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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공용 주파수 대역 2.4GHz 를 여러 무선 프로토콜이 사
용함으로 발생하는 간섭 및 충돌에 의한 전송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일부 센서 노드들을 Wired Bridge Node 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
해,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Wired and Wireless MAC 을 포함하는 센서 노드인 
Wired Bridge Node 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제안하고 이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1. 서론1 

USN 은 현장에 설치된 각종 센서 노드들에서 수집

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내기 위해 구성한 네트워크

를 말하며 WPAN, ad-hoc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술이 매우 활성화되

고 있다. 
USN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구축

하려는 지역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각 네
트워크에서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이 서로 다른 네트

워크에는 간섭[1]으로 작용하여 통신 장애[2][3]가 발
생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파적 차폐 지역이 
생겨 하나의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서브 네트워크들로 
분리하여 구축해야 한다. 또한 냉동 컨테이너나 종자

은행의 유전자 저장소 같이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폐

되어 있지만 내부의 무선 센서 노드가 외부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정보교환을 해야 하는 시스템도 물
리적 차폐 지역을 위한 서브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USN 에서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

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BN(Wired Bridge Node)을 제안한다. WBN 은 무선 통
신과 유선 통신을 함께 지원하여 단절된 무선 네트워

크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9-C1090-0902-0020) 

수 있다. 그리고 WBN 은 기존의 무선 센서 노드들에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없이 동작이 가능하여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가진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BN 의 소프트웨어 구조와 특징

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검증하고 5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본 개념 및 관련 연구 

2.1 IEEE 802.15.4 와 ZigBee 

IEEE 802.15.4[4] 프로토콜은 2003 년에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 의해 
공인되었으며, 낮은 데이터 전송률과 낮은 소비전력 
요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802.11 과는 다르게 분
류된다. 실제 전송률은 20~250kbps 정도이며 표 1 과 
같이 PHY 계층에서 사용하는 3 가지 무선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노드의 저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Reduced Function Devices (RFD)와 
Full Function Devices (FFD), 두 가지로 노드형태를 구
분하고 있다. 

<표 1> 주파수 대역과 전송률 

PHY 
(MHz) 

Frequency 
band 

(MHz) 

Chip rate
(kchips/s) Modulation Bit rate 

(kb/s) 
Symbol rate
(ksymbol/s) Symbols

868 868~868.6 300 BPSK 20 20 Binary 

915 902~928 600 BPSK 40 40 Binary 

2450 2400~2483.5 2000 O-QPSK 250 62.5 16-ary 
Ortho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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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5]는 2003 년 IEEE 802.15.4 작업분과위원회

에서 표준화된 PHY/MAC 층을 기반으로 상위 프로토

콜을 규격화한 기술이다. ZigBee Alliance 는 다양한 칩 
제조사와 SI(System Integration) 업체가 저전력 무선 통
신의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서 상호협동하는 회사들의 
연합이며,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연구하고, 호환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대한 명세서를 정의하

는데 목적을 둔다. 그림 1 은 ZigBee 프로토콜 스택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ZigBee 프로토콜 스택 

2.2 개발 동기와 요구분석 

 
(그림 2) 서브 네트워크로 분리된 ZigBee 네트워크 

USN 기술 중 ZigBee 는 IEEE 802.15.4 에서 표준화 
되었으며, 듀얼 물리계층 형태로 주파수 대역은 
2.4GHz, 868/ 915MHz 를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

는 20~250kbps 이다. 가용한 주파수 대역 중 2.4GHz
는 공용 주파수 대역으로 Wibro, Bluetooth 등의 다른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함께 쓰인다.[6] 따라서 그

림 2 와 같이 ZigBee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지역에 Wibro, Bluetooth 등과 
같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

가 이미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Wibro, 
Bluetooth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이 
ZigBee 네트워크에는 간섭으로 작용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파적 차폐 지역

이 생겨 전체 ZigBee 네트워크를 서브 네트워크들로 
분리하여 구축해야 한다. 또한 냉동 컨테이너나 종자

은행의 유전자 저장소 같이 외부와 차폐되어 있지만 
내부의 무선 센서 노드가 외부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와 정보교환을 해야 하는 시스템도 물리적 차폐 지역

을 위한 서브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전
체 시스템이 서브 네트워크들로 구축됨에 따라 각 서
브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들이 수집한 다양한 정보

들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리된 네트워크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적

인 비용을 들여 구축해야 한다. 
USN 에서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로 인한 네트워

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선 통신을 이용하

여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특정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 와 같이 메인 네트워크

와 서브 네트워크 1, 서브 네트워크 2 로 분리된 
ZigBee 네트워크를 유선 통신을 이용하여 각 서브 네
트워크와 메인 네트워크의 특정 노드를 연결하면 분
리된 무선 네트워크를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다.  

분리된 무선 네트워크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하나

의 무선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고유 USN 기술에 대한 수정

이 없어야 한다. 각 노드마다 분리된 무선 네트워크

간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의 수정이나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호
환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리된 무
선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 간의 통신은 동일 무선 
네트워크 내부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3. Wired Bridge node의 소프트웨어 구조와 특징 

본 논문에서는 USN 에서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

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BN 을 제안한다. 

 
(그림 3) Wired and Wireless MAC 을 포함하는 

Wired Bridge node 의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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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은 WBN 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낸다. 
WBN 은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을 함께 지원하는

Wired and Wireless MAC 을 포함한다. 유선 통신으로 
송수신 되는 패킷의 헤더는 그림 4 의 IEEE 802.15.4 
의 데이터 프레임 포맷에서 PHY layer 포맷의 Start of 
frame delimiter 와 Frame length 를 포함하고 패킷의 데
이터는 MAC sublayer 포맷을 따르며 무선 통신으로 
송수신되는 패킷은 PHY layer 포맷을 따른다. 따라서 
Wired and Wireless MAC 은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을 
통해 동일한 MAC sublayer 포맷 형식으로 패킷을 처
리하며 Network layer 에게 MSDU 를 전달하여 Network 
패킷을 처리하게 한다.   

 

 
(그림 4) IEEE 802.15.4 의 데이터 프레임 포맷 

WBN 이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 지역에서 유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통신할 경우에는 유선 통신으로 
수신된 MAC sublayer 가 Wired and Wireless MAC 에서 
처리되어 MSDU 가 Network layer 로 전달된다. Network 
layer 는 network 패킷의 NWK Dest. Address 를 참조하

여 목적지가 자신인 경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수신을 알리고 목적지가 다른 센서 노드인 경우 
network 패킷을 라우팅시킨다. 따라서 WBN 의 이용에 
따른 network 프로토콜 스택의 수정이나 어플리케이

션의 수정 없이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분리된 무선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 간의 통신이 동
일 무선 네트워크 내부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처

럼 인식된다.  
 

4. 실험 구성 및 결과 

4.1 실험 구성 

(그림 5) Wired Bridge node 실험 구성도 

실험을 위하여 그림 5 와 같이 3 개의 센서 노드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의 패킷을 모니터하기 위해 패
킷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프로

토콜은 ZigBee 를 사용하였고 TI 사의 Z-Stack 을 이용

하여 구현하였다. 3 개의 센서 노드 중 1 개는 코디네

이터로 동작하고 나머지 2 개는 WBN 으로 동작하며 

두 WBN 사이의 유선연결은 RS232 를 사용하였다. 모
든 센서 노드는 TI 사의 CC2430EM 모듈[7]을 사용하

였으며 패킷 검출기는 TI 사의 CC2430DB 모듈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패킷 검출기에서 모니터한 패킷은 
TI 사의 소프트웨어인 Packet Sniffer CC2430[8]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은 코디네이터에 WBN B.2 를 조인시킨 
후 WBN B.1 을 WBN B.2 에 조인시킨다. 이후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 지역처럼 무선 통신에 장애되는 환
경을 만들기 위해 WBN B.1 을 WBN B.2 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시켜 WBN B.1 이 패킷을 무선 통신으로

는 WBN B.2 에 전송하지 못하지만[9] RS232 를 통해서

는 전송하게 한다. 패킷 검출기는 WBN B.1 과 WBN 
B.2 의 중간에 위치시켜 두 WBN 가 무선으로 전송하

는 패킷을 모니터한다. WBN B.1 은 조인 과정을 거친 
후 10 초 후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코디네이터를 목
적지로 하는 패킷을 발생시킨다.  

 
4.2 실험 결과 

ZigBee 네트워크에서 코디네이터의 short address 는 
항상 0x0000 으로 초기화되며 WBN B.2 를 켰을 때 
WBN B.2 는 조인 과정을 거쳐 코디네이터로부터 
0x0001 을 short address 로 할당 받았다. 그 후 WBN 
B.1 을 켜서 WBN B.1 이 WBN B.2 에 조인 과정을 거
쳐 0x0002 를 short address 로 할당 받았다. 조인 과정

이 완료된 WBN B.1 을 그림 5 와 같이 WBN B.1 을 
WBN B.2 와 코디네이터로부터 더 먼 거리에 위치시

켜 WBN B.1 이 패킷을 무선 통신으로는 WBN B.2 와 
코디네이터에 전송하지 못하게 한 후 Packet Sniffer 
CC2430 을 통해 패킷을 모니터하였다.  

  

 
(그림 6) Wired Bridge node B.1 의 패킷 

 
(그림 7) Wired Bridge node B.2 의 패킷 

그림 6 과 그림 7 은 Packet Sniffer CC2430 로 수집한 
패킷으로써 그림 6 은 WBN B.1 이 발생시킨 패킷이고 
그림 7 은 WBN B.2 가 발생시킨 패킷이다. 실제로 그
림 6 의 패킷을 WBN B.2 가 무선 통신을 통해 수신하

지는 못하였지만 유선 통신인 RS232 를 통해 수신하

기 때문에 WBN B.2 에서 WBN B.1 로부터 수신한 패
킷을 그림 7 과 같이 코디네이터로 라우팅하였다. 따
라서 코디네이터는 그림 7 의 NWK Src. Address 필드 
값 0x0002 를 참조하여 데이터의 진원지가 WBN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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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었고 NWK payload 도 WBN 의 사용에 
따른 변동없이 전송을 완료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USN 에서 전파적 또는 물리적 차폐

로 인한 네트워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유선 통신을 제안했다. WBN 는 Wired and Wireless 
MAC 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을 
함께 지원하며 USN 프로토콜의 수정없이 분리된 네
트워크 간의 통신을 제공하고 유선 통신에 대한 확장

성을 제공한다. 최근 USN 프로토콜을 이용한 화재 
및 방범 시스템, 위치인식 서비스 등과 같은 무선 센
서네트워크 구축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본 논문의 
내용이 이들 산업 현장의 전파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WBN 를 여러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성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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