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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system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elds in 

Ubiquitous Sensor Networks. It conforms to the property of Ubiquitous Sensor Networks very 

well, and it is the closest application for commercial use. We have two kinds of system 

management technology, such as the one which is accessed by web browser at anytime, 

anywhere and another one which is for local accessed system. In this paper, our purpose is 

implementation of 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system which provides Mesh Sensor Networks 

topology with IP based agent platform and system management server. Furthermore we introduce 

the functions used for our recent implementation and propose several future issues about 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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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은 현실세계에

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감지하여 이를 네

트워크를 통해 수집 및 처리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

고 있다. 적국의 감시, 강수량, 지질상태의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 감시와 제어를 위한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 장기간의 해양 생태계 분석을 통해 생태를 

감시하는 시스템 등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와 노력들은 

결국 조만간 도래하게 될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

와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국가 기술 경쟁력

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기존의 센서 기능에 무선 통신 기능을 추가 부여

한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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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정의해보면, “Physical World와 Internet으

로 대표되어지는 Virtual World와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센서를 통

해 Physical World의 환경을 센싱한 아날로그 데이

터를 센서 노드에서 적절한 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센서 네트워크의 무선 통신을 통해 인터넷이 연결

된 게이트웨이에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

으로 전송되어진 센싱 데이터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재가공 된 후 다양한 활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다양

한 산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

가 있다. 바로 값싸고 성능 좋은 여러 형태의 센서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개발되어야 함과 동시에, 센서 

네트워크 관련 된 성능이 우수한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이 빠른 시간 내에 출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300여개 이상의 센서 네트워크 연구 그룹들이 

TinyOS를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OS로 채택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부품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들과 대학교 연구실들을 

중심으로 TinyOS를 기반으로 한 센서 네트워크 분

야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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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들의 Tracking 방법은, 이와같은 기술적 배경

에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현된 

것이다. 기존에 논문[1][2]에서 제안된 시스템들에 

대한 Tracking 시스템은 다양하고도 값비싼 센서들

(Magnetic 센서, GPS 모듈)을 활용하 다. 이는 값

비싼 비용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지 못했다. 

확률적 센서 모델은 물체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관측될 수 있는 센서 정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 센서의 특징에 따라 그 모델이 다르고 확률적 

센서 모델을 통해 센서의 오차 및 노이즈와 같은 

외부 환경의 향 등을 표현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를 이용한 시스템들의 Tracking USN시스템은 

별도의 센서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센서 

노드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들의 공간에서의 소속 정보를 획득해 냄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Tracking이 가능함을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들

의 이동/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Tracking이 가능한 

Application-specific 라우팅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센서 노드에 적용하 고, 나아가 예상 가능한 시스

템관리 서버를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하여 구현하 다.

특히 여러 물체에 대한 각각의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그네틱 센서와 소나 센서로 이루

어진 경우에는 tracking 하기가 어려워진다. 여러 

개의 물체가 하나의 마그네틱 센서 근처에 존재하

는 경우에 마그네틱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은 여러 

물체들에 의한 자성의 향을 벡터로 표현하여 합

친 결과와 같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정보의 취사선택을 위해 포괄주의와 열거

주의 데이터 병햡 방법을 적용하 다.

본 논문의 구현 목표인 사무실 내의 시스템들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관리 응용시스템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시스템들을 추적하

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 센서 네트워크 노드

에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TinyOS에 대한 설명, 라우

팅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버

측에서 동작하게 되는 시스템관리 어플리케이션 시

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실

시한 실험방법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6장은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 환경 및 

결과를 통해 추후 센서 네트워크의 실제 적용시(리

얼 디플로이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Ⅱ.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가장 대표

적인 것은 U.C 버클리의 MOTE이다. 이 같은 

MOTE는 1999년 처음 발표된 이후 다양한 형태

(DOT, MICA, MICA2, TelosA, TelosB, MicaZ 

등)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은 (주)맥스포의 TIP 700CM을 사용하 다. 

 

그림 1. 본 논문의 USN 시스템 구성도

 Fig. 1. USN system configuration of this paper

그림 1의 TIP 700CM은 2.4GHz 무선 RF 대역

을 사용하고, 무선 통신 칩셋으로는 TI사의 

CC2420 모듈을 사용하 으며, 안테나로는 

Inverted F-Type 세라믹 안테나를 채택하 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빛, 온도, 습도 등)들의 기능

을 지원하고 있다.

TI사의 MSP430F1611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사용하 으며,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할 수 있는 

48KB의 플래시 메모리와 10KB의 RAM을 사용하

고 있다.

그림 2.  USN 소형 게이트웨이 플랫폼

 Fig. 2. An USN mini gateway platform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센서 노드의 전원은 리튬 폴

리머 배터리를 통해 4.2V 전원을 공급해주었으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USB를 이용하여 리얼 디플

로이시 프로그래밍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등의 소형화에 집중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노드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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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노드에서 베

이스 센서 노드에 무선으로 전송한 센싱 데이터를 

이더넷을 통해 자산관리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전송

해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I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소형 게이트웨이  플랫폼 사진이다.

본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

를 위한 OS는 U.C 버클리에서 배포한 TinyOS를 

사용하 다. 그림 3의 TinyOS는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임베디드 시스템 (Network 

Embedded System)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OS 

이다. 이는 이벤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소형의 코

어 OS(400 바이트 정도의 코드), 작은 데이터 메모

리를 갖는 초소형 용량의 OS를 만들기 위해 고안되

었으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USN에서는 이벤트 

기반의 단순 스케줄러 기능만을 사용하므로 사용하

기가 적당하다.

그림 3.  USN에서 사용된 TinyOS 구성

 Fig. 3. The TinyOS configuration that was used 

in USN

  

  TinyOS는 FIFO 구조의 태스크(Task) 큐(Queue)

에 처리해야 할 태스크의 유무를 확인하고 처리해 

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Sleep 상태에 빠지게 되

고,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가 인터

럽트 서비스 루틴(ISR)에 따라 인터럽트 벡터 내에 

있는 상응하는 동작을 취하게 된다. 이 과정을 완료

하면 다시 Sleep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장시간 

노드의 지속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으므로 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노드에 적합

한 초소형 OS라 할 수 있다.

Ⅲ. 라우팅 알고리즘의 설계

  센서 네트워크의 성능 좋은 라우팅을 설계하는 

최종 목표는, 센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들을 목적

지(Base Node)에 전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중간 노드들을 찾아 가는 것(Parent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성능 좋은 라우팅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링크의 상태와 라우

팅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는 테이블(Neighbor 

/Routing Table), 그리고 이를 주기적으로 유지/운

 할 수 있는 테이블 관리 컴포넌트, 효율적인 링

크 평가를 할 수 있는 Link 평가 컴포넌트, 적절하

게 Parent를 선택하는 컴포넌트 등이 필요하다.

센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개별 노

드의 이상에 관계없이 강인한 time동기화 알고리즘

을 도입했으며 라우팅을 위해 LGRP(Logical Grid 

Riuting Protoclo)알고리즘을 도입했다. LGRP 알고

리즘은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트리구조를 이룰 

때 root 센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트리 구조를 구성

함으로써 원형 구조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센서 노드간의 메시지 교환을 위해 location 

중심의 네트워킹을 이용하 다. 각 셀은 몇 개의 노

드들로 구성되며 target이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셀

을 생성되고 생성될 셀들 사이에 메시지 교환은 

UW-라우팅 기법인 각 셀들의 manager노드들 간

의 어드레싱을 통해 정보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전

해 질 수 있도록 하 다. 각 셀에서의 manager 노

드는 target detection 분에서 이용될 space-time 

window상에서 신호가 가장 강한 노드로 결정되며 

셀의 크기는 인신된 target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 각 셀 안에서의 target detection을 위해서 

CPA(Closest Point of Approach기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 기법은 한정된 크기의 space-time 윈도우

를 정의하고 정의된 윈도우상에서 신호의 피크값을 

구해 target을 감지하게된다.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노드의 위치를 이용한 삼각법을 통해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여 target의 위치, velocity및 

heading을 얻게 된다.

링크 평가는 소스 노드에서 타깃 노드를 선택하

는 과정에서 사용한다. 각각의 노드들은 패킷들의 

송/수신 이벤트(Success/Fail)를 지속적으로 관찰하

여, 무선 링크의 품질을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다

음과 같다.

① Neighbor 테이블의 수신 평가 값의 존재 여부 

확인

② 5회 수신된 수신 평가 값을 이용하여 얻은 새로

운 수신 평가 값을 Neighbor 테이블에 저장

Neighbor 테이블에서,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여, 

상태가 우수한 Neighbor들의 수를 테이블 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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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하며, 라우팅 테이블 내에 Sorting 된 

값들을 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테이블 관리는 다음 세 가지의 동작으로 구성된다. 

즉, "삽입/삭제/보강"이다. 입력되는 패킷들에 대한 

Neighbor가 어느 것인지에 대한 분석(Link 평가)이 

수행 된 후, 입력된 소스가 삽입 될 것인지 혹은, 

보강될 것인지에 대해 고려된다. 이에 대한 동작은 

소스가 테이블 내에 있으면, 보강 기능이 수행되고, 

소스가 없거나, 테이블이 가득 차 있으면, 노드는 

테이블로부터 또 다른 노드를 제거할 것인지, 혹은 

소스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거 할 것인지를 선택

한다.

Parent의 선택은 Neighbor 테이블에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Neighbor를 선택하여, Parent로 선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Parent의 선정 변화가 적을

수록 더욱 안정적인 Parent로 예측 가능하다.

Parent 선택을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한 개념이 

Cost이고, Cost의 값이 작은 것을 링크 품질이 좋

은 상태로 인지한다.

Ⅳ. 시스템관리 응용시스템의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Tracking 시

스템은 아래 그림 4 처럼 구성되었다. 

그림.5처럼 소형 게이트웨이 플랫폼에 센서 노드

인 TIP-700CM이 연결되어져 센서를 통해 획득한 

센싱 데이터를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 노드들이 시

스템 관리 응용 서버로 전달하여 xml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이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 다.

그림 4. 본 논문의 USN 시스템 구성도

 Fig. 4. USN system configuration of this paper

  본 논문에서 실험에 이용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

트워크 노드들이 실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정상적

으로 구성한 모니터 화면을 그림5에서 나타낸다. 

시스템들의 이동을 전체 화면 가운데 좌측 부분에

서 화살표를 통해 표현하고,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

들에 대해서는 중간 부분에서 빨간 색으로 표현을 

하도록 구현하 다. 쿼리(Query) 기능을  추가하여 

사무실 내의 시스템들에 대해 검색을 할 경우 해당 

항목(시스템번호, 소유자, 중요도 등)을 쿼리 창에 

입력한 후, 해당 시스템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색 가능하도록 구현하 다.

그림 5. 시스템관리 모니터링 화면

 Fig. 5. A system management monitoring screen

  

  그림 6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대

한 시스템관리 응용 서버 시스템은 네트워킹 토폴

로지 정보만을 제공 받아서 사물에 대한 소속 정보

를 적절하게 분석하여 시스템에 대한 Tracking 이 

가능함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6. 시스템관리 검색 화면

 Fig. 6. A system management search screen

Ⅴ. 실험환경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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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구축을 위한 실험환경은 그림7처럼 유비쿼

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관리의 응용 

시스템의 각 노드별 및 게이트웨이의 성능을 분석

하기 위한 실험환경을 구축하 다. 각 센서노드는 

베이스노드 8개, 모바일 노드 24개를 포함하여 총 

32개의 TIP 700CM이 사용하 고 8개의 USN의 

소형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사용하 다. 사용된 게이

트웨이는 UTP케이블을 사용하여 각 플래폼끼리를 

이더넷으로 직접 연결하여 시스템관리 서버를 사용

하고 각 서버는 무선으로 AP에 접속하여 네트워크

를 사용한다.

그림 7. USN 환경구축

 Fig. 7. Environment implementation of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관리 

응용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4, 그림

5와 같은 시스템관리 모니터링/검색 툴을 개발하

다. 이 툴은 시스템이 실내 센서 노드들 간의 네트

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할 뿐 아니

라, 시스템의 이동이나 사용자가 시스템의 현 위치

를 알고 싶을 때 쿼리(소유자, 시스템번호, 명칭, 중

요도, 해당룸 등)를 설정하여 해당 자산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의 편리성을 위해, 사무실내

의 동일한 공간 내에서 시스템들의 이동을 트래킹

하는 방법을 취하 다. 실제 환경처럼 룸간의 칸막

이나 벽이 없는 동일한 공간 내에서의 자산들의 이

동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실제 환경보

다는 더욱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테스트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항

목은 시스템들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 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항목은 시

스템들이 옮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표시되는 

오류현상의 발생 회수를 측정하 다.

측정 시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조건

에서 20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결과 값으로 사용

하 다. 이에 대한 결과 값은 표1과 같다. 실험 결

과 값처럼 각각의 베이스 노드에 센서 노드가 4개 

이하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 센서 노드들의 추

가는 2초 정도에서 자산들의 이동을 빠르게 파악하

고 있다. 하지만 센서 노드들의 위치 파악 오류회수

는, 베이스 노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센서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 횟수가 증가하고 있

다. 이는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 역이 증가함에 따

라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과의 중첩으로 인해 발

생하는 오류로 추정가능하다. 즉 중첩된 네트워크 

역에서의 핑퐁 현상 발생이 그 원인이다.

표 1. 측정결과 값 

Table 1. Measurement results value 

항목 노드 1개 노드 2개 노드 3개 노드 4개

반응 속도

(sec)
1.9 2.1 2.0 2.2

오류 회수

(회)
0 0 1 2

모빌리티 검사를 하기 위해, 그림 8처럼 사람의 

몸에 센서 네트워크 노드를 그림 8처럼 부착하고 

이동간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테스트 하 다. 이때 

이동 중에는 다른 센서 네트워크로의 가입이 되지 

않았다. 이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송/ 수

신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USN의 모빌리티  검사방법

 Fig. 8. A mobility inspection method of 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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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논문은 사무실 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들의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 다. 이때 테스트한 항목은 반응속도, 오류

회수, 모빌리티 이었다.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센서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첩에서 발생하는 

오류회수의 증가와, 시스템들의 이동시 새로운 네트

워크에 가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문제점은 동일한 사무실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여러 개의 그룹이 서로의 공간을 물리적으

로 차폐하지 않은 오픈된 공간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네트워크 중첩으로 인한 오류회수의 발생 문제점들

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동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미가입 현상은 실제 적용 전

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즉, 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간

에 무선 송/수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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