노드 업데이트 시 단계별 소요시간 측정결과

다음으로, 센서노드 수를 늘여서 22개 노드를 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 다 (표4 참조) 단일 센서노드 업데

이트에 비해서 EEPROM 삭제확인  리셋확인 명령을 

각 노드별로 수행할 때 센서노드 하나당 평균 120m  정

도의 부가 인 오버헤드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48개의 

센서노드를 상으로 실험했을 경우도 비슷한 오버헤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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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평균소요시간
EEPROM 삭제 및 확인 14.5초
이미지 전송 & EEPROM 쓰기 23.5초
체크섬 계산 및 리셋 시간 18.0초
합 계 56.0초

<표 4> 22개 센서노드 업데이트시 단계별 소요시간 측정결과

끝으로, 그림 6에 센서노드가 증가하면서 소요되는 업

데이트 시간을 표시하 다. 제안 기법은 센서노드들 간의 

병렬성을 극 화 함으로써 본 기법을 용하지 않은 순차

 소 트웨어 업데이트에 비해 업데이트 시간이 히 

게 소요됨을 볼 수 있다.

(그림 6) 센서노드 수에 따른 업데이트 총 소요시간 비교 

실험결과 EEPROM 삭제 확인, 리셋 확인 과정에서 1:1

통신을 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 시간

이 늘어나긴 하지만 약 50개의 노드를 1분 정도의 시간으

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일일이 노드마다 새로운 소

트웨어를 로그램 하는 시간에 비하면 충분히 효율 이

라고 할 수 있다. 단, 무선 통신이므로 주 에 다른 센서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등의 방해요인이 있을 경우 업데이

트에 실패하는 노드가 많아짐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8051 MCU와 IEEE 802.15.4 표 을 따

르는 RFIC, 64KB 외부 EEPROM으로 구성된 센서노드를 

이용해 병렬성을 극 화한 무선 소 트웨어 업데이트 기

법을 제안  구 하고 그 성능을 평가했다. 성능 평가 결

과에 따르면 량의 센서노드가 설치되는 네트워크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노드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연구  개발단계에서 유용 할 것으로 

상할 뿐 아니라, 조 하게 설치된 제품에도 하드웨어 인 

특성만 맞으면 기 소 트웨어 업데이트 로토콜 설치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연구로 제안 기법을 기반으로 향후 멀티 홉 네트

워크 환경에 용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고, 업데이트할 

소 트웨어 이미지 체가 아닌 변경되는 일부 이미지만 

변경, 송하여 체노드의 업데이트 시간을 일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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