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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들을 관리 대상이 되는 지상시설물에 부착하여 다양한 사건 및 상황 감
지 기능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 메시지 형식으로 정의하여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에 
연결된 운용자 시스템에 전달하는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한

다.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설치되는 순수 소프트웨어이며, 센서

네트워크의 싱크노드로 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XML 형식으로 구성되어 IP 네트워크에 연결

된 운용자 시스템에 전달된다. 또한,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는 운용자가 요구하는 센서네

트워크 제어 서비스 컴포넌트, 센싱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성 변경 서비스 컴포넌트, 센싱 데이터 
보고 서비스 컴포넌트, XML 파서/인코더, C-구조체 메시지 파서/인코더 컴포넌트 등의 추가 및 변경

이 용이한 유연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도록 서비스 로직 개념을 도입하였다. 
 

                                                           
1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기술개발사업-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과제의 연구비지원(06 국토정보 C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서론 

센서네트워크는 실세계의 상태인 빛, 소리, 온도, 
진동, 움직임 같은 물리적 데이터를 감지하고 측정하

는 센서노드들과,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외

부로 내보내는 싱크노드로 구성된다. 
무선 센서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다르게 의

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동화된 원격 정보 수집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과학적, 의학적, 군사적, 상업적 
용도 등 다양한 응용 개발에 폭넓게 활용된다. 

센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멀티-홉(multi-hop) 무선 
네트워크 형태의 다수의 분산 센서노드들로 구성된다. 
센서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센서, 액추에이터(actuator),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 십 KB 크기의 EEPROM, 수 
KB 의 SRAM, 수백 KB 크기의 플래시 메모리, 근거

리 무선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센서와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여 실세계에서 
측정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백본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같은 전자공간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입력 시스

템의 역할을 한다. 실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센서네트워크의 개념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상 및 지하 시설물 환경 모니터링, 
위치인지 서비스, 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블루투스, 무선랜 등의 무선 네트

워크 기술들은 주로 높은 사양의 고급 컴퓨팅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 센서네트워크는 낮은 사양의 하
드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지연을 적절히 허용

하면서 저전력의 무선 애드-혹(ad-hoc) 네트워크를 구
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제어네트워크는 상기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베터리 전원만으로도 수개월 
정도의 네트워크 수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소모성 센
서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의 용이성 때문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팅 
환경의 기반 네트워크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수명은 전지 또는 추가로 획
득되는 센서노드의 에너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센서노드는 불필요한 동작을 배제하고 절전모드를 지
원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센서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실세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서노드들을 밀집하게 배치하거나 데이터 
센싱 주기를 짧게 설정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1049 -



 
 

  

집해야 한다. 또한, 센서네트워크는 저전력 요구사항

과 자율적인 네트워크 토플로지 구성 외에도 네트워

크 유지보수 비용은 저비용이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들을 관리 대상이 되는 지

상시설물에 부착하여 다양한 사건 및 상황 감지 기능

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특정 메시지 형식으로 정
의하여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에 연결된 운용자 
시스템에 전달하는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2. 통합 네트워크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는 백본 네트워크와 센서네트워크로 구성되

며, 백본과 센서네트워크간 연동은 게이트웨이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 통합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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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네트워크 

 
2.1 백본 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의 연동 인터페이스 지
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백본 네트워크와 연동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의 백본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백본 네트

워크는 센서노드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크로스 
컴파일러, 센서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소
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센서노드 호스트와, 게이트웨이

를 백본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 라우터로 
구성된다. 

 
2.2 무선 센서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는 실세계의 상태인 빛, 소리, 온도, 
진동, 움직임 같은 물리적 데이터를 감지하고 측정하

는 센서노드들과,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게

이트웨이 시스템에게 전달하는 싱크노드로 구성된다. 
센서노드의 하드웨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억장

치, 센서,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데이터 송수

신기, 외부 인터페이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구성된

다. 센서노드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초기화 절차

를 수행하는 부트로더 및 IEEE802.15.4 PHY/MAC, 네
트워크 계층을 포함한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구성된

다. 
싱크노드의 하드웨어는 센서노드의 하드웨어 사양

과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외부 장치와의 연동을 위한 

직렬통신 포트를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서비스 

3.1 일반사항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기술(Collecting and 
Conveyancing Functions of the Sensing Data, C2SD)은 게
이트웨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실행되는 순수한 소프트

웨어 블록으로써,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와 TCP/IP 소
켓을 통하여 각각 싱크노드와 운용자 시스템으로 부
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multiplexer 관련 system 
call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C2SD 와 운용자 시스템간 
전송되는 메시지는 XML 로 기술되며, XML 메시지 파
서 및 인코더는 expat XML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사용

하여 구현된다. 
 

3.2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C2SD 은 크게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파
서 및 인코더 컴포넌트, 서비스 로직 컴포넌트, MIB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UART 인터페이

스를 통해 싱크노드와 정합하며, C2SD 와 싱크노드간

에 약속된 데이터 포멧(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자료구조)에 맞추어 인코딩된 메시지를 교환한다. 또
한,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이더넷(또는 무
선랜) 인터페이스를 통해 운용자 시스템과 UDP/IP 소
켓 정합을 하며, C2SD 와 운용자 시스템간에 약속된 
데이터 포멧(XML 프로파일)에 맞추어 인코딩된 메시

지를 교환한다. 
C2SD 메인함수는 운용자 시스템 또는 싱크노드로

부터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메시지 헤더로

부터 메시지 식별자 정보를 획득하여, 메시지 식별자

에 대응하여 서비스 로직을 선택하여 실행시키므로써, 
외부로부터 요구받은 서비스 수행을 시작한다. 

서비스 로직은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수
신된 메시지를 전달받아 파싱하고, 메시지에 기술된 
명령어를 수행하고, 명령어 수행 결과를 인코딩하여 
서비스 요청 메시지의 발신지에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코딩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비스 로직은 운용자 시스템으로 부터 요청된 서
비스를 MIB 데이터 검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MIB 
데이터 검색 서비스, 싱크노드로 부터의 센서네트워

크 상태 보고 정보를 MIB 에 반영하고 난 후에 운용

자 시스템에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센서네트워크 상
태 보고 서비스, 센서네트워크의 데이터 수집 주기 
설정 및 네트워크 토플로지 변경 지시 등을 센서네트

워크에 반영하는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의 조합으

로 구성된다. 
MIB 는 센서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구성노드(게이트웨

이, 센서노드, 싱크노드)에 대응하는 각각의 관리객체

(Managed Object)들을 관리하는 메인-메모리 데이터베

이스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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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프트웨어 구성도 

 
3.3 서비스 제어 흐름도 

C2SD 서비스는 MIB 데이터 검색 서비스, 센서네

트워크 상태 보고 서비스,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

를 지원한다. 기능 블록간 메시지 흐름도는 (그림 3)
과 같으며, 각 세부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절
차는 (그림 4-6)와 같다. 

 

 
(그림 3) 블록간 메시지 흐름도 

 
3.3.1 MIB 데이터 검색 서비스 절차 

MIB 데이터 검색 서비스는 운용자 시스템으로 부
터 요청된 서비스를 MIB 데이터 검색 및 갱신 절차

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비스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MIB 데이터 검색 서비스 절차 

 
3.3.2 센서네트워크 상태보고 서비스 절차 

센서네트워크 상태 보고 서비스는 싱크노드로 부터

의 센서네트워크 상태 보고 정보를 MIB 에 반영하고 
난 후에 운용자 시스템에 상태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

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센서네트워크 상태보고 서비스 절차 

 
3.3.3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 절차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는 센서네트워크의 데이

터 수집 주기 설정, 네트워크 토플로지 변경, 센서노

드 초기화(리셋) 등을 센서네트워크에 반영하는 절차

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 절차 

 
4. 결 론 

본 논문에서의 지상시설물 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전
달 서비스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설치되는 순수 소
프트웨어로 설계하였으며, 센서네트워크의 싱크노드

로 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XML 형식으로 구
성되어 IP 네트워크에 연결된 운용자 시스템에 전달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싱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

스는 운용자가 요구하는 센서네트워크 제어 서비스 
컴포넌트, 센싱 데이터 수집에 관한 특성 변경 서비

스 컴포넌트, 센싱 데이터 보고 서비스 컴포넌트, 
XML 파서/인코더, C-구조체 메시지 파서/인코더 컴포

넌트 등의 추가 및 변경이 용이한 유연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도록 서비스 로직 개념을 도입하였다. 

향후 연구내용으로, 지상시설물 관리 데이터 수집 
및 전달 서비스 로직의 자동 생성 규칙 정의 및 서비

스 로직 자동생성 도구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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