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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new sensor network architecture with autonomous robots based on beacon
mode and implemented real time monitoring system in real test-bed environment. The proposed scheme offers beacon
based real-time scheduling for reliable association process with parent nodes and dynamically assigns network address
by using NAA (Next Address Assignment) mechanism. For the large scale multi-sensor processing, our real-time mon-
itoring system accomplished the intelligent database processing, which can generate not only the alert messages to the
civilians but also process various sensing data such as fire, air, temperature and etc. Moreover, we also developed
mobile robot which can support network mobility. Th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using real test-bed system,
we illustrate that our proposed system demonstrates promising performance for emergence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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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무선통신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의 확대로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센서들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노드의 개수도 많아짐에 따라 이웃노드와의 채널간섭 및
충돌,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공간에서 효율적인 통신을 위하여 비컨을 사용하고
TinyOS기반으로 설계 및 구현하여, 멀티홉 메쉬 구조에 적합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구현한 프로토콜
은 비컨 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스케줄링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Association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NAA(Next
Address Assignment) 기법을 이용하여 동적인 주소할당과 재사용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처리를 위한 지식정
보 서버를 구축하였다. 끝으로 실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화재,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높은 전송률
을 가짐을 보인다.

주요어 : 무선 센서네트워크, 비컨모드, TinyOS, 실시간 탐지

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가공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무선 센서 네트워크[1] 기술들이 소

개되고 있다. 특히 u-City의 개념 도입과 더불어 군사용, 가

정용, 의료용, 산업용 등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지하 공간에서의 화재감시, 위험물 탐지 등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응용될 있다.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과 이들로부터 데이

터를 전송받는 싱크노드,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고

가공하는 서버와 사용자 단말 등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

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동작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작은

크기이며, 넓은 지역에 자가 구성이 가능한 네트워크 토폴

로지를 이룬다. 또한 무선 채널을 사용하여 패킷을 전송하

므로 유선망에 비하여 낮은 대역폭과 높은 BER(Bit Error

Rate)을 갖고,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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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제약점

들을 극복하고 지하철 역사내에서 각종 센서 기기들간의 원

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컨 모드 기반의 프로토콜

을 TinyOS[2] 상에서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러한 비컨 모

드는 동기화된 스케줄링 기법을 제공하고 동적인 주소할당

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역사내 네트워크 확장성

을 높일 수 있다. TinyOS는 U.C. Berkley에서 제안한 오

픈 소스 기반의 운영체제로써,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작은

코드 크기로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즉, 비컨기반의 멀티홉

프로토콜을 TinyOS상에 구현함으로써 네트워크 성능을 증

가시키고, 오버헤드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지는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관

련 연구들로 TinyOS와 비컨 기반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

펴보고, 3장에서 실제 구현한 결과물의 구성과 동작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완성된 테스트베드 상에서 실험한 결

과를 통하여 성능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TinyOS

TinyOS는 미국 UC Berkeley 대학에서 개발된 무선 센

서 네트워크를 위한 전용 운영체계이다. 이름의 의미와 같

이, TinyOS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30Kbyte 이하의

매우 작은 용량의 크기로 컴파일되며, 무선 센서 노드의 일

반적인 특징(최소한의 하드웨어, 작은 메모리, 낮은 CPU

성능 그리고 한정된 에너지)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운영체계

이다. TinyOS는 좀더 편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클래

스 형태의 컴포넌트 구조를 갖는 NesC[3] 언어로 구현되

어 있다. NesC와 같은 컴포넌트 모델 언어는 여러 개의 컴

포넌트 block들을 컴파일시 연결(wiring)하여 하나의 애플

리케이션 형태로 조합한다. 또한 센서 노드에 올라갈 하나

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커널 컴

포넌트들만을 선택하여 컴파일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코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NesC의 문법은 기존에 많이 사

용되고 있는 C언어와 비슷하지만, 형태, 개발 방식, 코드크

기 등에서 차이점도 많다. NesC의 주요 특징으로는 컴포

넌트 기반으로 기존 C언어에 비해 편리한 프로그래밍을 제

공하며, 코드 크기가 매우 작은 장점이 있다. 반면, 동적 메

모리의 기능이 없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TinyOS의 프로세스들은 크게 태스크와 이벤트로 나뉘는

데 스케줄링은 간편성을 위해 단순한 2-level 스케줄링 기

법을 사용한다. TinyOS에서의 태스크는 간단한 컴퓨팅 연

산이나 함수 호출 등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스로서 FIFO

(First In First Out) 큐를 통해 차례로 실행된다. TinyOS

에서는 실행된 모든 태스크가 끝난 후, 버퍼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태스크가 생성되기 전까지 CPU의 전원을

최소화하여 CPU의 소모 에너지를 낮춘다. 태스크는 다른

태스크에 의해 선점되지 않지만, 이벤트에 의해서는 선점된

다. 이벤트는 특정 하드웨어 인터럽트나 특정 조건을 만족

했을 경우 호출되는 프로세스로서 다른 태스크보다 먼저 실

행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럽트에 의해 어떤 이

벤트가 발생되면 연결된 컴포넌트들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

위 컴포넌트들의 특정 함수가 호출되며, 동시에 그에 따른

여러 함수들이 태스크 형태로 만들어져 FIFO 큐에 저장된

다. Fig. 1과 Fig. 2는 이러한 태스크와 이벤트의 관계와

TinyOS에서 스케줄링 방법을 보여준다. 즉, 이벤트에 의해

commands가 생성되면 FIFO 큐에 있는 다른 태스크를 선

점하게 된다.

2.2 IEEE 802.15.4 및 비컨 기반 프로토콜

협소한 지역내(PAN; Personal Area Network)에서 센서

노드들간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프로토콜로써

IEEE 802.15.4[4]이 있다. 기본적으로 Star 토폴로지를 지

원하여 중앙의 coordinator가 비컨을 통하여 통신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1홉 거리의 노드들을 위한 제한된

기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수의 비컨이 존재하며, 다수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는 멀티 홉 환경의 메시 구조에서는

Fig. 1. 태스크와 이벤트와의 관계

Fig. 2. TinyOS의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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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부적합하다.

IEEE 802.15.4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5, 6]에서

BOP(Beacon Only Period) 및 NAA(Next Address As-

signment)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테스트

베드에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센서 노드 역시 TinyOS와 같

은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하철

공간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라우팅을 위한 브로드캐스트

패킷들과 비컨과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여 네트워크 트래

픽량이 쉽게 증가하여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실제 지하철 공간에서 화재 및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inyOS

에 최적화되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실제 하드웨어 구현

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실시간 지식정보

처리 서버를 구축하여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 및 구현

3.1 MAC Layer Functions

MAC 계층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Association,

비컨 동기화, 채널 접근(CSMA/CA), 경로 회복을 수행한

다.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WiBEEM_MAC 컴포넌

트(WiBEEM_MACC)에서는 WiBEEM_MAC_SAP(SAP;

Service Access Point) 인터페이스와 WiBEEM_MLME_
SAP(MLME_SAP; MAC Layer Management Entity

SAP)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WiBEEM_MAC_SAP 인터

페이스는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MLME 사이에서 망

관리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접속 포인트를 제공한

다. 그리고 WiBEEM_MLME_SAP 인터페이스는 associa-

tion과 같은 접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3에서

WiBEEM_MAC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앞선 두 인터페이스

들뿐 만 아니라 WIBEEM_MAC 컴포넌트에서 설계 및 구

현한 인터페이스들을 나타낸다. 이때 화살표는 각 인터페이

스 상호간 호출하는 순서이다.

3.2 Beacon Scheduling

본 논문에서 구현한 Superframe 구조는 IEEE 802.15.4

표준의 Superframe 구조와 비슷하지만 비컨 만 전송할 수

있는 BOP구간이 추가 되었고, 이 BOP는 다시 16개의 슬

럿(Slot)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슬럿은 오직 PAN

Coordinator만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슬럿은 각 노드가

부모의 비컨을 듣고 이웃이 사용하는 슬럿을 피해 노드 스

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Time Slot을 결정하고 사용하

기 위해서는 BI(Beacon Interval), BOP, myBTTS(Beacon

TX Time Slot)등 각 구간동안 시간을 측정하고 이벤트로

알려줄 타이머가 필요하다. 이때 BI는 실제 비컨이 전송되

는 시간 간격이며, BOP는 비컨전용의 시간구간이 되고,

myBTTS는 비컨을 전송할 노드의 예약된 슬럿을 나타낸

다. 노드가 자신의 Slot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

다. 우선 WC는 WED를 포함한 이웃 노드들의 스캔을 마

치고 PAN을 시작하기 위해 MLME_START.request 프리

미티브를 실행하면서 비컨을 전송한다. PHY계층으로부터

비컨을 정상적으로 전송했음이 확인되면 비컨 전송 간격 동

안 시간을 측정할 비컨 타이머를 시작한다. 비컨이 전송될

때 다른 노드가 이 비컨을 듣고 PAN Descriptor에 기록해

두었다가 스캔이 끝나면 [7]에서 사용한 파라미터와 같이

LQI(Link Quality Indicator)가 가장 좋은 채널의 WC에게

Association을 요청하게 된다.

Fig. 3. TinyOS에서 MAC 계층 연결구조

Fig. 4. Superfram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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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ssociation

각 노드는 전원을 켰을 때 PAN에 참여하기 위해 As-

sociation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드 유형을 세 가지
WC(Wireless PAN Coordiantor), WR(Wireless Router),

WED(Wireless End Device)로 분류한다. WC는 일반적인

싱크 노드 및 게이트웨이 노드의 역할을 하면서 WR 및

WED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모니터링 서버로 포

워딩한다. WR은 WC와 함께 비컨을 전송하고 스케줄링하

며 패킷을 라우팅하는 역할을 한다. WED는 실제로 센싱

모듈로부터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패킷으로 만들어

WR 혹은 WC로 전송한다. 하지만 ZigBee[8] 네트워크에

서는 MAC계층에서의 구분은 단지 WC에 해당하는 Full

Function Device(FFD)와 Device에 해당하는 Reduced

Function Device(RFD)로 구분된다. FFD는 WC를 포함

하며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PAN에 참여하지 않고 PAN

을 형성하고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FFD는 Beacon enabled

mode에서 주기적으로 비컨을 전송한다. RFD는 Associa-

tion을 위해 PAN을 탐색하는 채널 스캔 프로세스(MLME_

SAP.MLME_SCAN_request())를 수행한다. MAC 계층에서

의 채널 스캔은 네트워크 계층의 Network_Discovery_request

명령에 의해 호출되고 스캔 하면서 각 채널별로 수신하는

비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11~26번까지 모든 채널을 스

캔한 후 상위 계층으로 SCAN_Confirm을 통해 알린다.

MLME_SCAN_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해 수집된 각 채널

의 비컨 정보(PAN Coordinator, 채널, 신호 세기 등)를 참

고하여 수신신호 세기가 가장 센 비컨을 전송한 WC에게

Fig. 5와 같이 Assocation_request 프리미티브를 전송하도

록 구현하였다. Assocation_request 프리미티브는 SCAN_

confirm을 수신한 네트워크 계층이 Network_Discovery_

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 Join_request 프리미티브를 호

출하면서 불려진다.

주소할당을 요청하는 Association_request 메시지를 수신

한 WC는 capability 정보의 AllocateAddr 플래그를 확인

해서 1인 경우 16bit 주소할당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고

할당해줄 주소를 계산한다. 네트워크내 16bit 주소는 NAA

를 통해 계산되는데 이는 다음 절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구

현한 NAA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Association_request를 요

청한 노드에게 할당할 16bit 주소를 계산한 뒤 MLME.

Assocate_response 메시지를 통해 노드에게 동적인 주소가

전달되고 Assocation과정은 종료된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과정은 WR, WED 두 노드 유형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만

약 Assocation을 요청한 노드가 WR이라면 Association과

정 이 후 네트워크 계층에서 NLME-START-Router.request

메시지를 호출, WR 자신만의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한다.

3.4 Path Recovery Process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동작 중 통신 중 경로 실패가

발생 시 복구 작업은 기본적으로 2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간단히 이웃 WR 혹은 이웃하는 다른 부모 노

드와의 Association 재설정으로 구현한다. 이를 위하여 아

래와 같이 문제 발생 탐지, 문제 해결 순으로 진행한다. 먼

저 MAC 단에서 문제 발생은 센싱 데이터를 전송 후 특

정 시간 이내 연속적으로 Pending 상태가 되는 경우로 정

의한다. 즉 센싱 데이터를 전송 후 일정 시간이내에 Pending

Flag가 복구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Pending 상태가 Off

가 될 때 문제 발생으로 고려하고 WR 또는 WC와 재접

속을 시도 한다. 이로써 네트워크 계층의 불필요한 RREQ

(Route Request) 패킷의 브로드캐스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

으며, 대역폭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경로 복구 방법은 RERR(Route Error) 패킷을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 통보하는 것이다. 이

러한 방법은 [5, 6]에서 제안한 환경 및 ad hoc 네트워크

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나, 실제 지하철 역사 공간과

같은 선형적이고 계층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는 불필요

한 제어 패킷의 오버헤드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

능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인 계층적 Re-Association 기

법을 적용하였으며, RERR 패킷을 이용한 경로 복구 방법

은 선택사항으로 구현하였다.

3.5 Network Layer Functions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구성, Join & Leave, 라

우팅, NAA, 경로 복구 과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

한 동작들을 위해서 WiBEEM_NWK(NWK; Network) 컴

Fig. 5. Association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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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넌트에서 WiBEEM_NLDE_SAP(NLDE; Network Layer

Data Entity) 인터페이스와 WiBEEM_NLME_SAP(NLME;

Network Layer Management Entity)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다. WiBEEM_NLDE_SAP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전송 서

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WiBEEM_NLME_SAP 인터페이

스는 Join & Leave와 같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6은 WiBEEM_NWK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앞서 설명한 두

인터페이스들뿐 만 아니라 WiBEEM_NWK 컴포넌트에서

설계 및 구현한 인터페이스들을 나타낸다.

3.6 NAA(Next Address Assignment)

센서 노드의 전원이 켜지게 되면, association을 하게

되는데 이 때 WC 또는 WR로부터 주소를 할당 받는다.

즉 WC 또는 WR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ASSOCIATE_

indication 메시지를 받으면, 주소를 할당해서 ASSOCIATE_

response 메시지를 보낸다. 이 때 ZigBee에서는 IEEE

802.15.4 표준 MAC 계층에서 사용하는 16비트 주소를 할

당한다. 이 방식은 정해진 식에 따라 고유의 주소를 할당

하는데, 16비트 주소 공간 낭비가 심하다. 또한 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16

비트 주소 공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면서 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소 할당 방법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NAA 주소 할당 방법을 이용한다. NAA

는 Association하는 기기에게 네트워크에서 마지막으로 할

당된 다음 번호를 기기의 새로운 주소로 할당한다. 따라서

16비트 주소 공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며, 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Association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노드의 Association

요청에 Response로 응답을 해준 기기가 WR일 경우에는

WC에게 노드에게 할당해준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

하고 WC의 NAA값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트

워크 계층에서 AddrAssign 명령을 전송한다. Fig. 7은 정

상적으로 주소할당이 이뤄졌을 경우의 WC 내부에서 구현

한 메시지 순서도를 보여준다. 메시지의 시작은 MAC Entity

에서 시작하여 LL(Logical Link) Entity를 거쳐 네트워크

계층의 CentralAddr Entity로부터 주소를 할당받게 된다.

WR의 경우는 WC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주소 할당과정

이완료되지만 WC의 경우 WR로부터 AddrAssign 명령를

수신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LAA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때 비교값이 정상이면 자신의 LAA값을 갱신하

고 WR에게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LAA값이 비정상적인

값 혹은 중복되는 값으로 판단되면 새로 자신이 가진 LAA

값 + 1을 주소로 할당하도록 응답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3.7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 환경의 응용서비스 모델로

화재 센서 및 대기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요소를 추

론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상황 정보 및 대처 방법을 제

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센서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보처리 기술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기반으로 화재 및 대기 센서데이터

기반 지능형정보처리(KIP-AF: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for Air and Fire sensors)에 대해 설명한다.

Fig. 8은 센서데이터 기반으로 지능형 정보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계한 것

이다. “실시간 멀티 센서데이터 버퍼관리 기술”, “멀티 센

서데이터 기반 기술언어 표현 기술”, “멀티 센서데이터 기

반 추론 모델 기술”, “실시간 센서네트워크 망 관리 추론

Fig. 6. TinyOS에서 네트워크 계층 연결 구조

Fig. 7. NAA를 위한 메시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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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기술”들 각각에 대해서 고려하여 센서 네트워크 환경

상에서 일반적이 지능형정보처리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멀티 센서데이터 기반 기

술언어 표현 기술”로는 규칙기반으로 구축하고, “멀티 센서

데이터 기반 추론 모델 기술”로는 정형적인 계산 모델 및

규칙기반 계산 모델을 사용하여 상황판단을 수행한다. “실

시간 멀티 센서데이터 버퍼관리 기술”로는 가중치, 거리벡

터, 우선순위 속성을 이용하여 실시간 버퍼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센서네트워크 환경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UI 컴포넌트”와 위험정보를 주변 사람들의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Post Processing for the result”를 구현하였다.

그 외로 소프트웨어 구조에 언급된 기술은 향후 계속 연구

해야 될 기술로 설계에만 반영한다.

4.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평가

TinyOS를 기반으로 비컨 모드 센서네트워크의 구현은 대

구시 지하철 2호선과 동일한 환경의 가상 역사내 테스트베

드를 구축하고 실험하였다. 센서 모듈은 RF 트랜시버로는

TI Chipcon사의 CC2420을 채택하였으며 저전력 연산이 가

능한 ATMEL사의 ATMega128L을 메인 CPU로 사용하여

지하 공간의 온도, 습도, 조도, 연기, 가스(CO, CO2,

HCHO, SO2, NO2 등)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센서 노드들은 멀티 홉을 구성하여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

송하며, 실시간 처리를 담당하는 지식정보 처리서버(KIP-

AF)에 측정된 데이터들이 DB화되어 저장된다. 수집된 데

이터의 조회 및 통보는 ZSIM(ZigBee enabled SIM) 사용

자 단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9 및 Fig. 10은 가

상 지하철 역사내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 및 토폴로지를 각

각 보여준다. Fig 10과 같이 지하철 역사의 환경은 일반적

인 네트워크 구조와는 달리, 단방향의 긴 플랫폼을 갖는 지

형적 특성상 WC을 중심으로 선형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WC로 향하는 중간 WR 노드들에 대한 트래픽 집중을 보

이며,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Tree 구조의 논리적인 구성

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만약, 지하철 이외의 다른 공간이

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면, 해당 토폴로지 및 요구사항

에 맞는 노드의 구성과 패킷 전송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을 위한 노드들의 구성은 WC가 1개, WR이 8개,

WED는 50개로 하였으며, 최대 3홉으로 통신하였다. 1홉당

전송 거리는 30~40m이며 RF 파워 제어는 0 ~ -20dBm을

유지하였다. 통신에 사용된 패킷의 최대 크기는 40Bytes이

고, 패킷 전송 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하고 Duty Cycle은

100%로 설정하였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지하철 화재 및

환경정보 모니터링을 위해서 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를 요

구하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로써 각 노드별로 수신된 패

킷을 모니터링하여 각 노드의 Packet Loss Rate(%) 계산

Fig. 8. 화재 및 대기 감시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버

Fig. 9. 지하철 가상 역사내 테스트베드 구성도

Fig. 10. 지하철 가상 역사내 네트워크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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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 식 (1)과 같다.

(1)

Loss를 계산할 때 수신되지 않은 패킷은 채널 에러로 인

한 손실뿐만 아니라 패킷 충돌에 의한 손실까지 포함한다.

Table 1은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평균 패킷 손실률은 3%

이하임을 보인다. 이는 실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

기에 충분히 우수한 성능 조건이며, 향후 QoS를 요구하는

응용 서비스의 구현에도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때의 대부분의 손실은 노드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발

생하는 패킷 충돌 및 재전송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이다. 한

편,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낮은 Duty Cycle을 요구한다

면, Loss Rate를 비롯한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더욱 향상

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비컨모드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을 오픈소스 기반

의 TinyOS상에서 설계 및 구현하였다. 에너지 효율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MAC계층에서는 BOP구간을 두

어 비컨 스케줄링을 하였으며, 네트워크계층에서는 NAA

기법을 통하여 동적인 주소할당을 제공하였다. 토폴로지의

자가 구성을 위해서는 경로 복구 과정을 정의하여 연속적

인 통신을 보장하였다. 또한 지하철 역사내의 실시간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식처리 서버도 설계 및 구

현하였다. 성능분석을 위하여 실제 테스트베드 및 센서 노

드들을 제작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트래픽이 많은 환경에서

도 높은 전송률을 보장함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서는 센싱 정보의 우선순위 및 QoS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법들을 구현하고, 노드들의 이동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끊김 없는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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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oss Rate 측정 결과

성능 측정

노드 ID Loss Rate(%) 노드 ID Loss Rate(%)

A 3.38 L 2.94

B 1.88 M 3.71

C 2.93 N 0.91

D 2.62 O 1.91

E 2.63 P 1.97

F 1.87 Q 1.93

G 3.44 R 0.72

H 2.92 S 2.93

I 1.87 T 3.01

J 1.92 U 1.87

K 2.50 V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