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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강원도의 u-Sports 시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강원도 용평 스키장의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을 한 효율 인 USN을 제안한다. 

스키장의 사각 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뜸한 슬로  외곽이나 제의 시각 역에서 벗어난 경사 지역 등을 말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어려워지면 제 센터에서는 이에 한 신속한 응이 어렵다. 이 논문의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은 다섯 개의 이미지 센서 노드

가 설치된 사각 지역의 재 모습을 제안된 USN을 통하여 앙 제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주변에 

설치된 긴  버튼을 를 경우에는 긴  이미지  경보가 제 센터로 즉시 송되어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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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efficient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for monitoring blind areas in a skiing resort, developed as a part 

of u-Sport showcase project of Gangwon Province. Blind areas of a skiing resort are dangerous and/or steep areas located aroud ski slopes, 

which are rarely traveled and not easily seen by a ski patrol. If an accident occurs in such a blind area, the main control center of the sking 

resort can hardly recognize the accident and provide first aid and rescue services promptly. The blind area monitoring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monitors a blind area of a skiing resort using five battery-powered sensor nodes each of which has an image sensor on it and 

wirelessly transmits images around the blind area to the main control center on a regular basis, therebly allowing real-time monitoring of 

the blind area and prompt rescue services in case of accidents. Additionally, the monitoring system provides an emergency button which 

skiers injured in the blind area can push. If the button is pushed, an image around the button and an alarm signal are transmitted to the 

main control center and therefore the main control center can take prompt actions for rescuing the injured skiers.

Keywords : USN, Kangwon-do Yong-Pyeong, u_Sports, Blind Areas

1. 서  론1)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의 의미를 가지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라는 단어는 오늘날 편리성에 한 인간의 무한

한 상상력을 실로 실 하는 만능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편리성은 그 분야  정도가 무궁무진하게 

넓고 깊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련 산업 한 그 성장 가능

성  잠재력이 무한하다. 유비쿼터스 련 산업의 심에

는 늘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s)이라는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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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치하고 있다. USN은 최소한의 에 지를 소모하면서 

최 한의 데이터를 송하고 한 가능한 한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를 송하기 해 노력한다. 이 듯 요구사항이 많은 

환경에서의 USN 기술은 지  이 시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과 같이 이미지 

송을 필요로 하는 실제 환경에서 기존의 100 바이트 내외의 

짧은 데이터 송 주의 표  방식보다 더 합한 USN을 

설계하여 용하고, 그 것이 기술  산업 인 에서 갖는 

의미를 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실증  사례[1]로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하여 2 장에서 USN 련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3 장에서 스키장 사각 지역 리를 한 이미지 

송 USN(UPUS)을 제안하며, 4장에서 스키장 사각 지역 리 

시스템 구   평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시연 내용을 보인

다. 그리고 마지막 5 장의 결론으로 이 논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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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의 체 개념도

2. USN 련 연구

RF를 통신 매체로 사용하는 USN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요한 사항은 다수의 통신 여자 즉, 노드들이 서로를 방해

하지 않고 효율 으로 통신하기 한 방법이다, 를 들어,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아무런 통제 없이 

아무 때나 보낸다고 가정하면, 그 데이터들은 충돌(collision)

에 의해 제 로 송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무선 통신에서

는 충돌을 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경쟁 기반 방식과 시분할 기반 방식이 있다.

2.1 경쟁 기반 방식

통 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쟁 기반 방식은 동작( 기  

송)과 휴면을 주기 으로 반복하는 방법인데, S-MAC[2], 

S-MAC에서의 고정된 기 구간에 융통성을 부여한 T-MAC[3], 

동기화를 요구하지 않고 CSMA에 충실한 B-MAC[4]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 방식은 구 이 간단하고 코드 사이즈

가 작으므로 MAC 계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보다 유

연하고 잘 정의된 네트워크 계층을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긴 한 데이터 송 지연 시간에 한 한계를 설정

할 수 없고, 노드들이 집된 지역에서는 충돌 회피를 한 

양보 시간(back-off time)으로 인해 력 소모가 크다는 단

이 있다[5]. 이런 단 들은 송 매체를 공유해야하는 무

선 통신환경에서 이미지 등과 같은 용량 데이터 송의 

효율성을 크게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2.2 시분할 기반 방식

시분할 기반 방식은 노드들의 엄격한 시간  동기화를 기반

으로 충돌을 원척 으로 방함으로써 통신 효율을 높인다. 시

간 동기화를 한 방법으로 TinyOS[6]에서 검증된 TPSN[7], 

FTSP[8] 등의 로토콜이 잘 알려져 있다. 이 방식에서 모든 

노드들은 물리 으로 매우 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므

로 클러스터 간의 간섭 통제나, 클러스터 내의 노드 추가 

는 제거 리에 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구성

하는 노드 수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면 충돌 방지  긴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송할 수 있고, 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시분할 기반 방식의 로 이 논문에서 

제안된 USN과 매우 유사한 Bluetooth[9,10]를 들 수 있는데, 

이는 8개 이내의 노드들이 마스터를 심으로 성형의 물리

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시분할 기반 USN에서는 충돌에 의한 혼잡 증폭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등 용량 데이터 송이 가능하다.

3. 사각 지역 감시를 한 이미지 송 USN 설계

이 논문에서의 사각 지역은 스키장 슬로 의 외진갓길이

나 설비 아래 등 일반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역을 말

한다. 이들 사각 지역은 스키를 즐기던 도  발생한 사고자

가 응  피하거나 조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찰을 필요로 한다. 재 이러한 사각 지역에 

한 찰은 감시원의 주기 인 순찰이나 유선으로 연결된 

CCTV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감시․설

치․이동․유지보수가 용이한 이미지 송 USN을 기반으로 

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 한다.

3.1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

이 논문에서 구 하는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의 체 개

념도는 (그림 1)과 같고, 여러 개의 이미지 센서 노드, 비상 

버튼, 게이트웨이, 제 서버로 구성된다.

￭ 이미지 센서 노드

이미지 센서와 RF 통신 장치가 부착된 센서 노드로서, 

감시 상이 되는 사각 지역의 지형에 따라 2~5 개 혹은 그 

이상의 이미지 노드가 필요하고, 이들 노드들이 력하여 

하나의 독립된 USN을 형성한다.

￭ 비상 버튼

사고자 혹은 조난자가 앙 제 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보를 달하기 해 사용되고, 센서 노드 의 하나와 연

결된다.

￭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이미지 노드들이 형성하고 있는 USN과 외

부의 기간 망 즉, CDMA-1X 망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

서 제 서버와 통신한다.

￭ 제 서버

제 서버는 사각 지역을 앙에서 찰하는 모니터 역할

을 제공하면서, 사각 지역에서 송되어 온 이미지나 경보

를 리자에게 달한다.

3.2 사각 지역 감시를 한 효율 인 USN 로토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각 지역 감시를 한 이

미지 센서 노드들은 촛 을 심부로 향하게 하고, 사각 지

역 경계선을 따라 성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하는 USN 한 성형 토폴로지가 당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 리 알려져 있는 Bluetooth 로토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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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참여 경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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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싱크 노드의 기본 타임 슬롯

념을 이미지 송에 합하도록 변형시킨 새로운 USN 로

토콜(이하 UPUS 로토콜: Ultra low Power USN for Star 

topology)을 모색하여 구 하 다.

3.2.1 UPUS 로토콜의 동작 개념 

(그림 2)에 싱크 노드를 심으로 3개의 노드가 참여하여 

형성한 UPUS 통신 방법 개념을 보 다. 이 그림에서 보이

는 통신 환경  차는 다음과 같다.

▪싱크 노드는 활동과 휴면을 반복하고, 활동 시간은 최

소한 참여 노드 수+4 개의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다. 이  

첫 슬롯(RX Serial)은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하는 구간, 두 

번째 슬롯(RX Join)은 외부 노드가 참여를 신청하는 구간, 

세 번째 슬롯(TX Data)은 싱크 노드가 참여 노드들에게 응

답 메시지를 방송하는 구간, 네 번째부터는 참여 노드들이 

싱크 노드에게 송하는 구간, 마지막 슬롯(TX Serial)은 싱

크 노드가 게이트웨이에게 송하는 구간으로 각각 사용된

다((그림 3) 참조).

▪ 싱크 노드의 방송 메시지에는 참여 노드들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 정보, 참여 노드들로부터 수신된 이미지 등 수신 

데이터에 한 응답 정보, 동작 주기․참여 허용 여부 등을 

표시하는 네트워크 정보, 이미지 촬 을 지시하는 등의 명

령들이 포함된다.

▪ 참여 노드들은 싱크 노드로부터 개별 인 명령이나 응

답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방송된 메시지로부터 자신에게 

달되는 부분을 탐색하여 찾는다.

▪ 참여 노드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 구간에서 

싱크 노드에게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송하겠다는 요청 데

이터를 송한다.

▪ 싱크 노드로부터 이미지 등의 데이터 송을 허락 받

은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싱크 노드와 해당 참여 노드는 

휴면 구간에 깨어나 이미지를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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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PUS의 통신 방법 개념

3.2.2 UPUS 로토콜의 개시

게이트웨이와 싱크 노드는 UART(RS232) 이블로 연결

되고, UPUS의 시작은 (그림 3)과 같이 게이트웨이와 싱크 

노드간의 UART 통신으로 개시된다. 이 때 싱크 노드는 기

본 으로 4 개의 타임 슬롯을 형성하여 (그림 2)의 동작과 

휴면 주기를 반복한다.

3.2.3 노드의 UPUS 참여

(1) 시간 동기화 과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노드는 우선 (그림 4)와 같이 싱

크 노드의 TX Data 슬롯에서 방송되는 Beacon Message 

에 포함되어 있는 동작 주기에 따라 시간 동기화를 이룬다.

Time
Sync

RX
Serial

RX
Join

TX
Data

TX
Serial

New Node

Sink Node

Beacon Message

(그림 4) 참여를 한 시간 동기화 과정

(2) 참여 경쟁 과정

참여 경쟁 과정은 여러 노드들이 동시에 네트워크 참여를 

원할 때 발생되는 충돌을 방지하기 해 그 들 스스로 우선

권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UPUS 로토콜의 휴면 구간에 이

루어진다. 우선 순 의 결정은 노드 id(노드 주소)나 싱크 

노드와의 통신 품질 지수(RSSI)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5)는 노드 id에 의한 참여 경쟁 과정을 보이고 있다. 

를 들어 노드 3과 노드 4가 동시에 참여 경쟁을 시도할 

때, 두 노드는 (그림 4)와 같이 시간 동기화를 맞 춘후, 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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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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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RX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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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X
Data

New Node

Sink Node

TX
Data

TX
Serial

TX
Serial

RX
SerialGateway

(그림 8) 참여 완료 후 타임 슬롯 할당 모습

구간을 기다린 후, 자기의 노드 id 만큼 기 하면서 RF를 

감시한다. 이 때, 자기가 기다리려야 하는 순간까지 RF에 

수신된 메시지가 없으면 선 (premption) 메시지를 RF에 보

낸다. 이 선  메시지에 의해 다른 노드들은 참여 우선권을 

잃고 참여 시도를 다음 기회로 양보한다. 만약 자기가 기다

리는 동안 다른 선  메시지가 먼  수신되면 우선권을 포

기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3) 참여 요청  응답 과정

참여 경쟁 과정에서 우선권을 획득한 노드는 싱크노드의 

RX Join 슬롯 구간에 자신의 id를 포함하는 참여 요청 패킷

을 싱크 노드에게 송하고, 싱크 노드는 TX Data 슬롯의 

방송 메시지를 통해 참여 요청 노드에게 타임 슬롯을 할당

하는 응답을 보낸다.

(그림 6), (그림 7)은 참여 요청  응답 과정과 이 때 사

용되는 패킷의 구조를 각각 보인다.

RX
Data

RX
Serial

RX
Join

TX
Data

TX
Serial

New Node

Sink Node

Join Response

TX
Data

Join Request

(그림 6) 네트워크 참여 요청  응답 과정

Octets : 1                    8

Join Request   Device Address[7..0]

■ Join Request

■ Join Response

Octets : 1                    8                     2           1 

Join Response  Device Address[7..0]
Assigned  Time Slot
Address    Number

(그림 7) 참여 요청  응답 패킷 구조

(4) 참여 완료 과정

싱크 노드에 새로운 노드가 참여하면 (그림 8)과 같이 싱

크 노드의 타임 슬롯 구성에 새로운 노드를 한 RX Data 

슬롯 하나가 추가된다. 

싱크 노드의 RX Data 슬롯 수를 참여 노드의 수만큼만 

가변 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미리 확보해두는 고정 인 방

식보다 력 소모가 약되고, 참여 노드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5) 이미지 송 과정

(그림 2)에서 로토콜 활성 구간(active duration) 동안에 

이미지 송 노도로 결정된 노드는 휴면 구간(inactive 

duration) 동안 송 매체를 독 하여 싱크 노드에게 이미지 

데이터를 쉬지 않고 송한다.

3.2.4 네트워크 복구

RF 통신은 주 의 환경에 민감하여 통신이 장기간 두

될 수 있다. 한, 발진회로 크리스탈의 특성상 온․습도에 

따른 시간 편향(clock drift) 상으로 노드간 시간 동기화

가 어 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싱크 노드와 참여 노

드 사이에 통신이 두 되면, 싱크 노드  참여 노드는 불

필요한 력 소모를 방하고, 형성된 네트워크에의 악

향을 최소화 시키기 해 네트워크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자의  복구

자의  복구는 참여 노드가 싱크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일

정 기간 동안 수신하지 못할 때 이루어 진다. 이런 상은 

주로 싱크 노드의 송신 부 가 고장났거나, 해당 참여 노드

의 수신 부 가 고장 났을 때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해당 

참여 노드는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을 포기하고 싱크 

노드에게 더 이상의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 타의  복구

타의  복구는 싱크 노드가 참여 노드로부터 일정기간 동

안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싱

크 노드는 방송 메시지의 해당 참여 노드의 래그를 off 시

킴으로서 그 노드를 네트워크로부터 강제 이탈시킨다.

4. 스키장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 구   평가

4.1 사각 지역 리 시스템 구

3 장에서 제시한 UPUS 로토콜을 기반으로 강원도 용

평 스키장에 구축된 사각 지역 리 시스템의 주요 구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임 슬롯의 설정

<표 1>에 구 된 UPUS 로토콜의 체 동작 주기  

RX/TX 타임 슬롯을 보 다. 이 표에서 타임 슬롯은 동작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노드 간의 시간 편향을 보완하기 

한 완충 시간을 포함한다. 완충 시간은 실제 구 될 용평 

스키장의 겨울 평균 온도인 -20℃ 이하에 맞게 ±100ppm을 

기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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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PUS 로토콜의 타임 슬롯 설정

8.5 msecRX/TX Data

2.0 msec완 충 시 간

10.0 sec동 작 주 기

설 정 값설 정 항 목

￭ 이미지 센서 노드 랫폼

<표 2>, <표 3>에는 이 연구에서 제작된 이미지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랫폼 사양을 보 다.

<표 2> 이미지 센서 노드 랫폼 사양

10dbm출 력

R   F 1/2λ dipole안 테 나

CC1100(800~928MHz, 250Kbps, FEC)프 로 세 서

active mode:8mA, sleep mode:15uA소 모 전 력

MCU

8-bit micorcontroller타 입

8KB내부 RAM

리튬 AA 배터리 8개(3.6V)전 원

128KB외부 RAM

320*240, 24bit, JPEG coding이 미 지 센 서

256KB(Boot: 4KB)플 래 시

Atmega2560(7.3728 MHz)모 델

사 양 ( 모 델)항 목

<표 3> 게이트웨이 랫폼 사양

UART(115,200bps)싱크노드 통신

AC 220V전 원

CDMA-1X(TCP/IP)기 간 망 통 신

S3C2440(ARM9,  400MHz)M       C       U

사 양항 목

￭ 시스템 배치  운

(그림 9)와 같이 슬로 가 양쪽으로 분기되는 지 의 정

면 사방 약 25m 삼각 지형에 게이트웨이 1개, 싱크 노드 1

개, 이미지 센서 노드 5개(반경 약 15m 역의 쌓인 지형

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수)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가운데

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 다. 주요 운  방식은 아래와 같다.

▪ 각각의 참여 노드는 주기(5 분) 으로 각자의 촬  

상을 싱크 노드에게 보내고, 싱크 노드는 이 상을 게이트

웨이를 통해서 리 센터의 제 서버로 보낸다. 

▪ 가운데 비상 버튼과 연결된 노드는 비상 버튼의 작동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자신의 타임 슬롯 구간에 싱크 

노드에게 알린다. 싱크 노드는 이 내용을 게이트웨이를 통

해 안 제 센터 서버로 보낸다. 제 센터 서버는 노드

로부터 받은 이미지를 디스 이하고, 경보를 받은 경우 

(그림 9) 사각 지역 리 시스템 실제 노드 배치도

SMS를 통해 리자에게 알린다.

▪ 비상 버튼에 의한 경보가 발행한 경우, 싱크 노드는 

즉시 버튼 주 를 가장 선명하게 촬 할 수 있는 지정된 이

미지 센서 노드에게 장 촬  명령을 내린다. 해당 노드는 

촬 된 상을 긴  이미지 데이터 타입으로 송한다.

▪ 리자는 앙의 제 서버에서 사각 지역의 특정 노

드에게 즉시 상을 촬 하여 송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이미지 센서 노드는 이 명령에 즉시 응

답한다.

4.2 사각 지역 리를 한 USN UPUS의 평가

일반 으로 USN 평가는 부분 송 지연과 력 소모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표  로토콜로서 본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에 용될 가능성이 있는 Bluetooth 

로토콜을 제안된 UPUS 로토콜과 개념  차원에서 비

교함으로써 UPUS의 필요성과 강 을 조명한다.

4.2.1 송 지연

송 지연은 응용 역에 따라 요구되는 수 이 다르다. 

다만, 경쟁 기반의 MAC 로토콜에서는 충돌 회피를 한 

임의의 양보 시간 때문에 최악 송 지연 시간의 하한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Bluetooth와 UPUS 로토콜 모두 

시분할에 기반한 비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쪽 모

두 최  송 지연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에서 

동일하다. UPUS에서 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의 최  

송 지연은 (그림 2)의 수퍼 임 주기(one cycle duration)

와 같다.

4.2.2 력 소모

￭ 수퍼 임 주기 측면

(그림 10)과 (그림 11)에 Bluetooth  UPUS 로토콜의 

Sink

Node 1

Node 2

Node 3

RX

TX

TX

RX

RX TX

TXRX

RXTX RXTX

(그림 10) Bluetooth의 가상 링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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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웹 기반 제 센터 이미지 찰 모습

Sink

Node 1

Node 2

Node 3

RX

TX

TX RX RX

RX

RX TX

TXRX

(그림 11) UPUS의 가상 링크 형성

통신 방식(가상 링크 형성) 개념을 비교해 보 다. Bluetooth

에서는 마스터와 슬 이 가 기본 으로 질의․응답 개념으

로 통신하기 떄문에 모든 참여 노드에게 수신과 송신을 

한 타임 슬롯 2개를 할당해야 하지만, UPUS에서는 모든 참

여 노드가 수신을 한 타임 슬롯은 공유하고, 송신을 한 

타임 슬롯만을 하나씩 할당한다. 이는 참여 노드의 의무 기

간(duty cycle)을 약 반으로 이는 효과를 낳고, 이는 곧 

력의 약으로 이어진다.

￭ 이미지 송 측면

Blooth에서의 이미지 송은 기본 으로 (그림 10)의 수

퍼 임 주기를 거쳐야 하지만, UPUS에서는 휴면 구간에 

싱크 노드와 이미지 센서 노드 사이에 1:1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패킷당 수반되는 로토콜 부담(overhead)이 거의 

없어 체 인 송량이 고, 따라서 에 지를 더 약할 

수 있다.

4.2.3 기타 비교 요소

여기서는 규격 제품으로서의 Bluetooth를 UPUS와 비교한다.

￭ RF 특성

Bluetooth는 2.4GHz 역의 RF 를 사용하는데, 이 RF의 

가장 큰 특성은 직 성이 강하다는 데 있다. 강한 직진성은 

장애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숲이나 구조물이 많은 지역

에서는 통신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악 지역에 치하는 스

키장의 사각 지역 감시에 Bluetooth 규격 제품 그 자체로서

는 합하지 않다. 그러나, UPUS는 탑재된 RF 로세서에 

따라 다양한 RF를 지원한다. <표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장애물에 강한 900MHz RF를 사용하 다.

￭ 통신 거리

Bluetooth는 10m 안 의 비교  근거리 역에서의 클러

스터 형성을 목표로 제안되었다. 반면에 UPUS는 통신 거리

에 어떠한 제약 사항도 두지 않는다. 내부 실험 결과 보통

의 숲속에서 30m 거리의 통신에  무리가 없는 것을 확

인하 고, 이 연구에서의 설치 역인 스키장 슬로 의 분

기 지 에 맞닿은 지름 약 25m의 숲속 삼각 지역에서 통신

이 원활하게게 이루어지고 있다.

￭ 비용

Bluetooth 규격 제품을 이용하기 해서는 Bluetooth 용

으로 제작된 용 RF 모듈을 이용해야 하지만 UPUS는 실

험용 RF, 교육용 RF, 연구용 RF 등 어떤 랫폼에도 용이

하게 이식될 수 있어 RF 모듈 사용 측면에서 융통성이 매

우 높고, 따라서 소요 비용이 낮다.

4.3 스키장 사각 지역 리 시스템 시연

(그림 12)에 용평 스키장에 구축된 사각 리 시스템을 



USN을 이용한 스키장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  255

운 하는 앙 제 서버의 웹 화면을 보 다. 이 화면은 

(그림 1)의 서버(Server) 즉, 앙 제 서버에 의해 제공된

다. 이 때, 제 서버는 앙의 리실 뿐만 아니라 웹에 의

한 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 지역으로부터 주기 으로 

송되어오는 이미지 센서 노드들의 상을 바탕으로,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사각 지역 감시가 가능하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여 사각 지역 을 감

시하기 한 효율 인 USN인 UPUS를 제안하여 구 했고, 

재 용평 스키장에서 실제 운  에 있다. 이 시스템에는 

Bluetooth와 같은 표 화된 USN 제품 혹은 로토콜을 

용할 수도 있겠으나, 력 소모, 통신 품질, 소요 비용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은 USN 랫폼 개발이 불가피하 다. 

그 결과, Bluetooth 로토콜의 시분할 기반 성형 토폴로지

를 유지하면서 력 소모를 더 이고, 특정 RF 장치에 종

속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감하며, 숲속의 장애에 강한 

900MHz 등 다양한 RF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USN 

랫폼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기술들은 강원도 소재 기업인 ㈜지엔에 이 되어 차 

확 되고 있는 스키장의 사각 지역 감시 시스템에 확  

용될 정이다. 이는 분명 지역 산업 발 을 한 하나의 

작은 기여가 아닐 수 없다. 한, 이번에 구축된 스키장 사

각 지역 감시 시스템에는 USN 활용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오늘날, 하나의 훌륭한 모범 사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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