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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구조물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A Wireless Sensor Network for Artificial Structur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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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wireless sensor network protocol aimed for artificial structure 

monitoring. The proposed protocol enables the sensor network to operate at a low duty cycle for 

reducing power consumption with a high degree of synchronization accuracy. It also enables 

event-triggere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with a high sampling rate and the 

transmission of the measured data with a low latenc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rotocol is 

demonstrated through experiments involving three sensor nodes and a sink node. Though a 

tunnel health monitoring was considered in the paper, the proposed protocol can be easily 

adopted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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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토목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대형 인공구조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구조물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구

조물들의 안전 점검과 관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인공구조물을 시공한 후의 안전 진

단과 보수, 보강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는 인공구조

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최근에는 구조물 시공한 후 이를 원격으로 모니

터링하기 위하여 시공할 때부터 다양한 센서를 구

조물에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예가 있지만 이미 만

들어진 구조물들에는 이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기존의 구조물 안전 점검 방법

은 전문가가 직접 구조물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상

태를 점검하거나 데이터 로거를 현장으로 가져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인데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

일 수밖에 없어 자주 실시하기 어렵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는 다수의 센서 노드로 다양한 환경정보를 수집하

고 그 정보를 노드들 간의 무선 통신을 통해 전송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 네트워크이다. 센서 네

트워크는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매우 낮으며 선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인공구조물에도 쉽

게 설치할 수 있고 유지비용이 높지 않아서 효과적

이다. 인공구조물의 안정성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피로도를 측정하

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측정 주기가 비교적 길고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도 작아서 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서 노드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

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고 센서 노드들의 통신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MAC (Medium Access Control)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무선 통신용 MAC은 크

게 경쟁 기반 방식과 시분할 방식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쟁 기반 방식은 동작

(대기 및 전송)과 휴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방법

인데, S-MAC[1], S-MAC에서의 고정된 대기 구간

에 융통성을 부여한 T-MAC[2], 별도의 동기화 없



332                      인공 구조물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이 CSM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에 충실

한 B-MAC[3]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방식들은 구현

이 간단하고 MAC 계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잘 정의된 네트워크 계층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에 대한 

한계를 계산할 수 없고, 많은 노드들이 밀집된 지역

에서는 충돌 회피를 위한 양보 시간(back-off time)

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시분할 방식에서 각 노드는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 

슬롯에서만 동작해야 하므로 노드들 간의 엄격한 시

간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TinyOS[4]에서 검증된 TPSN[5], FTSP[6] 등의 

프로토콜이 알려져 있다. 시분할 방식에서 노드들은 

물리적으로 매우 긴밀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므

로 클러스터 간의 간섭 통제나, 클러스터 내의 노드 

추가 또는 제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많아 한 클러스

터에 포함되는 노드들의 수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단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되

면 데이터 충돌이 없고 긴급한 데이터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를 최소한

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 구조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분할 방식의 MAC에 기반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

토콜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으로 구현한다. 이 논문

에서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여러 다

양한 인공 구조물에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터널의 

안정성 모니터링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설명을 진

행한다.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비교할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네트워크는 다음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l 주기적인 환경 변수의 측정뿐만 아니라 특정 이

벤트의 발생 시 평소보다 훨씬 빠른 샘플링이 

가능하다.

l 이벤트 발생 후 수집된 고속 샘플링 데이터를 

확정된 시간 지연 이내에 싱크 노드로 전송할 

수 있다.

l 각 센서 노드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는 정확

한 시간 정보를 포함한다.

Ⅱ. 시스템 설명

 

그림 1은 터널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센서의 종류와 위치를 

예시한 것이다. 변위 (각, 길이), 진동, 변형 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터널의 단면에 설치되어 데

그림 1. 터널 전단면 무선 센서 네트워크 설치도

Fig. 1 The deployment of the sensor nodes in a 

tunnel

이터를 수집한다. 이 시스템은 게이트웨이와 싱크 

노드 및 3~5개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는데 센서 

노드는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하여 무선으로 싱크 

노드에게 측정 데이터를 전송한다. 싱크 노드는 비

동기 직렬 통신을 통해 수신한 환경 데이터를 게이

트웨이로 전송하며 게이트웨이는 상용 무선 통신망 

(CDMA, HSDPA 등)을 이용하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서버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동작주기, 

데이터 수집주기, RF 주파수 등 각종 명령어를 전

송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터널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리 정해둔 주

기마다 한 번씩 센서 노드가 구조물의 상태를 측정

하고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특정 이

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주기적인 측정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측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지진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려면 지진을 감지한 직후 수십 초 동안 200 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로 구조물의 상태 데이터를 수

집해야 한다. 그리고 각 센서 노드들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에는 측정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이후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필요로 한다.

l 보통의 상황에서 각 센서 노드는 정해진 주기마

다 한 번씩 구조물의 상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전송한다.

l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를 전송한 후 

다음 측정 때까지 각 센서 노드는 휴면 (sleep) 

상태로 진입한다.

l 특정 이벤트의 발생을 감지하면 센서 노드들은 

휴면 상태에서 빠져나와 구조물에 대한 측정을 

진행한다. 이 경우의 측정 주파수는 보통의 상황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7권 제  6호  2012년 12월                    333

에 비해 훨씬 높을 수 있다.

l 이벤트 발생 후 수집된 데이터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l 각 센서 노드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는 정확

한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는 이러한 조

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벤트 발생 시의 

측정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보다 훨씬 

대용량이므로 이를 보통의 상황에서처럼 전송한다

면 전송 완료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에는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

는데 정확한 시간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센서 

노드들이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유지해야 한다. 센

서 노드는 주기적으로 휴면 상태로 진입하는데 휴

면 상태에서는 정확한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Ⅲ. 무선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설계

 

1.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조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그림 1처럼 터널의 전단

면에 설치되므로 모든 센서 노드들과 싱크 노드는 

RF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한다. 따라서 센서 노드들

과 싱크 노드는 단일 hop으로 통신이 가능하므로 

싱크 노드를 중심으로 한 성형 (star) 구성이 가능

하다. 네트워크 프로토콜로는 TDMA 기반의 UPUS 

(Ultra low Power USN for Star topoloty)를 채택

하였다[7]. UPUS는 블루투스 프로토콜[8]을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으로 각 노

드는 활성 구간 (active duration)과 비활성 구간 

(inactive duration)을 가지고 있고 비활성 구간에서 

각 노드는 휴면 상태로 진입한다. 

그림 2는 UPUS 프로토콜 하에서 싱크 노드를 

중심으로 3개의 센서 노드들이 연결된 상황을 보여

준다. 그림 2의 연결 상황에서 통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l 활성 구간은 참여 노드 수+4 개 이상의 시간 

슬롯으로 구성된다.

l 싱크 노드가 보내는 방송 메시지에는 참여 노드

들에게 할당된 시간 슬롯 정보, 참여 노드들로부

터 수신한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 네트워크의 

동작 주기, 통신 참여 허용 여부 등을 표시하는 

네트워크 정보, 고속 샘플링 데이터의 수집을 지

시하는 명령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UPUS 개념도

Fig. 2 The Concept of UPUS protocol

l 참여 노드들은 싱크 노드로부터 개별적인 명령

이나 응답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방송된 메시지

로부터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찾는다. 

l 참여 노드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 슬롯에서 

싱크 노드에게 각종 데이터와 요청을 전송한다.

l 싱크 노드로부터 고속 샘플링 데이터 전송을 허

락 받은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싱크 노드와 해

당 참여 노드는 휴면 구간에 깨어나 고속 샘플

링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2.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간동기화

TDMA 기반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시간 동

기화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모든 통신 

노드들이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막기 위해 각 통신 노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면 상태로 보내며 자신의 시간 슬롯에서 스스로 

깨어나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휴면 상태로 

진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통신 노드가 언제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해야 하는

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기술이 시간 동기

화이다.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싱크 노드는 게이트

웨이 또는 서버로부터 시간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네트워크 고유의 시간 정보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 

주기마다 자신의 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각 센서 노

드는 싱크 노드로부터 수신한 네트워크 시간 정보

를 내부적으로 유지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달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데이

터를 송수신할 때 각각의 계층을 지나면서 필연적

으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위해서는 각 계층에 의한 시간 지연의 영

향을 받지 않는 RF 송신과 수신 단에서 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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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연시간 발생 및 시간동기화 시점

Fig. 3 Time delay in data transmission/reception 

and synchronization

를 맞추어야 한다.

송신 노드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 시작을 알리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순간 자신의 시간 정보를 저

장한다. 마찬가지로 수신 노드도 프레임 수신 시작

을 알리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순간 자신의 시간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 전송과 수신 과정에서 각

각의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도달하면 그 동안의 

시간 경과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저장해둔 값과 더

하여 네트워크 시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시

간 정보를 바탕으로 각 노드는 자신의 다음 시간 

슬롯이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센서 노드는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 후 고속으로 데이터를 측정

해 싱크 노드로 전송하는데 이 데이터에 측정 시간

을 덧붙여야 한다. 이 때 시간 정보의 분해능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전력 절감을 위해 노드가 휴면 상

태로 진입하면 MCU의 주 오실레이터는 발진을 멈

추고 RTC (real time clock)를 위한 32.768 KHz

의 저주파수 오실레이터가 사용되는데 오실레이터

의 주파수가 낮아 이를 이용해 계산한 시간의 분해

능이 보통의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어 

시간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

토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즉시 주 오실레이터를 

동작시켜 RTC에 의한 낮은 분해능을 보정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 4는 시간 정보를 조정하

는 간단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시간정보 보정 방법

Fig. 4 Time information adjustment method

RTC 오실레이터에 의해 65.2 ms 간격으로 타

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면 MCU가 구분할 수 있

는 최소 시간 간격이 65.2 ms이므로 분해능이 너

무 낮다.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주 오실레이터를 

동작시키고 다음 인터럽트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경

과 시간을 측정한다. 이 시간을 x라고 하면 이벤트

가 발생한 시점은 이전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62.5 ms – x가 경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사용하면 정확한 

데이터 측정 시점을 알 수 있으므로 낮은 분해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대용량 데이터 전송

안정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에서 주

기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는 수 분에서 수 시간 간

격으로 수집되므로 각 노드가 전송할 데이터의 양

이 많지 않고 따라서 각 노드에게 할당된 시간 슬

롯 구간에 충분히 전송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이벤

트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측정은 수 ms 주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측정 시간에 길어짐에 따라 데

이터 크기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지진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라면 적

어도 200 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500 Hz의 주파수로 20초간 측정을 진행

한다면 10,000 개의 측정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앞

에서 설명한 주기적 전송 방법으로 이렇게 큰 데이

터를 전송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

서 대용량 데이터 신속하게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

콜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대용량 데이

터를 최대한 빨리 전송하기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

의 비활성 구간에서 전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을 원하는 노드와 이를 수신

할 싱크 노드가 비활성 구간에서 동시에 휴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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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ansmit, R:Receive)

그림 5. 송신 노드와 싱크 노드의 시간 슬롯

Fig. 5 Time slots for a transmitting and a sink 

nodes

그림 6. 구현된 무선센서 네트워크 구성도

Fig. 6 The block diagram of the implemented 

wireless sensor network

에서 깨어나서 송수신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동기

화 과정이 필요하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은 연결 시도,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의 3단계로 

구성된다.

동기화 데이터에 대한 전송 요청과 수락은 UPUS

의 활성 구간에서 진행된다. 하나의 노드가 자신의 

전송 슬롯 동안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 요청 메시지를 

싱크 노드로 보내면 이를 받은 싱크 노드는 다음 자

신의 전송 슬롯에서 이의 수락 여부를 알리는 방송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이 결정되면 네트워크가 비활성 구간에 진입한 

직후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노드와 싱크 노드가 동

시에 깨어나 데이터의 전송과 수신을 시작한다.

그림 5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때 데이터 송수신 

슬롯의 기본 형태를 설명한다.

비활성 구간에서 깨어난 직후 송신 노드는 16 슬

롯동안 연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싱크 노드는 이

를 수신한 후 그 다음 슬롯에서 16 데이터 패킷의 수

신 여부를 알리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IEEE 802.16

에서 정의된 Cumulative ARQ (Automatic Repeat 

reQuest)를 사용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참여한 

항목 사양 (모델)

MCU

모    델 ATmega2560 (7.3728MHz)

타    입 8-bit Microcontroller

메 모 리 256KB(boot :4KB)

내부 RAM 8KB

외부 RAM 256KB

소비전력
Active Mode : 8mA

Sleep Mode : 15uA

RF

프로세서 CC2420 (2.4GHz)

안 테 나 1/2λ dipole

출    력 0dBm

전  원 리튬 AA 배터리 1개 (3.6V)

표 1. 센서 노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 sensor node

설정항목 설 정 값

동작주기 3,000 msec

활

성

구

간

전송구간
싱크 노드 8 msec

센서 노드 8 msec

수신구간
싱크 노드 24 msec

센서 노드 8 msec

대기구간
싱크 노드 4 msec

센서 노드 20 msec

비활성 구간 2,964 msec

표 2. 구현된 프로토콜 관련 시간 설정 정보

Table 2. Tim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ed network protocol

두 노드는 이 과정을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한다.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송신 노드는 이를 알리는 

패킷을 싱크 노드에게 전송하고 싱크 노드가 이를 수

신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내면 두 노드의 연결이 

해제된다.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최초의 연

결 시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Ⅳ. 무선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현

1.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성

이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검증

하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림 6과 같

이 구성하였다. 

그림 6의 센서 네트워크는 1 개의 싱크 노드와 

3개의 센서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싱크 노드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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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와 비동기 직렬 통신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 센

서 노드와는 2.4GHz 대역의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다. 각 센서 노드는 RF 모듈과 센싱 모듈 두 부분

으로 구성된다.

터널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실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지진과 같은 이벤트를 감지하여 각종 

데이터를 측정하지만 본 논문의 구성에서는 각각의 

센서 노드에 연결된 스위치를 이용하여 이벤트를 

동시에 발생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벤트 발생 

후 센서 노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판

단하기 위해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입력

을 센서 노드로 공급하였다.

2. 센서 노드

표 1은 실험에 사용된 센서 노드의 사양을 나타

낸 것이다. MCU로는 Atmel의 ATmega2560을 사

용하였고, RF 송수신 모듈로 TI의 CC2420을 장착

하여 ISM 밴드의 주파수 대역 중 2.4GHz를 이용하

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표 2는 실제 구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전체 

동작 주기와 활성/비활성 구간에 관련된 시간 정보

를 보여준다. 싱크 노드와 센서 노드들은 모두 

3,000 ms 중 36 ms만 동작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휴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이 1.2 %에 

지나지 않는다.

3. 실험 환경

그림 7은 그림 6의 블록선도에 해당하는 실제 

실험 환경의 사진이다.

4. 시간 동기 정확성 평가

첫 번째 실험으로 시간 동기의 정확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하나의 센서 노드의 전송 슬롯이 시작되

는 시점과 싱크 노드의 수신 슬롯이 시작되는 시점

을 비교하였다. 시간 동기 오차가 없는 이상적인 센

서 네트워크라면 두 슬롯의 시작이 정확하게 일치

해야 한다. 다음 그림 8은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한 

결과이다.

붉은 선은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송신하는 구간

을 나타내고 노란 선은 싱크 노드가 데이터를 수신

한 구간을 표시한다. 위 파형에서 시간 축 한 칸은 

2 μs에 해당하므로 송신과 수신 사이의 시간 오차

가 ±2 μs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

도의 오차는 기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

그림 7. 실험 환경

Fig. 7 The experimental setup

그림 8. 싱크 노드와 센서 노드 사이의 동기화 오차

Fig. 8 An experimental result for evaluating the 

synchronization error

고 있는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인 TPSN 및 FTSP

의 평균 오차인 수 μs와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

는다. TPSN이나 FTSP에서 MCU가 휴면 상태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용 가

능한 범위의 동기화 오차라고 판단된다.

5. 이벤트에 의한 측정 데이터 평가

3개의 센서 노드들의 ADC에 정현파 입력을 연

결한 상태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센서 노드들이 

이 입력 신호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정현파의 주파

수는 20 Hz이며 각 센서 노드는 초당 500 회의 속

도로 20초간 10,000 개의 샘플을 측정하였다. 20 

Hz의 주파수를 사용한 이유는 지진파의 대부분의 

주파수 성분이 20 Hz 이하이기 때문이다. 20초 후 

측정을 완료하면 각각의 센서 노드는 앞에서 설명

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각 10,000 

개의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그림 9의 위 그림은 싱크 노드가 수신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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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센서 노드들부터 수신한 데이터 비교

Fig. 9 The measurement data received from 3 

sensor nodes

중 정현파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25 샘플의 값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아래 그림은 파형의 일부

를 확대한 것이다.

세 신호의 파형으로 보면 시간 오차는 0.1 ms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Hz 

신호의 주기가 50 ms이므로 각 센서 노드가 측정 

데이터에 첨부한 시간 오차는 신호 주기의 0.2% 미

만이다. 따라서 20 Hz 정도의 신호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동기화 오차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이 

수십 Hz 정도의 입력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시간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터널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적용

하기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제안하

고 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을 보였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센서 노드들은 주기적으로 휴면 상태

로 진입하면서도 센서 노드들 간의 시간 동기화 오

차를 ±2 μs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속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여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 전

송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터널의 안정

성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터널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빌딩 등의 다양한 인공구조물의 모니터링

에도 쉽게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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