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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악지역이나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 작하게 나타나는 기상변화를 모니터링하기 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 기술을 이용한 필드서버를 개발하 다. 국지  기상변화에 의한 인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국지역

내에 배치된 필드서버간의 데이터 달이 매우 요한 기술이다. 일정한 국지  지역에 배치 된 필드서버들로 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수집되는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의 기상데이터를 송하기 한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을 구 하 으며, 이를 제작 된 외부센서모듈과 Telosb 계열의 센서노드에 nesC 언어를 사용한 

소형 무선센서네트워크 랫폼인 TinyOS로 로그램 하여서 서버 컴퓨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ABSTRACT

A field server was developed by us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technology to monitor the abrupt weather variation in local or mountain 

area. The data transmissions between deployed field servers in local terrain are very important technology in disaster prevention monitoring 

system. Weather related information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 atmospheric pressure, dew point and meteorological data are 

collected from the designated field at a regular interval. The received information from the multiple sensors located at the sensor field is used 

flooding routing protocol transmission techniques and the sensing data is transferred to gateway through multi-hop method. Telosb sensor 

node are programmed by nesC language in TinyOS platform to monitor the weather parameters of the local ter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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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공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시

스템의 특성 변화에 따라 다양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에 의한 인명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 

수집  재해 방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

나라의 기후는 기존의 역 측방법으로 측하기 어

려운 이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나 국지  지역 등에

서의 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의한 폭설, 폭우, 폭서, 한

 등에 의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소방방

재청 집계에 따르면 여름철 강우는 7월  장기간에 걸

쳐 집 호우가 빈발하 고, 평균 강수량이 490.6㎜로 

평년 강수량 (263.4㎜)을 훨씬 과 (227.2㎜, 186.3%)하

는 폭우가 내려 국 으로 12명의 인명과 2,55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1]. 특히 내수범람 침수, 산사

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황
Fig. 1 Weather Disaster Report for The Past 10 

Years

한 그림 1과 같이 1999년∼2009년 동안 기상재해

로 인하여 매년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

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경우 

재산 피해액의 규모가 5조 1,479억 원, 2003년도에 발생

한 태풍 “매미”의 경우 4조 2,225억원의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재해의 규모가 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우

리나라는 특히 산악지역이 많고, 최근의 휴가 등에 의

한 임시 거주자가 증가하는 등, 이러한 산악지형에서

의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잦기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해서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산악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에는 체면 의 83%가 산지로 형성, 넓은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과 서의 분수령을 이루는 태

백산맥이 험 하게 남북으로 뻗어 있어 하천의 유로가 

짧고 하폭이 소한데다 경사를 이루어 홍수유출이 

격히 증가하므로 하천의 범람과 산사태가 자주 발생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지형을 갖고 있다. 겨울철에는 

폭설을 철에는 강풍, 여름철에는 집 호우 등의 자

연재해로 인하여 산업  인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이 큰 실정이다. 자연재해에 기인된 재난사고는 

형 재난사고로 분류되어 그 피해규모도 다른 재해에 비

해 월등히 크다 [3]. 

이러한 인명피해  재난피해를 최소화시키기 해 

비교  좁은 지역의 갑작스런 기상변화를 모니터링할 

기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쉽게 기상을 모니터링하여 재해 방을 할 

수 있는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TinyOS 기반의 러딩 라우  로토

콜 (Flooding Routing Protocol) 송방식을 사용하여 온

도, 습도, 조도, 기압, 수  등의 필드서버에서 수집된 기

상데이터를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송하고 이를 베이

스 스테이션 는 베이스 스테이션과 인터넷으로 연결

된 다른 곳에서 그 지역의 기상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

다. 개된 필드서버 간의 통신을 해 Telosb 계열의 센

서노드에 소형 무선센서네트워크 랫폼인 TinyOS 

기반에서 nesC 언어로 로그램된 통신 로토콜인 

러딩 로토콜을 구 하고자 하 다. 무선센서노드에

서 사용되는 TinyOS는 센서노드의 제한된 자원인 컴퓨

, 네트워크 역, 배터리를 효율 으로 동작시키기 

해서 개발된 운 체제이다. 특히 이 운 체제는 이벤

트 드라이  (Event Driven Operation) 방식으로써 태스

크 (Task)와 이벤트 (Event)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른 처리

로 에 지 효율을 최 한 높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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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시스템의 문제

국내의 경우 기상청이 그림 2와 같이 자동기상 측

망을 구성하여 본격 인 도입  확산이 에 실제 장

에서의 서비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에 산재

한 600여개의 기상 측센서들로 구성된 무인 측시스

템 (Automatic Weather System, AWS)들과 AWS으로부

터의 기상 측정보를 한곳으로 수집하는 국지수집장

치 (Local Acquisition Unit, LAU)는 2400bps의 속 모뎀

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유선의 시리얼 통신을 통

하여 AWS에서 LAU로 정해진 자료 포맷의 기상정보를 

주기 으로 송되고, LAU에서 수집된 기상정보들은 

기상청의 용회선을 통하여 기상분석을 한 기상정

보 장소로 송되어 진다 [4]. 이러한 유선 시리얼 통

신 시설은 재해에 의해 완 히 괴될 경우나 재해가 발

생한 경우 재해 방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데이터통

신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  재난피해를 

방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 통신

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체 통신망의 특징은 회선 

설정이 용이하여야 하고, 재해지에서의 이동성이 부여

되어야 하며, 재난상황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5]. 

그림 2. 기상청의 자동기상 측망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Automatic Weather Monitoring 

System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선통신 방식의 국지기상 모

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상청

의 “무인 측시스템”이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보다 정

한 기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산악, 계곡지역 등을 특정

기간에만 설치운 이 가능한 이동식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를 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에 개될 필드서버를 제작하고, 필드서버로 부터의 기

상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송하기 하여, 러딩 라우

 로토콜 송기법을 개발하 다.

Ⅲ.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국지기상 모니터링용 필드서

버의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국지  지역에 많은 수의 

필드서버를 특정한 계획 없이 신속하게 배치해서, 배치

된 필드서버로부터 기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송

하여 모니터링 하게 되며 시스템 구성면에서 크게 3부분

으로 구성된다. 국지  지역에서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음  등의 센서를 통해 기상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모듈 부분, 수집된 기상데이터를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으로 송하는 무선센서노드 부분, 그

리고 PC로 송된 기상데이터를 분석하여 험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부분으로 구성하 다.

그림 3. 국지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Fig. 3 Concept of Weather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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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드웨어 구성

그림 4는 재해 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센

서모듈과 무선센서노드의 블록 다이어그램 보여주고 

있다. 센서모듈은 마이크로 로세서 (ATmega128, TI)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 이상기후 별, 

센서 리 등과 같은 데이터 처리를 한 로그램을 

용하 으며, 기상 측용 센서로는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기압센서, 음 센서를 사용하여 수집된 온

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의 6개의 기상데이터

를 RS232 통신을 통해 무선센서노드로 송하며, 러

딩 라우  로토콜이 구 된 무선센서노드가 포함되

었다. 무선센서노드로 송되어진 기상데이터들은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을 사용하여 주변의 다

른 무선센서노드로 송이 되어 최종 으로 베이스스

테이션을 통해 기상데이터를 받은 PC에서 기상을 모니

터링하게 된다.

그림 4. 기상용 필드서버의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The Field Server

2.2 러딩 라우  로토콜 구

러딩 라우  로토콜은 무선 애드 혹(Ad-hoc) 네

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  라우  기법이다. 그

림 5에서는 애드 혹 네트워크의 개념을 나타내었다. 만

약 A에서 D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A의 무선 네트

워크 송신 거리 내에 D가 있지 않을 경우 A는 B와 C를 

거쳐서 D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

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을 애드 혹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림 5. 애드 혹 (Ad-hoc) 네트워크의 개념
Fig. 5 Concept of Ad-hoc Networks

러딩 라우  로토콜은 특별한 패스 없이 네트워

크에 있는 모든 노드가 패킷을 포워딩 (Forwarding)하는 

기법으로, 소스노드는 먼  생성된 패킷을 주변 노드들

에게 로드 캐스트 형태로 송하고, 패킷을 받은 노드

는 다시 로드 캐스트 형태로 자신의 이웃노드에게 그 

패킷을 달하는 방식을 가지며, 각 노드는 달된 패킷 

경로로 라우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결국 송된 패킷

이 체 노드들에게 퍼져가는 방식을 러딩이라고 한

다.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은 여러 노드간의 

패킷 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달 확률이 높

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에 신속한 장 을 가지고 있

다 [6, 7]. 

국지  지역에 배치된 필드서버에서 수집된 기상데

이터를 무선으로 송할 수 있는 거리의 범 가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필드서버나 베이

스스테이션으로 기상데이터를 송하기 해서는 주변 

다른 노드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력하여 자유로운 망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데이터를 포워딩하여 싱크 노드 (Sink Node)에게로 

송해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형

성되는지를 실험하기 해서 네트워크 범 를 10m하고 

베이스스테이션과 필드서버 사이에 계기 역할을 

한 계노드를 설치하여 필드서버의 송범 를 확장

할 수 있도록 러딩 라우  로토콜을 구 하 다. 기

존의 러딩 라우  로토콜은 먼  생성된 패킷을 주

변 노드들에게 로드캐스트 형태로 송하고, 패킷을 

받은 노드는 다시 로드캐스트 형태로 자신의 이웃 노

드에게 그 패킷을 달하여 체 노드들에게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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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이로 인해서 패킷을 계속해서 무작정 달만 

하다 보면 같은 패킷을 다시 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패킷의 무한 루 를 방지하기 

해 패킷마다 특정 시 스 번호를 부여하고 한 번 받은 

패킷은 두 번 다시 송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무한루

 값의 범 를 10으로 한정하 으며, 이상의 포워딩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하 다. 한 네트

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해서 필드 서버 간 통신은 

계노드로만 멀티 홉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한 필드서버의 센서모듈에서 는 3분 간격으로 데이터

를 획득하고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를 센서노드로 

송되어지며 센서노드에서는 즉시 데이터를 계노드로 

달되어진다.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을 해 사용된 무

선센서노드는 가형, 고용량의 Flash Memory를 가진 

MSP430F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IEEE 802.15.4를 용한 

RF트랜시버 (CC2420), 외부 래시메모리 (M25P80)로 

구성되며, 주변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무선 센서노드의 동작은 2.5V～3.9V의 유연한 입

력 원을 사용하는 배터리 원을 사용하며, 3V 배터리

로 원을 인가할 경우 송수신 상태에서 40mA, 기 상

태에서 20uA정도의 력을 소모한다. 무선센서노드의 

외부 확장커넥터에 외부 기상용 센서모듈을 연결하여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의 기상데이터를 수

집하도록 하 다. 

그림 6은 러딩 라우  로토콜의 컴포 트 구성

을 나타낸 것으로 fired()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설정한 

TimerC 컴포 트, 센서 모듈로부터 수집된 기상데이터

를 받기 한 Data 컴포 트, 그리고 센싱한 데이터  

수신 데이터의 경로 설정  송을 담당하게 되는 

Router 컴포 트, 시간 동기화  Global Time 설정을 

한 TimeSyncC 컴포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신된 패

킷  송할 패킷의 경로 설정에 한 FloodingM 컴포

트, Flooding을 한 경로 선택 모듈인 Flooding 

Protocol 컴포 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시간 동기화 

리  Global Time 유지하기 한 TimeSyncM, Fired() 

이벤트를 발생하게 하는 TimerC, 시간 동기화 패킷 

송과 시간 동기화 패킷 수신을 한 QueuedSend와 

GenericComm 컴포 트를 사용하여 구성하 다.

그림 6. 컴포 트 구성
Fig. 6 Components Configuration

Ⅳ. 실험  결과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한  실험 환

경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실험을 하여 

제작된 3개의 필드서버를 10m의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 

지역에 배치하고 2개의 계노드를 필드서버와 베이스

스테이션 사이에 배치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하 다. 

그림 7. 실험 환경
Fig. 7 Environment of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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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필드서버로부터 수집되는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의 기상데이터를 3분 간격으로 러

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을 사용하여 송하 다. 

그림 8은 배치된 필드서버로부터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의 기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러딩 라

우  로토콜 송방식을 이용해서 베이스스테이션으

로 송되는 패킷 포맷 구성도이다.

그림 8. 기상데이터의 패킷 구성
Fig. 8 Data Packet Configuration

패킷의 구성은 header Message와 Multi-hop Message, 

Oscilloscope Message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9에서와 

같이 필드서버 5, 6, 7번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

를 포워딩하여 싱크노드 에게 패킷을 달한다. 싱크노

드는 PC에 시리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다. 

Multi-hop Message는 목 노드 (Sending Node)와 자신노

드 (Original Node) 그리고 홉 카운트 (Hop Count), 시 스 

넘버 (Sequence Number)로 구성 되어있으며, 홉 카운트

는 그림 9에서 필드서버 7번이 목 노드와의 홉 경로가 

3홉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Oscilloscope Message는 온도, 습도, 조도, 기압, 이슬

, 수  데이터를 각 각 2바이트씩 총 12바이트의 기

상데이터와 국지기상용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상데

이터의 패킷분석을 하여 FC FC의 2바이트를 추가하

여 구성하 다. 센딩 메시지 (Sending Message)는 목

노드인 베이스스테이션으로 보내기 해서 사용되는 

패킷으로서, 오리지  (Orignal Message) 패킷과 더불

어 멀티 홉을 형성하도록 사용되어지며 이 오리지  

메시지는 필드서버 자신의 ID를 가리킨다. 한 노드

마다 패킷이 발생 되어질 경우 각 패킷마다 번호가 할

당되어진다. 그리고 홉 카운트(Hop Counter)는 필드서

버와 베이스스테이션 사이의 홉 경로를 가리키는 역

할을 한다.

그림 9. 기상데이터 패킷
Fig. 9 Packet of Weather Data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  메시지(Oscilloscope 

Message)는 기상 데이터가 장된 공간으로서 사용되어

진다. 기상 데이터 앞에 FCFC는 기상모듈에서 송되어

진 데이터의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 그림 9는 그림 8번의 

패킷구성을 실시간으로 패킷을 멀티 홉으로 수신한 패

킷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기상데이터의 패킷과 송된 

기상데이터를 ListenRaw로 확인한 패킷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필드서버로부터 수집된 기상데이터를 

러딩 라우  로토콜 송방식을 통하여 베이스 스테

이션으로 들어온 기상데이터를 국지기상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노드 1, 2, 3번으로 

탭을 나 어 각 필드서버로부터 수집된 온도, 습도, 조

도, 습도, 이슬 , 수 의 기상데이터를 그래 와 실제 

값으로 나타내어 확인할 수 있고, 러딩 라우  로토

콜에 의해 실질 으로 데이터가 송되어진 경로를 화

면에 표시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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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 국지기상용 모니터링 시스템: 
(a) 필드서버 5, (b) 필드서버 6 (c), 필드서버 7 
Fig. 10 Monitoring System for Weather:

(a) Field Sever 5, (b) Field Sever 6, (c) Field Sever 7

Ⅴ. 결  론

국지기상용 무선센서네트워크 재해 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 국지  지역에 배치된 필드서버간의 

러딩 라우  로토콜 통신방식을 통해 필드서버로부

터 수집된 기상데이터를 베이스스테이션으로 송하여 

모니터링 하는 확장성이 우수한 국지역 기상환경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제작하 다. 제작된 필드서버는 온도, 습

도, 조도, 기압, 수 , 이슬  등 6가지의 기상 라미터

를 3분 간격으로 멀티홉으로 게이트웨이에 달할 수 있

었으며, 센싱을 하는 필드서버 이외에 계노드를 활용

함으로서 기상정보가 필요한 국지역의 확장성을 보장

하도록 하 다. 

한 러딩에 의한 패킷의 무한룹을 방지하기 

해 10회 이상의 패킷 룹을 차단하 고, 모니터링 PC에

서 필드서버간의 통신경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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