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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운 체제 랫폼을 한 노드 소 트웨어를 효율 으로 개발하기 한 

개발 도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도구는 그래픽 모델 다이어그램 작성, PIM  PSM 설계, 코드 자동 생성, 배포 일 자동 

생성 등을 한 모듈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도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체 인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하고, 속성값을 

설정함으로써 각 노드 소 트웨어에 한 PIM과 타겟 랫폼에 한 PSM을 설계하면, PSM에 한 정보와 타겟 랫폼에 

한 코드 템 릿을 바탕으로 소스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리고, 응용 소 트웨어 코드를 바탕으로 각 노드에 설치할 

수 있는 배포 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제안하는 도구는 사용자들이 센서 네트워크에 한 low-level의 정보를 상세

히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다양한 랫폼에 한 노드 소 트웨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development tool to efficiently develop node software for various operating system
platforms in a sensor network. The proposed tool consisted of several modules, such as writing graphical model 
diagram, PIM and PSM design, code generation, and deployment file generation. Through the proposed tool, the users
can graphically draw a sensor network model and design the PIM and PSM of the node software by setting the values
of the predefined attributes. The source code of the node software is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the PSM using
the code templates of the target platform. The deployment files for installing node software on each node are 
generated automatically. The proposed tool helps the users to develop node software easily for a range of target 
platform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details of the low-level information for a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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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biquitous Sensor 

Network, USN)[1]는 력, 경량의 센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사물과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정

보를 달해 으로써, 사용자들은 센서 네트워크를 통

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달받을 수 있는 USN 환경

을 구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어지

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력, 경량으

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가지므로 노드 소 트웨어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한 노드 

소 트웨어는 운 체제를 기반으로 개발되는데 센서 네

트워크 운 체제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므로, 노드 소

트웨어는 타겟 운 체제의 종류 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제약사항  다양한 운 체제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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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센서 네트워크 노드 소

트웨어의 효율 인 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

[2-5]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부분 특

정 운 체제 랫폼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겟 랫폼에 

따라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랫폼에 한 노드 소

트웨어를 효율 으로 개발할 수 있는 MDA  속성 기

반의 노드 소 트웨어 개발 지원도구를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센서 네트워크 운영체제 플랫폼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 랫폼은 센서 노드가 가지

는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응용 소 트

웨어에 한 개발을 지원하기 하여 만들어졌다.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는 운 체제가 가지는 반 인 기능

을 포함하도록 발 하 으며, 다양한 종류의 운 체제

[6-13]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 랫폼은 센서 네트

워크 응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는 운 체제의 모

듈과 운 체제의 모듈을 사용하는 응용 코드가 합쳐져서 

개발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를 개

발하는 경우에는 타겟 운 체제 랫폼이 제공하는 기능

을 포함하도록 설계하고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2.2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 개발 도구로

는 .NET Micro Framework[2], MoteWorks[3], 

NanoEsto[4], TinyOS Plugin[5]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

지 도구가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사용자들이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하여 

비주얼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코드의 자동 생성 등을 지

원한다. 

그러나 부분의 도구는 하나의 랫폼에 한 응용 

소 트웨어 생성만을 지원하며, 한 번에 하나의 노드에 

한 응용 소 트웨어만을 개발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도구들의 단 을 극복하

기 하여 다양한 랫폼에 한 응용 소 트웨어를 생

성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개의 노드에 한 응용 소

트웨어를 설계하여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

안한다.

3. 다양한 운영체제 플랫폼을 지원하는 

속성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노드 소

프트웨어 개발 도구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도구의 특징과 도구를 구성하

는 모듈  도구를 이용한 소 트웨어 개발 차에 하

여 설명한다.

3.1 도구의 특징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 노

드 소 트웨어의 개발을 한 도구의 특징을 설명한다.

3.1.1 MDA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개념의 적용

MDA(Model Driven Architecture)[14] 기반 개발은 

랫폼에 독립 인 모델인 PIM을 재사용하여 구  환경

에 맞는 PSM을 생성하고, 그로부터 소 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MDA 기반 개발 방법

을 사용하면 하나의 모델로부터 다양한 구  환경을 

한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개발 생산성이 증

가한다.

센서 네트워크를 한 운 체제 랫폼은 매우 다양

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MDA 기반 개발의 

개념을 용하여 PIM을 재사용하여 다양한 센서 네트워

크 운 체제 랫폼에서 수행 가능한 응용 소 트웨어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센서 네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의 

개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 다. 

3.1.2 속성 기반 프로그래밍 개념의 적용

속성 기반 로그래 은 응용 소 트웨어 코드 작성 

시에 속성을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행 시

에 동 으로 메타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코드를 직  변경하거나 재검 일을 하지 않고 응용 소

트웨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15]. 

한 속성 기반 로그래 은 로그램의 추상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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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specific functions 

and program elements
Attribute

Kind of scheduler
Scheduler   

(none, FIFO, PreemptionRR)

Kind of RF
RF (Simple, IEEE802.15.4MAC, 

StarMesh)

Kind of 

sensor

Temperature Sensor_Temperature_Enable

Light Sensor_Light_Enable

Humidity Sensor_Humidity_Enable

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자들이 속성을 이용하여 

로그램을 작성하면 구  시에 속성의 값에 따라 로그

램 코드가 삽입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쉽게 로그

램을 작성하도록 한다[1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이러한 속성 기반 로

그래 의 개념을 확장 용하 다. 로그램의 복잡성을 

이기 하여 로그램 작성 시에 속성과 그에 한 값

을 직  써 넣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의되어 있는 속성의 

값을 선택하도록 하 다. 제안하는 도구는 이 게 선택

된 속성의 값에 따라 코드의 템 릿을 조합하여 응용 소

트웨어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3.2 도구의 구성 모듈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 노

드 소 트웨어 개발을 한 도구의 구성 모듈을 설명한

다. 제안하는 도구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속성 생

성기, 모델 작성기, PIM-to-PSM 속성 변환기, 설정정보 

생성기, 소스코드 생성기, 템 릿 장소, 코드 편집기  

배포 일 생성기로 구성된다.

3.2.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사용자가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

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사용자는 센서 네트워크 모델 작성  노드 소 트웨어

의 설계를 비주얼하게 수행할 수 있다.

3.2.2 속성 생성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속성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따라서 소

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속성을 생성해야 한다.

속성 생성기는 노드 소 트웨어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속성들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속성 생성기를 통해

서 PIM 설계를 한 공통속성과 각 랫폼에 맞는 PSM 

설계를 한 종속속성을 생성한다.

센서 네트워크 소 트웨어를 설계하기 한 속성은 

Table 1과 같은 타겟 랫폼들의 기능으로부터 도출된다. 

타겟 랫폼들의 공통된 기능들을 바탕으로 센서 네

트워크 소 트웨어의 PIM 설계를 한 속성이 생성되고, 

각 랫폼들의 고유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PSM의 설계

를 한 속성이 생성된다.

 

[Table 1] The functions of target platforms
                 Platform

Function
Nano-Qplus TinyOS

Scheduling v v

RF communication v v

Real Time Clock v

Timer v v

Sensing(ADC) v v

UART v v

EEPROM read/write v v

Flash Memory read/write v

LED v v

I2C v

Hardware ID access v

WatchDog v

Hardware potentiometer v

Encryption/decryption v

Utility function v

System log function v

Random number generator v

Table 2는 타겟 랫폼들의 공통된 기능으로부터 

PIM을 설계하기 해 필요한 공통속성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 다. 

[Table 2] Common attributes for PIM design
Common functions and 

program elements
Attribute

Node name nodeName

Node identifier nodeID

Type of node nodeType

Scheduling Scheduler_Enable

RF communication RF_Enable

Timer Timer_Enable

ADC (sensing) ADC_Enable

UART
UART   (none, printf, scanf, 

printf&scanf)

EEPROM   read/write EEPROM_Enable

LED LED_Enable

Table 3은 센서 네트워크 소 트웨어의 PSM 설계를 

해 생성한 속성의 로 Nano-Qplus[6] 랫폼을 한 

속성을 보여 다. 

[Table 3] A part of platform-specific attributes for 
PSM design for Nano-Q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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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coordinator or not isPANCoordinatorNode

Basic MAC address defaultMACAddr

ID of association permission 

node 

(start, end node)

associationPermitStartNodeID,

associationPermitEndNodeID

ID of next routing node 

(first, second node)

nextHopRoutingFirstNodeID,

nextHopRoutingSecondNodeID

Table 4는 TinyOS[7] 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노드 

소 트웨어의 PSM 설계를 해 생성된 종속속성을 보

여 다. 

[Table 4] A part of platform-specific attributes for 
PSM design for TinyOS

Platform-specific functions 

and program elements
Attribute

Kind of scheduler Scheduler (none, FIFO)

Kind of RF
RF   (BasicMAC, Broadcast, 

MultiHop)

Real   Time Clock Clock_Enable

TinySec

(encryption/decryption)
TinySec_Enable

Kind of 

sensor

Temperature Sensor_Temperature_Enable

Light Sensor_Light_Enable

Humidity Sensor_Humidity_Enable

Pressure Sensor_Pressure_Enable

Microphone Sensor_Mic_Enable

제안하는 도구에서, 이러한 노드 소 트웨어를 설계하

는데 필요한 속성들은 XML을 통해 정의되고, 속성 생성

기는 정의된 XML을 이용하여 속성을 생성한다. 

3.2.3 모델 작성기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

다. 모델 작성기는 랫폼에 독립 인 PIM과 타겟 랫

폼에 종속 인 PSM을 설계하기 한 모듈로 구성된다.  

모델 작성기에서는 모든 랫폼에 공통 인 속성의 

값에 한 설정을 통하여 PIM을 설계하고, 각 랫폼에 

종속 인 속성의 값에 한 설정을 통하여 원하는 랫

폼에 한 PSM을 설계한다. 

[Fig. 1] Setting of common attributes values for PIM design

Fig. 1은 Table 2와 같이 생성된 공통속성을 이용하여 

농작물 리 시스템의 PIM을 설계한 일부를 보여 다. 

PIM 설계 시에는 그림에서 sensor1 노드와 같이 센서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에 하여 공통속성의 값을 

설정해 다. 

[Fig. 2] Setting of platform-specific attributes values for 
PSM design for Nano- Qplus platform

Fig. 2는 Table 3와 같이 생성된 Nano-Qplus 랫폼

의 종속속성을 이용하여 농작물 리 시스템의 PSM을 

설계한 일부를 보여 다. 그림에서는 sensor1 노드에 

한 종속속성의 값을 설정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센서 네트워크 모델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 

하여 타겟 랫폼에 따른 종속속성의 값을 설정함으로써 

응용 소 트웨어의 PSM을 설계할 수 있다.

[Fig. 3] Setting of platform-specific attributes values for 
PSM design for TinyOS platform

Fig. 3은 Table 4와 같이 생성된 TinyOS 랫폼의 종

속속성을 이용하여 농작물 리 시스템을 한 센서 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2014

4540

트워크 응용 소 트웨어의 PSM을 설계한 일부를 보여

다. 

모델 작성기는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하기 하

여 각 노드와 노드 간의 계를 나타내는 표기법을 제공

한다. 이러한 표기법을 이용하여 Fig.5와 같은 센서 네트

워크 모델을 작성할 수 있고,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

하면 각 노드에 한 속성 값의 설정을 통하여 Fig.2과 

같이 PIM을, Fig.3이나 Fig.4와 같이 PSM을 설계할 수 

있다.

3.2.4 PIM-to-PSM 속성 변환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PIM과 PSM을 설계할 

때, 속성의 값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PSM을 설계하

기 한 속성은 PIM을 설계할 때 설정한 속성의 값을 바

탕으로 타겟 랫폼에 따라 생성되어야 한다.

PIM-to-PSM 속성 변환기는 PIM 설계 시에 설정한 

속성의 값을 바탕으로 타겟 랫폼을 반 하는 PSM을 

설계할 수 있도록 PIM의 속성을 PSM의 속성으로 변환

시키는 모듈이다.

모델 작성기를 통하여 PIM이 설계되면, 설계된 PIM

에 한 정보는 XML로 장된다. PIM-to-PSM 속성 변

환기는 PIM에 한 XML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 랫폼

에 맞는 PSM 속성으로 변환시킨다.

즉, PIM-to-PSM 속성 변환기는 PIM의 설계 정보를 

각 랫폼에 해당하는 PSM의 속성과 연결해주는 역할

을 한다.

3.2.5 설정정보 생성기

설정정보 생성기는 PIM과 PSM 설계 시에 설정한 속

성의 값에 한 정보를 생성하는 모듈이다. 설정정보 생

성기에 의해 생성된 PIM에 한 설정정보는 PSM을 

한 속성 생성에 사용되고, PSM에 해 생성된 설정정보

는 소스코드 생성을 한 코드 템 릿을 선택할 때에 사

용된다.

설정정보 생성기는 모델 작성기를 통하여 설계된 PIM

과 PSM에 한 설정정보를 XML 일로 생성한다.

3.2.6 소스코드 생성기

소스코드 생성기는 센서 네트워크 모델에 존재하는 

각 노드에 한 응용 소 트웨어의 코드를 자동으로 생

성하는 모듈이다. 

소스코드 생성기는 PSM에 한 설정정보와 코드 템

릿을 바탕으로 타겟 랫폼에 따른 응용 소 트웨어의 

코드를 생성한다.

소스코드 생성기는 PSM에 한 설정정보가 장되어 

있는 XML 일을 분석하여 각 노드 소 트웨어에서 필

요로 하는 모듈코드와 실행코드를 알아내고, 그에 맞는 

코드 템 릿을 템 릿 장소로부터 가져와서 통합하여 

노드 소 트웨어에 한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3.2.7 템플릿 저장소

템 릿 장소는 노드 소 트웨어에 한 소스코드의 

생성을 해 필요한 코드 템 릿을 장하는 모듈이다. 

각 운 체제 랫폼이 제공하는 모듈코드와 실행코드를 

바탕으로 설계된 코드 템 릿을 장한다.

코드 템 릿은 타겟 랫폼에 따라서 함수, 클래스, 컴

포 트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3.2.8 코드 편집기

코드 편집기는 소스코드 생성기에 의해 자동으로 생

성된 노드 소 트웨어의 코드를 사용자가 편집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노드 소 트웨어의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코드 편집

기를 통하여 편집할 수 있다.

3.2.9 배포 파일 생성기

최종 으로 생성된 응용 소 트웨어는 각 센서 노드

에 배포하여 설치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배포 일 생성기는 생성된 응용 소 트웨어를 물리

인 센서 노드에 설치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주는 역

할을 한다.

3.3 노드 소프트웨어 구축 절차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에 설치될 응용 소

트웨어를 구축하기 해서는 먼  체 인 센서 네트

워크 모델을 작성하고, 각 노드 소 트웨어에 한 PIM

을 설계한 후 타겟 랫폼에 한 PSM을 설계하여, 

PSM에 한 정보와 타겟 랫폼에 한 코드 템 릿을 

이용하여 소스코드를 생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소 트웨어를 각 노드에 설치할 수 있는 배포 일을 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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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드 소 트

웨어를 구축하는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USN 모델에 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

2. 공통 속성에 한 값을 설정한다. (PIM 모델링)

3. 타겟 랫폼에 따라 속성을 변환시킨다. 

(PIM-to-PSM 매핑)

4. 랫폼에 종속 인 속성의 값을 설정한다. (PSM 

모델링)

5. 노드 소 트웨어의 설정정보를 생성한다.

6. 설정정보와 코드 템 릿을 이용하여 노드 소 트

웨어의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

7. 필요한 경우 소스 코드를 편집하여 보완, 완성한다.

8. 노드 소 트웨어의 배포 일을 생성한다.

4. 사례 및 평가

4.1 개발도구 적용사례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도구를 개발하여 센서 

네트워크 노드 소 트웨어를 생성한 결과를 보인다.

Fig. 4는 개발한 도구의 체 인 모습을 보여 다. 제

안하는 도구는 이클립스 러그인[17]으로 개발하 다. 

도구의 왼쪽 부분은 로젝트 리를 한 부분인데, 하

나의 센서 네트워크 모델은 하나의 로젝트로, 각각의 

노드 소 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도구의 윗부분은 비

주얼하게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며, 아랫부분은 각 노드 소 트웨어의 설계를 해 필요

한 속성과 그에 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도

구의 메뉴 부분에는 PIM, PSM 설계, 설정정보 생성, 소

스코드 생성, 배포 일 생성 등과 같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메뉴들이 존재한다.

[Fig. 4] Screenshot of the tool

Fig. 5는 PIM을 설계한 를 보여 다. PIM을 설계하

기 해서는 모델 부분에서 해당하는 노드를 클릭하고, 

속성 부분에서 각 속성에 한 값을 설정하면 된다.

[Fig. 5] An example of the PIM design

Fig. 6은 PSM을 설계한 를 보여 다. PSM은 PIM

을 설계하고, 타겟 랫폼을 선택한 후에 설계할 수 있다. 

PIM과 마찬가지로 모델 부분에서 해당 노드를 클릭하고, 

속성 부분에서 각 속성에 한 값을 설정하면 된다.

[Fig. 6] An example of the PS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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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PSM 설계 후에 설정정보 생성기가 생성한 

설정정보의 를 보여 다. PSM을 설계한 후에 설정정

보 생성 메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XML로 된 설정정

보를 생성할 수 있다. 설정정보에는 PIM과 PSM을 통해 

설정한 각 노드 소 트웨어에 한  속성과 그에 한 값

이 장되어 있다.

[Fig. 7] An example of the generated configuration 
information

Fig. 8은 설정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코드 템 릿을 

조합하여 생성된 노드 소 트웨어의 소스 코드의 를 

보여 다. 노드 소 트웨어 코드는 센서 네트워크 운

체제 랫폼의 특징에 따라 객체지향형 코드, 함수형 코

드 등으로 생성된다.

[Fig. 8] An example of the generated source code of a 
node software

4.2 다른 도구와의 비교평가

Table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발 도구와 센서 네

트워크 소 트웨어 개발을 한 기존의 다른 도구들과 

주요 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앞서 살펴본 .NET Micro 

Framework[2], MoteWorks[3], NanoEsto[4], TinyOS 

Plugin[5]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와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제안하는 도구는 이클립스 러

그인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Windows와 Linux 환경을 모

두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높은 융통성을 제공하고, 

하나의 특정 랫폼이 아닌 여러 센서 운 체제 랫폼

을 지원하며, 각각의 타겟 랫폼이 지원하는 언어를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랫폼에 따라 사용 도구를 바

꿀 필요가 없으므로 활용도가 높다. 한 graphical 

modeling을 지원하고, 속성 설정으로 통하여 소 트웨어

를 설계하므로 사용자는 쉽게 소 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으며, 모델 설계 벨이 네트워크 벨이기 때문에 센

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에 한 소 트웨어 

설계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 개발 생산성이 증가된다. 

[Table 5] The comparison of the proposed tool with 
other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sensor 
network software

.NET 

Micro

Framework

Mote

Wokrs

Nano

Esto

TinyOS

Plugin

Proposed

Tool

Language C# nesC C nesC

C, 

nesC, 

etc

Target 

OS

Platform

.NET 

Micro

Framework

TinyOS NanoQplus TinyOS
Various

OS

Execution 

Environment
windows windows

windows

Linux

windows

Linux

windows

Linux

Graphical 

Modeling

Not

Support

Not

Support

Not 

Support
Support Support

Automated 

Code 

Generation

Not

Support

Not

Support
Support Support Support

Design level node node node node network

Number of 

software 

designed at a 

time

one one one one many

Design 

method
none none

point-and-

click

Compone

nt graph

attribut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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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랫폼에 한 노드 소 트웨

어를 효율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속성 기반의 노드 소

트웨어 개발 지원도구를 제안하 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랫폼에 독립

인 모델로부터 다양한 랫폼을 한 응용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으며, 단순한 속성 값의 설정을 통하여 모델

을 설계하므로 속성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응용 

소 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다. 한 센서 네트워크 모델

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에 한 응용 소 트웨어

를 한 번에 설계하고 생성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 소 트웨어의 효율 인 개발을 

한 도구를 제안하 는데, 향후에는 개발된 노드 소

트웨어들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해 실시

간으로 노드 소 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방안을 연구하

여, 개발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

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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