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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City 통합 운  센터의 목 은 다양한 u-City 서비스들의 정보를 수집, 분석, 통합하여 제공함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u-City 통합 랫폼 구축과 

기술 표 화를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u-City 통합 랫폼은 한 서비스에 종속 이지 

않은 독립 인 서비스 랫폼으로서 기존의 u-City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확장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 인 통합 랫폼 구축을 해서는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이 필

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의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들의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도구를 

설계  구 한다.

1. 서론

  첨단 IT 정보통신 인 라와 도시공간이 융합된 u-City

는 용범 에 따라 u-Home, u-Work, u-교통, u-환경, 

u-방범․방재, u-물류, u-문화․  등으로 나 어지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목 과 특성에 따라 RFID/USN, IPv6, 

BcN, Wibro, Bluetooth, WLAN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u-City 리를 한 통합 운 센터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해서 와 

같은 u-City 서비스들을 통합 으로 모니터링, 정보가공, 

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 u-City 통합 랫폼 

구축에 한 연구와 기술 표 화가 진행되고 있다[1]. 통

합 랫폼 연구의 주요 과제는 USN 시스템간의 상호 운

용성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USN 시스템 분석을 필

요로 한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 장비들의 종류가 다양하

며 제조업체마다 제공하는 개발, 분석도구가 개별 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비교가 쉽

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의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단일 

어 리 이션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여 추출한 정보를 비

교, 분석 할 수 있는 지원도구를 설계  제안한다. 

2. 련 연구

2.1 Daintree's Sensor Network Analyzer 

  Daintree사에서 개발한 Sensor Network Analyzer[2]는 

802.15.4기반의 네트워크와 센서 장비들의 동작을 시스템 

벨에서 분석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각 센서 노드의 

패킷들에 하여 모든 필드를 근할 수 있다. 한 직

인 네트워크 구성을 제공하여 노드의 상태, 패킷 이동 

경로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유  인터페이스, 

분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구입

비용이 커서 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2.2 MoteWorks

  Crossbow사의 MoteWorks[3]는 TinyOS를 포함하는 통

합 개발환경으로서 TinyOS 로그램 개발을 한 진보된 

에디터를 제공하며 xSniffer를 통한 패킷 흐름과 

MoteView를 통한 토폴로지, 복합 인 데이터 흐름을 

악 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분석을 해서 기본 으로 네

트워크상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첫째, 기본 인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

다. 센서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 노드 리스트, 이벤트 목

록, 네트워크 토폴로지, 센싱 정보 등 기존 센서네트워크 

모니터링 어 리 이션에서 공통 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기본 으로 구  한다. 둘째, 센싱 정보들과 분석을 해 

가공된 정보들을 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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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 네트워크 분석을 한 요구사항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기종의 센서네트워크들의 다양한 정

보를 규격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센서 네트워크 장

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는 다양하므로 센서 네트워크 시

스템을 손쉽게 어 리 이션에 연결 할 수 있도록 범용

인 Plug-in 모듈을 구  한다. 서로 다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의 모니터링 도구에서 지원하기 해서 각 

제조업체의 통신규격을 지원 할 수 있는 Plug-in 모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교, 분석을 한 임 워크를 

구 한다. 센서네트워크의 기본 정보, 패킷 량, 토폴로지 

구성 등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분석 정보를 표시

하며 다른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과 비교 할 수 있는 

임 워크를 구  한다. 

  와 같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센서 네트워크 분석도

구 구 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

기 해서 Visual Studio 2008 MFC를 이용하여 (그림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그림 2) 분석 도구 인터페이스

(그림 2)의 ㄱ은 분석도구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들을 로

드하여 트리뷰로 나타낸다. ㄴ은 ㄱ에서 선택된 센터네트

워크의 센서 리스트를 나타낸다. ㄷ은 ㄱ에서 선택된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 정보를 나타낸다. ㄹ은 ㄷ의 노드들이 감

지하는 센싱 정보를 나타낸다. ㅁ은 재 센트워크의 구성

을 표 한다. 마지막으로 ㅂ은 ㄹ에 표시된 정보들을 그래

로 표 해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간 센서네트워크 연동의 필요성을 

불러온 u-City의 개념에 해서 간단히 설명하 고 아직 

구 기술의 표 화가 명확히 이루어 지지 않은 시 에서 

이기종의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간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한 모니터링 도구의 설계 

 구 에 해서 다루었다.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을 한 모니터링 도구의 개

발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 인 모니터링 기능, 데이터베

이스기능, 비교 분석을 한 임워크 설계를 제안하

다. 앞으로의 진행 단계에서는 다양한 통신규격들을 지원

하기 한 효율 인 모듈의 개발과 연동을 한 통합비교

분석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고 이 도구를 통하여 통합운

센터(Ubiquitous Management Center)에 맡겨진 USN시

스템간의 상호연동 보장을 한 통합 미들웨어 개발을 

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센서 네트워

크를 분석을 통해 도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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