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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USN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u-city 또는 u-bike 등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수 

구성요소인 USN 기반 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는 관리 대상인 사물에 대한 상황 인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 인지 처

리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게이트웨이 제어부(MPU)와 상황인지 처리 Sink-Node간의 상호 연동 기능, IP 

코어망을 통한 센서망 관리 운용 시스템 연동 기능 등을 포함한다.  개발된 게이트웨이는 현재 자전

거 공용 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용되고 있다.

1. 서론

   u-city는 첨단 IT기술  서비스를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목하여 도시내에 발

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미래형 첨단도시를 말한다[1]. 따라서 u

시티 서비스는 u시티 인 라(기반시설) 등을 통해 행정ㆍ

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도로공사, 건교부, 경찰청 등에 각

기 분산되어있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통합하고 CCTV나 

센서를 통해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수신·가공 처리한 교통

정보를 도로 표지(VMS), 이동통신 단말, 인터넷 포털 

등의 다양한 매체로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로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시민의 유용한 도로교통 정보 획득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해서는 도로교통량 정보 수집, 교통량 감

시·알림, 긴 차량 추 ·지원, 도로교통 정보 제공, 교

통 정보 제공, 외부 서비스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러한 서비스 구 을 해 재 센서네트워크 기술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노드와 싱크노드(게이트웨이), 통신망 연

동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재 사용 가능한 기술은 

지그비(Zigbee), 무선랜 속망과 유무선 인터넷으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시스템

키오스크

USN/RFID

3G/인터넷3G/인터넷

USN/RFID대여/인증 반납/정산

키오스크

상태관리정보 상태관리정보

그림 1. 공용자 거 서비스 

U-bike와 같은 공용자 거 는 bikesharing 시스템[2-5]

은 자 거 도로 상의 장에서 RFID 태크와 GPS 등을 

탑재한 자 거 는 소지한 사용자들이 키오스크를 심

으로 구축된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

해 자 거의 여 반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오스크

에서 RFID를 기술을 활용하여 RFID 태그가 부착된 자

거의 보 소 황을 악하고 GPS를 이용한 치기반 

제시스템을 통한 회수  재분배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이러한 서비스 구 을 해 재 센서네트워크 기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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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센서노드와 싱크노드(게이트웨이), 통신망 연

동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재 사용 가능한 기술은 

지그비(Zigbee), 무선랜 속망과 유무선 인터넷으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2. U-city 시설물 리를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와 게이트웨이 구조

U-city 시설물 리  상황인지를 한 USN 게이트웨이

에 필요한 기능들을 구 하기 해서는 게이트웨이 기능 

이외에 상황 인지 처리 하드웨어 설계  정보 수집  

제어 기술이 필요하며 센서망 리 운용 시스템으로의 데

이터 달과 연동 기술 등이 필요하다. 

U-city 시설물 리를 한 USN 게이트웨이 개발 과제의 

주요 기술 분야는 Sink-Node 와 IEEE802.15.4규격에 따

른 무선 인터페이스 기능, 센서 제어 메시지  데이터에 

한 라우  기능, 센서 종류에 따른 응용 기능, 유무선IP 

코어망과의 속 기능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U-city 시설물 리  상황인지

를 하여 정보 수집  제어 기능을 USN 기반 게이트웨

이에 탑재하여 실시간 인 정보를 리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U-city 시설물 상 시설물에 한 상황 인지 정확도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3. 게이트웨이 구조

그림 3는 상황 인지 정보 수집  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인지를 

한 USN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구조는 크게 센서망과 유

무선 IP망간의 상호 연동 기능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 블

록과 센서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Sink-Node연동블

럭, 이동통신망 연동블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웨어 제작은 력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Arm11(532Mhz -133X4) MCU Core 멀티미디어와 그래픽 

애 리 이션을 한 력 솔루션을 사용하 다.

한 게이트웨이 소 트웨어 로토콜 스택 구조는 그림 

4과 같이 OS 혹은 특수기능 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

도록 CPU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기 인 설정 값, ROM 

(or flash), RAM, UART등의 기본 인 디바이스들을 동

작 지원하는 Boot Loader와 운 체제의 다른 부분과 응용

로그램간이 요구하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요한 자원(메모리, 일,주변장치)을 리하는 커

(kernel) 그리고 Ethernet, WiFi 통신을 한device  

CDMA  모듈과 GPS 모듈의 연동을 한 serial device 

구동을 한 driver로 구성되는 시스템 로그램 블록과 

센서노드와 무선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는 물리계층

(PHY), MAC 계층 제어, 센싱 정보  센서 제어 메시지

에 한 라우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계층 제어, 게

이트웨이 기화, 구성 정보 리, 테이블 리, 장애  

자원 리 기능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정보 제어를 한 USN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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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보 제어를 한 USN 게이트웨이 기능 구조

한 상황 인지 정보 수집  제어 기능  게이트웨이 

연동 기능 구 을 하여 다음과 같은 유  어 리 이션 

요구 기능 블록들로 구성된다.

 - IP(유무선) 코어망 속  운용자 리 시스템 연동 

기능 

- 게이트웨이와 이동통신망(CDMA) 연동용 제어 기능 

- 게이트웨이와 센서 노드간 무선 경로 연동 기능 

- 정보 수집  제어 기능

- 게이트웨이 연동 기능

- 유무선IP 코어망 속  운용자 리 시스템 연동 기

능

- U-city 시설물 리 게이트웨이와 싱크 노드간 연동 기

능

- USB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이동통신망 연동 기능

4. 게이트웨이의 응용

 공용자 거 시스템에 본 게이트웨이가 응용되고 있

다. 다음 그림은 공용자 거 시스템에서 본 게이트웨이를 

통해 상황인지 정보인 자 거 여와 반납 요청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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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용자 거 시스템의  서비스 

흐름도이다.

대여?흐름도

노드 관제센터게이트웨이

예약확인 Request

상태확인  Request

상태확인 Response

상태확인  Response

예약확인  Request

예약확인  Response

대여 Request

대여  Response

대여 Request

대여  Response

Compare 
(DataBase) ?

사용자 TAG 리더

CREM_ON

카드정보
카드접촉

지불요청(“0”과금)

‘0’지불

사용자확인 request

사용자확인 response

VALID_OK?

거치대정보 DISP

Y

KEYPAD

거치대번호선택

대여키입력

ACK

ACK

ACK

지불처리결과_resp(card번호포함)

상태확인  Request

예약확인 Response(card#, 시간정보)

반납?흐름도

노드 관제센터게이트웨이사용자 TAG 리더

CREM_ON

카드정보

카드접촉

지불요청(과금)

지불

처리결과통보

KEYPAD

반납key  입력

입력_ok_resp

ACK

ACK

ACK

지불처리결과_resp(card번호포함)

자전거거치

사용자확인 request (Card#, 대여시간)

사용자확인 response

사용금액 display

Card# is OK ? Error DISPN

Y

사용자확인 request

사용자확인responset

이용현황 request (Card#, 대여시간)

이용현황 responset (Card#, 과금)

반납request

반납response

반납request

반납 response

거치대등록정보 request

거치대등록정보 response

거치대등록정보 request

거치대등록정보 response

그림 4. 여/반납 처리 과정 

여를 원하는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여 요청하면 게이

트웨이는 제센터와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친후 거치 의 

자 거 거치 상황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거치  번

호를 선택을 하게 한 후 해당 자 거의 키패드에서 여

를 요청하면 게이트웨이에서 자 거 탈착이 가능하게 승

인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 다.

5. 결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U-city 시설물 리를 한 

USN 기반 게이트웨이에 정보 수집  제어 기능을 탑재

하여 실시간 으로 정보를 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 

시설물에 한 상황 인지 정확도  신뢰도 향상에 활용

하여 U-city 시설물 상황 인지에 따른 효율 이고 신속한 

처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시스템의 표  응용으로 -Bike용 게이트웨이로

써 활용되고 있으며, USN 방식의 안정 인 공공자 거 

리 서비스  응용과 Zigbee 구성의 핵심요소인 Node 

데이터를 BcN 망과 연동된 리장치  센터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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