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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SN(Wireless Sensor Network)를 활용하는 범 가 차 확  되면서 TCP/IP 기반의 공용 네트워크에서 WSN에 

근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 하 고, 이로 인해 이 네트워크 환경 모델을 테스트하기 한 연구가 꾸 히 진행 되

었다. 하지만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필요로 하는 WSN을 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 모델을 테스트베드와 NS-3를 통합한 테스트 시뮬 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의 시뮬 이션 시간도 NS-3의 리얼타임 스 러를 이용하여 통합할 수 있는 시뮬 이션 환경

을 제공한다. 

ABSTRACT

WSN (Wireless Sensor Network), to take advantage of the range was gradually expanded. So WSN access from public network to the 

desire to be increased. As a result, the test network environment for research has been progressing steadily.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sensor 

nodes, to establish of Testbed for WSN is difficult. in this paper suggests efficient integration test simulation environment of Testbed and 

Virtual environment for WSN. In addition to this paper suggests simulation environment able to integration of simulation time of Testbed and 

N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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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EEE 802.15.4 로토콜기반의 WSN(Wireless Sensor 

Network) 활용[1]은 최근 10년 사이에 속도로 증가하

다[2]. 네트워크 모델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

크 환경 모델링에 한 테스트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을 테스트 하는 것은 많

은 어려움이 있다. 먼  수많은 센서 노드들을 구축해야 

함으로 테스트 베드 환경에서 WSN 환경을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테스트 베드 환경을 구축하 다 하더

라도 네트워크 토폴로지 (Topology)를 다양하게 변경 시

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런 문제 을 해

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NS-3 시뮬 이터를 사용

하여 WSN 환경을 모델링 한다. 하지만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back-end-server같은 경우, 소 트웨어 인 구

이 복잡한 역에 속하고 Database와 연결되어 용량 

서버로 개발 되는게 일반 이기 때문에 NS-3에 이식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3]. 

이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네

트워크 모델 환경에서 back- end-server를 포함한 공용 네

트워크는 테스트 베드를 사용하고, WSN은 NS-3를 사용

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back- 

end-server 내부의 모듈간의 시간도 NS-3 시뮬 이션과 

통합 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한다. 를 들어 모바일 기

기에 서비스 해주는 시간이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

는 시스템이라면 데이터 베이스에 데이터가 장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 등을 NS-3의 시간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림 1. 제안하는 네트워크 모델
Fig. 1 The proposed network model

Ⅱ. 련 연구

2.1. 네트워크 시뮬 이터

네트워크 시뮬 이터는 실제 노드를 사용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여 동작을 

찰하지 않고, 구성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동작과 

향을 측하고 분석하기 한 소 트웨어이다. 네트워

크 시뮬 이터는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하

거나, 량의 센서 노드와 같이 높은 Cost의 실험 환경

을 에뮬 이트 하여 그 향과 성능을 측한다. 한 

새로운 네트워크 로토콜을 테스트 하거나, 기존의 

로토콜에 한 환경의 향을 테스트 하는데 주로 이

용한다. 

그  NS-3[4]는 NS-2[5]의 모듈간의 불필요한 결합도

(Coupling)가 높고, 구조가 복잡하며 변경을 한 유연성

이 낮은 단 을 보완하 다. NS-3는 C++과 Python 언어

를 채택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는 환경을 제

공한다. 한 Smart Pointer/Functor/Callback 등과 같은 다

양한 인 C++ 디자인 패턴을 용하여, 사용자가 

로토콜을 보다 객체 지향 으로 구 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2.2. NS-3 이벤트 스 러

NS-3 시뮬 이터는 이벤트 기반 방식의 시뮬 이터

를 사용한다. 모델 작성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변화 시

키는 사건을 결정하고, 각 사건과 련된 논리를 실행 

시킴으로써 시스템에 한 시뮬 이션이 수행된다. 

즉, NS-3 시뮬 이터에서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시

뮬 이션 시간 동안만 스 러가 특정 이벤트를 실행

한다. 여기에서, 패킷을 처리하는 처리함수와 패킷을 

처리 하는 시 에 한 기록들이 모두 이벤트에 포함된

다. 스 러는 실행할 순서 로 이벤트를 선택하여 

동작한다. 

NS-3에서는 이벤트 스 러로 실시간 스 러와 

비 실시간 스 러가 존재한다. 이벤트 스 러의 종

류에 따라 다른 동작방식을 보이며, 사용자는 특정 스

러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비 실시간 스 러에는 List 스 러, Heap 스

러가 있다. List 스 러는 연결 리스트 구조를 이용하

여 구 한 비 실시간 스 러이다. 리스트는 시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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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 링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삽입하고 삭제

할 때 올바른 엔트리를 찾는 리스트 스캐닝 작업이 필요

하다. Heap 스 러는 Heap 구조로 구 한 비 실시간 

스 러이다. 이 구조는 리스트 구조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한 NS-3는 실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Emulation용도로 실시간 스 러를 제공한다. 본 논문

에서는 테스트 베드와 NS-3 시뮬 이터 간 테스트 통합

이 목표이기 때문에 실시간 스 러를 사용하며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통합 모듈을 구 하 다. 

2.3.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의 연동 기법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표 인 형태의 응용은 센서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센싱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

자에게 달해 주는 형태이다. 센서 네트워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면, 센서 네트워크는 그에 해당하

는 데이터를 송한다. 이때,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호

스트 간 는 센서노드와 인터넷 호스트 간 통신이 이루

어지게 된다. 

일반 으로 센서 노드는 TCP/IP와 같은 인터넷 로

토콜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연산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센서 네트워크와 연결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하거나, 센

서노드가 수용 가능한 작은 인터넷 로토콜 스택을 센

서노드에 탑재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6][7]. 

한 네트워크 릿지를 이용한 주소  로토콜 포맷 

변환 기법이 있다[8]. 이  본 논문의 환경 구축 모델과 

가장 유사한 응용계층 게이트 웨이 기반 연동 기법에 

해 설명한다. 

[그림 2]는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연동을 해 두 

네트워크 사이에서 네트워크 로토콜의 변환을 담

당하는 응용계층의 게이트 웨이를 용하는 방법이

다. 응용계층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센

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의 연동을 해 서로 다른 네

트워크의 메시지를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의 메시지

로 변환해  응용 계층의 게이트 웨이 기술이 논의 

되고 있다. 

그림 2. 응용계층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센서 
네트워크 인터넷 연동 모델

Fig. 2 Internet Interworking model of sensor network 
using application layer gateway

Ⅲ. 제안하는 테스트 시뮬 이션 모델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 환경 모델의 체 인 아키텍처이다. 

그림 3. 제안하는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 아키텍처
Fig. 3 Test the proposed integrated simulation 

architecture

[그림 3]에서 본 바와 같이, 제안하는 통합 테스트 시

뮬 이션은 크게 세 트로 나  수 있다. 

➀ Linux Host에 존재하는 Application과 NS-3 내의 시뮬

이션 환경을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 동작 하도록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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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NS-3 시뮬 이션 환경을 WSN 환경으로 구축한다. 

NS-3에서는 아직 lr-wpan이 완벽하게 구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lr-wpan 환경을 구축하기 한 작업

을 한다. 한 본 논문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WSN환

경을 구축하기 해서 인터넷과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계 역할을 하는 Gateway Node와 Gateway 

Application을 구 한다. 

➂ Linux Host에 존재하는 Application과 NS-3 시뮬 이

션 결과를 통합 할 수 있는 모듈을 구 한다. 

3.1. 테스트 베드와 NS-3의 통신 설계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NS-3 시뮬 이션 내에 존

재하는 노드 간의 통신은 일반 인 OS Kernel 역에서 

지원 해주는 통신 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 4. Tap Bridge 설정 시나리오 코드  도식화
Fig. 4 Tap Bridge set the scenario code and illustrate

이는 마치 실제 네트워크 소 트웨어가 TCP/IP 스택

에서 지원해주는 Socket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것과 같

다. NS-3는 테스트 베드와 NS-3 시뮬 이터 간의 통신을 

지원하기 해 Tap Bridge Model을 지원한다. Tap Bridge 

Model은 IP Address를 갖는 가상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 Tap Device를 이용하여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NS-3 시뮬 이터 내에 존재하는 노드 간 TCP/IP, UDP 통

신이 가능하게 한다. Tap Bridge Model은 고스트 노드를 

생성하고 고스트 노드의 Net Device 계층에 Tap Bridge 

Model을 생성한다. Tap Bridge Model은 Linux Host의 Tap 

Device와 IPC를 통하여 TCP/IP, UDP 통신을 지원해

다. [그림 4]는 Tap Bridge 노드를 설정해 주는 시나리오 

코드와 시나리오를 도식화 한 그림이다. 4개의 TCP/IP노

드를 생성해 주고 IP Address를 10.1.1.1 – 10.1.1.4를 각

각 할당해 주고 있다. 그리고 TapBridgeHelper를 통해 4

개의 노드  10.1.1.1의 IP Address를 갖는 노드를 Tap 

Bridge 노드로 설정해 주고 있다. 

3.2. NS-3의 WSN 설계

본 항에서는 제안하는 NS-3 시뮬 이터의 WSN 환

경을 설계한다. WSN 환경은 인터넷과 센서 네트워크

를 연결하는 Gateway 노드와 lr-wpan 로토콜을 지원

하는 노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NS-3는 lr-wpan 로토

콜 구 이 진행 이며, 재에는 lr-wpan의 Mac, Phy만

이 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 항에서

는 Application과 Mac, Phy를 연결할 수 있는 lr-wpan Net 

Device를 설계한다. 한 Gateway 노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 Gateway Application을 설계하고, 끝으로 lr-wpan 

Net Device와 Gateway Application을 통합한 Gateway 노

드를 설계한다. 

3.2.1. lr-wpan Net Device

NS-3의 노드는 Net Device 객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

도록 구  되어 있다. lr-wpan노드와 Gateway 노드를 구

성하기 해서는 lr-wpan Net Device설계가 필수이다. 

lr-wpan은 Net Device를 상속받아 구 해야 한다. 

lrwpanNetDevice클래스는 Application과 LrWpanMac

간의 패킷 송.수신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 기 때문에 

LrWpanMac,LrWpanPhy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도록 설계한다. 한 ForwardUp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여 패킷을 LrWpanMac에서 Application에게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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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반 로 ForwardDown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Application에서 LrWpanMac으로 패킷을 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5]는 lr-wpan Net Device의 구  소스코드를 

보여 다. 

(a)

(b)

그림 5. (a) lrwpanNetDevice의 헤더 소스 
(b) lrwpanNetDevice의 구  소스

Fig. 5 (a) Header source of lrwpanNetDevice
(b) Implementation of source of lrwpanNetDevice

[그림 5]의 (a)에서 보듯이 lrwpanNetDevice는 NS-3의 

NetDevice를 상속받아서 구 한다. 한 lrwpanNet 

Device는 LrWpanMac, LrWpanPhy 객체를 가지고 있고 

Set,Get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Application에서도 근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5]의 (b)는 lrwpanNetDevice

의 구  소스코드를 보여 다. lrwpanNetDevice는 

Application과의 패킷 송·수신을 지원하기 하여 

ForwardDown, ForwardUp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NS-3

는 스 러의 특성상 동기식 동작을 지원하지 않기 때

문에, CallBack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객체와 메소드를 

지원해 다. lrwpanNetDevice의 ForwardUp함수도 

CallBack함수 형태로 등록한다. 

송신과정 : Application에서 lrwpanNetDevice의 Forward 

Down함수를 통해 패킷과 수신 노드의 주소를 송하면 

ForwardDown 함수 내부에서 LrWpanMac객체의 Mcps 

DataRequest 함수를 통해 패킷을 송한다.

수신과정 : channel에서 LrWpanPhy의 CallBack함수

를 통해 패킷을 송하면 LrWpanMac의 CallBack함수로 

패킷이 송되고 패킷은 lrwpanNet Device의 CallBack 

함수인 ForwardUp을 호출한다. ForwardUp 함수 내부에

서는 패킷의 헤더에 Mac Address값을 추출하여 자신의 

Mac Address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여 일치

하면 Application의 Callback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패킷

을 송한다.

3.2.2. Gateway Application 

NS-3의 노드는 Application객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

도록 구  되어 있다. Gateway Application은 최소한의 기

능만 추가하여 사용자의 정의에 따라 동작하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Gateway는 lrwpanNetDevice 객체

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lr-wpan 노드에게 패킷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HandleSocketRead() , HandleLrwpanRead()를 제공하여 

패킷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 은 Applica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 한다. Application 클래스는 

StartApplication, StopApplication의 순수 가상 함수를 

정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상속받는 모든 자식 클래

스들은 이 두 순수 가상 함수를 정의하여야 한다. 

StartApplication 함수는 NS-3의 시뮬 이션이 시작될 

때 Application을 구동하기 한 시작 함수이고, 

StopAppication은 시뮬 이션이 종료 될때,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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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료하기 한 함수이다. Gateway Application도 [그

림 6]에서 보인바와 같이 StartApplication, Stop 

Application을 구  하 다. 그리고 TCP/IP 로토콜 즉 

소켓으로 Packet receive event가 발생하면 Handle 

SocketRead 콜백 함수가 호출되고 lr-wpan 로토콜로부

터 Receive event가 발생하면 HandleLrwpanRead 콜백 함

수가 호출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검증  테스트 하고 싶

은 로직을 이 두 콜백 함수에 정의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a)

(b)

그림 6. (a) Gway의 헤더 소스 
(b) StartApplication 함수의 구  소스
Fig. 6 (a) Header source of Gway

(b) Implementation of source of StartApplication

3.2.3. Gateway 노드

Gateway 노드는 서로 다른 로토콜 즉, TCP/IP 기반

의 공용 네트워크와 IEEE 802.15.4 로토콜을 연결하는 

기술의 핵심이다. 와 같은 이유 때문에 Gateway 노드

는 TCP/IP 스택  Network Device와 lr-wpan 스택  

Network Device가 모두 탑재 되어야 한다. 하지만 NS-3

에서 lr-wpan의 네트워크 계층이 구  되어있지 않기 때

문에, 앞에서 설계한 lrwpanNetDevice만을 탑재한다. 그

리고 Gateway 노드를 동작 시킬수 있게 하기 해서 

Gateway Application을 Gateway 노드에 탑재한다. [그림 

7]은 Gateway 노드의 설계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7]에서 (a)는 일반 인 NS-3의 TCP/IP 노드의 형태이고, 

(b)는 lrwpanNetDevice를 탑재 시킨 lr-wpan노드이다. 다

수의 센서노드를 생성하기 해서는 (b)의 노드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 (c)는 Gateway 노드의 설계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Gateway Application을 탑재 시키고 

TCP/IP통신을 하기 해서는 Gateway Application은 

Socket을 사용하고 lr-wpan통신을 해서는 Network 

Device를 사용한다. [그림 8]은 Gateway 노드의 구  소

스와 Gateway 노드 생성시 객체의 흐름도이다. 일반

으로 NS-3에서는 NodeContainer 클래스를 통해 일반

인 노드를 생성한다.

객체생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➀ 앞서 구 한 Gateway Application을 생성하여 노드 객

체에 AddApplication 함수를 통해 탑재한다. 

➁ CsmaHelper 클래스를 통해 CsmaNetDevice를 생성한 

노드 객체에 Install한다. 

➂ LrWpanMac, LrWpanPhy 객체를 장하고 있는 

lrwpanNetDevice를 lrWpanHelper 클래스를 통해 

Install한다.

마지막으로 CSMA를 한 설정(IP Address등)들을 잡

아 다.  

그림 7. (a) TCP/IP 노드 (b) lr-wpan노드 
(c) 제안하는 Gateway노드 

Fig. 7 (a) TCP/IP Node (b) lr-wpan Node
(c) The proposed Gateway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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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a) Gateway 노드 구  소스
(b) Gateway 노드 생성 객체 흐름도  

Fig. 8 (a) Implementation of source of Gateway Node
(b) Gateway nodes generated object Flowchart

3.3. 테스트 베드와 NS-3의 시뮬 이션 시간 통합

본 항에서는 Linux Host에서 구동되고 있는 

Application과 NS-3간의 시뮬 이션 시간을 통합하는 

모듈을 설계한다. 일반 으로 NS-3 시뮬 이터는 시뮬

이션 결과가 패킷 도착 시간, 상 계층  하 계층

으로 데이터가 송·수신 되는 시간, 패킷 데이터 값 등이 

출력된다. Linux Host의 Application은 NS-3에 포함이 되

지 않기 때문에 와 같은 시뮬 이션 결과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번 에서는 Linux Host의 Application의 패킷 

도착시간, 각 모듈의 처리 시간을 NS-3 시뮬 이션과 

통합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듈을 설계한다. NS-3는 기본

으로 비 실시간 스 러를 사용하지만, Tap Bridge 

Model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스 러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이용한다. 이 모듈의 이름을 Real Time Machine

이라고 한다. 

그림 9.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 개념도  
Fig. 9 Integration test simulation concept

[그림 9]은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의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시간 스 러는 이벤트결과

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출력해 다. 그리고 NS-3 

시뮬 이터안의 상단 부분에 Real Time Machine 모듈

이 존재하여 Linux Host에서 구동되고 있는 Application

의 이벤트를 수신하여 실시간 스 러에게 디스패치 

해 다. 그 게 되면 NS-3의 실시간 스 러는 이벤트

를 실행 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시뮬 이

션 결과를 출력해 다. 다음으로는 Real Time Machine 

모듈의 설계원칙과 그에 해당하는 설계 방법을 기술하

겠다. 

설계원칙 1 : NS-3의 실시간 스 러는 시뮬 이션 

되는 동안 블록 되거나 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설계방법 1 : Real Time Machine 모듈은 실시간 스

러와는 별도의 스 드를 생성하여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통신한다. 

설계원칙 2 : Real Time Machine 모듈은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별도의 로세스이고 서로 다른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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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통신방법이 필요하다. 

해결방법 2 : Real Time Machine 모듈은 Linux Host의 

Application과의 통신을 하여 메시지큐를 사용한다. 

설계원칙 3 : Linux Host의 Application은 많은 양의 소

스코드 수정없이 NS-3의 Real Time Machine 모듈의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결방법 3 : Real Time Machine 모듈을 Send, Recv 두 

가지 모드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Real Time 

Machine 모듈을 NS-3의 일부 기능으로 포함 시킨다.

Real Time Machine 모듈은 NS-3의 모듈의 일부로 포

함시켜 구 하 다. 실시간 스 러가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직  통신하지 않고 별도의 스 드를 생성

하여 통신을 담당하도록 구 하 다. 그러므로 설계원

칙 1을 용할 수 있다. 

Real Time Machine은 두 가지 모드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NS-3는 RECV_MODE로 객체를 

생성하고, Linux Host Application은 SEND_MODE로 객

체를 생성한다. 그 게 되면 Linux Host Application은 

[그림 10] (a)에서 SetCheckPoint 함수를 통해 간단하게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

(a)

(b)

그림 10. (a) RealTimeMachine의 헤더 소스
(b) RealTimeMachine의 Start, Recv 함수

Fig. 10 (a) Header source of real-time machine
(b) Start and Recv function of real-time machine

그림 11. Real Time Machine 동작 흐름도
Fig. 11 Operation flowchart of real-time machine

그러므로 설계원칙 3을 만족한다. [그림 11]은 Real 

Time Machine의 동작 흐름도 이다. 동작은 다음과 같다. 

➀ NS-3의 실시간 스 러는 Real Time Machine을 

RECV_MODE로 생성한다. 이때, 메시지 큐도 생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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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Real Time Machine 객체는 Thread를 생성하여 메시지 

큐에 Receive event가 발생하기를 기다린다. 

➂ Linux Host Application은 Real Time Machine을 

SEND_MODE로 생성한다. 

➃ 객체 포인터를 얻어온다. 

➄ Linux Host의 Application에서 SetCheckPoint 함수를 

호출한다. 이때, 메시지 큐에 데이터를 써 넣는다. 

➅ Real Time Machine Thread는 이벤트를 통지받아 메시

지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데이터의 스트링 값을 

가지고 실시간 스 러에 함수를 실행하도록 등록

시킨다. 

➁~➅ 동작을 시뮬 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무한

히 반복한다. 

Ⅳ.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네트워크 환경 모델의 동작 검

증을 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뮬 이션 결과를 보

여 다. 본장의 1 에서는 Linux Host 상에 존재하는 

Application과 NS-3의 WSN 네트워크 환경 모델의 통신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시나리오를 통해 구성하

고,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 2

에서는 1 에서 증명한 네트워크 환경모델과 Real Time 

Machine 모듈을 결합하여 Real Time Machine 모듈의 동

작을 검증하고, 실제 시간과 시뮬 이션 시간을 비교하

여 효용성을 확인한다.

4.1. 테스트 베드와 NS-3의 네트워크 통신 동작 검증

4.1.1. 시나리오 구성

본 항에서는 Linux Host 상에 존재하는 Application

과 NS-3로 구성한 WSN 환경 간에 통신을 검증하기 

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Linux Host의 Application은 

네트워크 임 워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소

트웨어이고 TCP/IP를 통해 통신을 한다. NS-3의 WSN

은 Gateway 노드 1개와 lr-wpan 노드 3개로 구성하고 

IEEE 802.15.4 방식을 통해 통신을 한다. 통신 차는 

[그림 12]와 같다. 

➀ Gateway 노드는 Linux Host의 Application에게 TCP/IP

통신을 해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➁ 센서 노드 역할을 하는 lr-wpan 노드들은 센싱된 데이

터를 Gateway 노드에게 송한다. 

➂ Gateway는 센싱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에 Linux 

Host의 Application에게 송한다. 

➃ Linux Host의 Application은 데이터를 Database에 장

한후, Gateway 노드에게 응답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12. 테스트 베드와 NS-3의 원활한 네트워크 
통신 검증을 한 시나리오

Fig. 12 Scenario for the test bed and NS-3 seamless 
network communication verification

 

4.1.2. 시뮬 이션 결과

본 에서는 앞 항에서 구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 한 결과를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인 

Wireshark를 통해 결과를 보여 다. Wireshark는 가장 

리 쓰이고, 다양한 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이다. Wireshark는 확장자가 .pcap 인 일

을 통해 네트워크를 분석 할 수 있다. NS-3상에서 802.11

등의 .pcap 일을 만드는 모듈을 제공하지만, lr-wpan은 

구 이 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 lr-wpan의 Network Device에 패킷이 송·수

신 되었을 때, .pcap 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

다. 

[그림 13]은 Gateway 노드의 csmaNetDevice와 lrwpan 

NetDevice  lrwpanNetDevice의 패킷 수신 정보를 

Wireshark를 통해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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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ateway 노드의 lrwpanNetDevice의 수신 
패킷 정보를 보여주는 Wireshark 화면

Fig. 13 Wireshark screen showing the Gateway node 
of lrwpanNetDevice of receiving information packets

[그림 14]는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Gateway 노드 

간의 패킷 송·수신을 Wireshark를 통해 보여 다. 

그림 14. Linux Host의 Application과 Gateway 노드간에 
패킷 송·수신 정보를 보여주는 Wireshark 화면
Fig. 14 Wireshark screen showing Linux Host 

Application Gateway node forwards packets between 
the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4.2. 테스트 베드와 NS-3의 시뮬 이션 시간 통합 

동작 검증

4.2.1. 시나리오 구성

본 에서는 Real Time Machine 모듈의 동작을 검증

하기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시간과 시뮬 이

션 결과의 시간을 비교하여 Real Time Machine의 효용성

을 검증해본다.

[그림 15]은 Real Time Machine 모듈의 동작을 검증하

기 한 시나리오이다.

그림 15. Real Time Machine 모듈의 동작을 
검증하기 한 시나리오

Fig. 15 Scenarios to verify the behavior of real-time 
machine module

여기서 External Device가 추가된 이유는 Linux Host 

Application이 외부 디바이스와도 통신이 가능함을 보여

주기 해서 추가하 다. 용량 서버인 Linux Host 

Application의 모듈간의 시간을 체크하기 해 Real Time 

Machine 모듈을 용하 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

다. 

4.2.2. 시뮬 이션 결과

본 에서는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eal Time 

Machine이 제 로 동작하는지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6]는 시뮬 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 다.

[그림 16]에서 보듯이 리얼 타임 스 러를 사용하

게 되면 외부 탭 디바이스와 동기를 맞추기 하여 실제 

시간에 맞게 이벤트를 발생 시킨다. 즉,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다 실제시간과 비례하여 시뮬 이션 결과를 출력

해 다.

[그림 16]에서 3.03747 에 NS-3의 Gateway가 Linux 

Host Application에 TCP/IP 속을 하 다. 81.8375 에 

Linux Host Application에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패킷이 

도착하 고, 81.84117 에 패킷을 싱해 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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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1.9066 에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장하

는 작업이 끝났으며, 81.907 에 NS-3에 존재하는 

Gateway로 패킷을 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Linux Host Application에서 NS-3에 존재하는 

Gateway에게 송한 패킷 정보를 보여주는 Wireshark 화

면이다. 화면에서 보듯이 아이피 주소 10.1.1.2를 갖는 

Gateway에게 패킷이 송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6. Real Time Machine 모듈의 동작을 
검증하기 한 시뮬 이션 결과

Fig. 16 Real-Time Machine simulation results to verify 
the behavior of the module

그림 17. Linux Host Application에서 NS-3의 
Gateway에게 패킷 송을 보여주는 Wireshark 화면
Fig. 17 Linux Host Application of NS-3 in the 
Gateway to the Wireshark screen showing the 

transmission of packets

다음으로는 에서 검증한 Real Time Machine의 동작

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실제 시간과 시뮬 이션 

결과 값을 비교한다. 패킷 송·수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라미터로 치 않

다. 그런 이유로 이번 라미터로는 데이터베이스 용

량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를 비교한다. 

그림 18. 용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경우의 Real Time Machine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8 Simulation results when large amounts of 
data stored in the database of the real-Time 

Machine

[그림 18]은 용량의 데이터를 Linux Host Application

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을 때의 시뮬 이

션 결과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인바와 같이 총 5번 

용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고, 데이터

베이스에 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림 18]의 시뮬

이션 화면에서 ‘3. End Into Database’의 시간에서 ‘2. Start 

Into Database’ 시간을 뺀 값이다.

표 1. 실험결과 : DB에 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측정 (단  ms)

Table. 1 Measure time it takes to save the database

1th 2th 3th

Simulation 5,117 5,069 5,067

Real 5,039 5,018 5,020

4th 5th Average

Simulation 5,027 5,039 5,063

Real 5,017 5,007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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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인바와 같이 Real 보다 Simulation이 평

균 43ms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Simulation에서는 Real Time Machine과 Linux Host 

Application이 IPC인 메시지 큐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쓰

고 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에서

도 본 바와 같이 아주 작은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eal Time Machine은 아주 신뢰할 만

한 데이터 임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Ubiquitous Sensor Network(USN) 기술이 인간의 생

활 공간, 생활 기기, 기계 등 모든 사물에 컴퓨 /네트

워킹 기능을 부여하여 환경과 상황의 자동인지를 통

해 사용자에게 최 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WSN에 한 심이 증  되었다. WSN을 활용하여 실

생활  산업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도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WSN에서 공용 네트워크인 TCP/IP에 

근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 하 고 그로 인해 이 네

트워크에 한 검증  테스트에 한 수많은 엔지니

어들의 요구 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WSN의 구축 

범 의 가변성 때문에 검증  테스트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한 효율 인 검

증  테스트를 하여 테스트 베드와 NS-3를 연동하는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 환경을 구축하 다. 먼  용

량 Server는 Linux Host인 테스트베드에 구축하 고, 구

축범 와 토폴로지 구성에 있어서 많은 가변성이 있는 

WSN은 NS-3를 사용하여 구 하 다. 먼 , Linux Host

와 NS-3의 연동을 하여 Tap Bridge를 사용하여 요구를 

만족하 고, 두 번째로 NS-3를 사용하여 WSN을 구성함

에 있어서 필요한 WSN Gateway를 하여 lr-wpan 

Network Device와 Gateway Application, 이 둘을 합한 

Gateway Node를 구 하 다. 이로써 에서 제시한 네

트워크 모델을 만족할 수 있었다. 한 좀 더 효율 인 

통합 테스트 시뮬 이션 환경 구축을 하여 Linux Host

에서 구동되는 용량 서버와의 시뮬 이션 결과를 통

합하기 한 모듈인 Real Time Machine 모듈을 설계  

구  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언 한 NS-3에서 

lr-wpan 로토콜의 미완성에 한 이다. NS-3에서 

lr-wpan의 미완성 계층이 구 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WSN 시뮬 이션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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