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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Internet of Things based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s for remote 

monitoring of wildlife ecosystem due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it is targeting the wild vegetation communities 

ecological monitoring. First, we performed a pre-test and analysis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frequency for the sensor 

network to collect and deliver information reliably in harsh propagation environment of the forest area, and selected 

for sensors for monitoring wild vegetation communities on the basis of considerations for selecting the best sensor. 

In addition, we have presented the platform concept and hierarchical function structures for effectively monitoring, 

analyzing and predicting of ecosystem changes, to apply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ecological monitoring area. Based 

on this ,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 architecture and design of the Internet of Things based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s for monitoring the ecosystem of the wild vegetation communities. Finally, we constructed and operated 

the test-bed applied to real wild trees, using the developed prototype based on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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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오염  기후변화는 미래사회의 최  

으로써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에도 많은 향을 미치

고 있다. 지난 100년간(1912년～2010년) 연평균 기

온 상승치는 약 1.8℃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약 0.74℃)보다 2배 이상 빠른 것

으로 드러났다(Korea, 2012). 2100년까지 우리나

라 기후변화의  피해비용은 약 2,800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후변화 향에 따른 산림생태계 

피해비용은 2100년 3,301억 원으로 추정된다(Chae 

et al., 2012). 한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정부간 기후변화 원회)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2014년 3월)에 따르면, 기

온이 2℃ 상승하면 세계경제 총 손실액이 최  1,490

조 원이 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 은 636만 9천ha(2010년 말 

기 )로 체 국토면 의 64%이며, 산림의 식물자

원 종수는 자생종 4,942종, 외래종 84종으로 체 

5,026종(재배품종 2,268종은 별도)으로 알려져 있다

(Korea Ministry, 2012). 국립산림과학원 보도(2012. 

12.12.)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이 1년에 제공하는 

공익가치는 2010년 기  109조 원으로 국민 한 사

람당 연간 216만 원의 산림복지 혜택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3%를 흡수한

다고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다양한 자연 ․인

 요인으로 생태계가 빠르게 괴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멸종 기에 처한 야생 생물종은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해 총 221종을 제 1․2

으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이  동물이 156

종(71%), 식물이 65종(29%)이다(Korea Ministry, 

2012). 한 기후변화로  세계 으로 날마다 74종, 

시간마다 3종의 생물이 열 우림에서 사라지고 있다

(Wilson, 1992). 일례로, 아고산 인 제주도 한라산

이 아열 화로 진행 에 있으며, 제주 한라산연구

소 조사에 따르면(2014년 8월), 제주 기후변화의 바

로미터이며 한국의 특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반(46%) 가량이 말라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에 세계자연보 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멸종

기 등 으로 지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건강한 지구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

하기 해서는 생태계 변화에 한 지속 이고 실

시간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변화를 측하고 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환경과 생태계 분야

에도 ICT를 극 융합하여 국가  차원의 생태계 

변화  환경오염 응 등을 한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의 변화가 두되기 시작했다. 최근  세

계 으로 ICT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

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은 매우 범

하고 다양한 형태  종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생태계 변화를 효과 으로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술  안이 될 수 있다. 

미국과학재단에서 후원하는 생태계 변화 측 연

구기 인 미국 NEON(National Ecological Obser-

vatory Network), Princeton 학의 야생동물 추

 로그램인 ZebraNet 로젝트, 독일 Freie 

학과 국 옥스포드 학의 무선 센서네트워크에 

의한 Manx Shearwater(섬새)의 행동과 공간생태 

모니터링 연구 등 선진 각국에서도 사물인터넷 기술

을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분야에 융합하기 한 다

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3).

사물인터넷은 주 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

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

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 라  서비스 기술로서, 

미래사회는 사물인터넷 시 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 

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연결되어 정보를 생성․수집, 장․공유, 분석․

측되는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

로 변화될 망이다. 미국경제주간지 Business 2.0 

(2007년 1월)은 “환경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세

계를 구할 8가지 기술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바 있다. 세계 인 IT분야 연구  자문기 인 미

국의 Gartner는 2020년에는 구 으로 인터넷 연

결 장치 수는 300억 개 이상, 간헐 으로 인터넷 

연결 장치 수는 2,000억 개 이상으로 증가 망하

다(John et al., 2012). 

본 논문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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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격 모니터링하기 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력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연구로, 

특히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을 상으로 

한다. 이를 해 야생식생군락이 치한 산림지역, 

강우 등을 포함한 열악한 야외 환경에서도 신

뢰성 있게 정보를 달하기 해 한 센서네트

워크 주 수를 선정하기 한 사  시험․분석을 

수행하 다. 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최 의 

센서 선정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센서를 선정하 다.

아울러,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분야에 사물인터

넷을 용하여 효율 으로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

링하고 분석․ 측하기 한 랫폼 개념  계층

 기능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생식생

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력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시스템 구조를 제시

하 다. 한, 생태계 변화를 수집하기 한 다양

한 종류의 센서를 손쉽게 탑재하고 수집된 정보를 

송하기 한 력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그

리고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 친화 으로 보여주고 

효율 으로 센서네트워크를 운용 리할 수 있는 

망 운용 리 시스템들의 구조  설계 내용을 제

시하 다. 그리고,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기간 운용하기 한 력 운용기법

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

발된 시스템에 한 기능검증  문제  도출 등

을 해 실제 야생 수목에 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2.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IoT 
기술  주요 이슈  사  분석

2.1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기술  주요 이슈

사물인터넷 기술을 용하여 생태계 변화 모니

터링을 해서는 생태계 변화 감시 상인 다양한 

종의 동식물, 토양, 수질, 기 등은 그 특성이 매

우 상이하여 통신방식, 감시  제어방법도 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한 호수, 도로, 숲, 하천 

등 범 한 지역에 모니터링용 센서노드를 일일

이 설치하기엔 비용  설치 측면에서도 비효율

이며, 모니터링 범 도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아

울러 센서노드가 살포되는 환경의 매체가 토양, 수

, 기 등으로 서로 다른 매체환경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의 온도나 기후변화 등의 극

한 환경에서도 장기간의 생존  운용이 가능해야 

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생태계 모니터링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에 한 사  연구  분

석이 필요하다(Kim, 2010).

  <Figure 1> Main Technical Issues of IoT Based 
Ecological Monitoring

∙다양한 생태계 환경에 합한 매체별 주 수 역 

선정 필요

∙ 범 한 지역을 커버하고 열악한 생태계 환경에 

따른 장거리 송  통신의 고신뢰성, 네트워킹 

필요

∙다양한 생태계 종류  속성에 맞는 정보를 획

득하기 한 한 센서  다양한 형태의 디

바이스 필요

∙상시 원 공 이 어려운 야외환경 등에서 장기

간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배터리 수명  

력 필요

∙생태계 모니터링의 용이성  확산을 한 가

격, 력, 소형화  복합 센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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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ansmission Test and Sensor Nodes

            (a)                      (b)

<Figure 3> Experiment Environments of LOS(a) and 
non-LOS(b)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사물인터넷 기반 

생태계 모니터링의 주요 기술  이슈  생태계 

환경에 합한 주 수 역 선정과 센서 선정을 

집  분석하 다.

2.2 생태계 환경에 합한 주 수 역 선정

야생동식물이 활동하는 생태계는 숲, 지, 도심 

등 육상과 하천, 강, 호수, 해양, 갯벌 등 다양한 환

경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한 

환경도 열악하다. 따라서 최 의 생태계 모니터링

을 해서는 한 주 수 역 선정  활용이 

요구된다. 사물인터넷의 센서네트워크의 경우 

부분 2.45GHz 역이 실내 주로 사용되어 왔으

며, 800MHz/900MHz 역과 433MHz 역의 주

수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2.45GHz 역의 경

우, 특히 야외에서 사용될 경우 강우 감쇄 등으로 

통신 품질  송거리에 향을 미칠 수도 있는 

등 환경에 민감하다. 이에 반해 외부 환경에 덜 민

감한 433MHz 역과 900MHz 역  하나의 주

수 역을 선정하기 해 특성 비교분석 시

험을 수행하 다. 

먼 , 433MHz 역과 900MHz 역 주 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해 LOS(Line of Sight)

와 non-LOS 상태로 나 고, 센서노드는 Texas 

Instruments사의 CC1101 433MHz Development 

Kit과 ATmega RF212 칩을 이용한 900MHz 센

서노드 2개를 각각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 다. 

<Figure 2>는 주 수 역 환경 비교분석을 

해 사용된 센서노드들  시험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LOS 환경에서의 시험을 해  장해물

이 별로 없는 약 1km 이상의 개방된 도로변에서 

매 100m 간격으로 2개의 센서노드 사이의 송시

험을 수행하 으며, non-LOS 환경에서의 시험은 

산악 숲속지형이 포함된 지역에서 매 50m 간격으

로 역시 2개의 센서노드 사이의 송시험을 수행

하 다. 두 개의 센서노드 사이의 송시험은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와 PER

(Packet Error Ratio)을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분

석하 다. <Figure 3>은 LOS와 non-LOS 시험

환경을 보인 것이다. 

LOS 환경에서 433MHz 센서노드의 경우 약 400m

(2dBi 안테나 기 ), 900MHz 센서노드의 경우 약 

600m(5dBi 안테나 기 ) 이내의 통신 거리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non-LOS 환경(본 

시험에서는 숲 속으로 언덕, 나무, 풀에 의해 LOS 

환경이 보장되지 못함)에서는 433MHz가 LOS 환

경과 유사한 설정으로 330m(수신부 높이 3m 기

)까지 100% PER(이때, RSSI는 106dBm)을 보

지만, 900MHz의 경우 200m에서 격히 PER이 

증가(이때, RSSI는 92dBm～98dBm)함을 보 다. 

<Figure 4>는 433MHz 역과 900MHz 역의 

특성 비교분석 시험결과를 보인 것으로, 결과

으로 시험 방법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33MHz 역 주 수가 야생동식물이 

활동하는 야외 숲 등에서 사용하기에 보다 합한 

주 수 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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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Considerations of Sensor Selection

Category Consideration Items

Sensor 
application 
suitability

∙Compliance with applications
∙Physical/Propagation environment of 
install areas

Sensing 
performance
and data 
reliability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application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data
∙Accuracy,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etc.

Interface

∙Data throughput between interfaces
∙Ease of sensor nodes and the physical 
connections

∙Powered by low voltage(typically DC 
3～12V)

Operation
and power 
consumption

∙Long-term outdoor unattended 
operation by battery

∙Low power Sensors

Ease sensing 
data processing

∙Limited processor computing power
∙Data processing to minimize power 

Cost
∙Remote monitoring to Site surveys effect
∙Facility to build cost-effective

<Table 2> Main Sensors and Characteristics for Wild 
Vegetation Community Ecological Monitoring

Category Sensor’s Characteristic and Specifications

Soil
conditions

Soil
Moisture
and
Temp.

∙Moisture : 0%～saturation
(60%)

∙Temp. : -5℃～50℃
∙Multi-layer(10, 20, 30, 50cm)
∙Operating voltage : 9～12VDC
∙Power consumption : 12mA
(standby), 48mA(Active)

Habitat
environ-
ment

Temperature∙Range : -25～85℃

Humidity ∙Range : 0～99% RH 

Illumination
∙Range : 0～65535lux
∙Operating voltage : 3～5VDC

CO2

∙Range : 0～3/5/10ppm
∙Warm-up time : 90 sec
∙Operating voltage : 12～24VDC
∙Power consumption : 40mA

Tilt
∙Contact resistance : 100m ohm max
∙Operating voltage : 12VDC
∙Power consumption : 1mA

Growth 
conditions

Tree
diameter

∙Range : 0～10mm
∙Operating voltage : 15VDC
∙Power consumption : 4～20mA

Sap flow
∙Range : 3 ml/hour
∙Operating voltage : 15VDC
∙Power consumption : 4～2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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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433M/900MHz Transmission 
Characteristic

2.3 생태계 모니터링에 합한 센서 선정방안

일반 으로 생태계는 크게 육상과 수생, 다시 식

물과 동물, 미생물로 나 어지며, 동물의 경우 포유

류, 조류, 어류, 곤충류 등 다양하게 나 어진다. 이

들 생태계는 크기  환경, 분포 지역 등 다양한 형

태를 지니고 있어 생태환경에 합한 정보를 획득

하기 해서는 다양한 센서 종류와 이들을 사물인

터넷에 용하기 해 주요 요구사항, 즉 가격, 

력, 신뢰성, 높은 역폭, 보정/교정 여부 등등

이 존재한다(Rundel1, 2009). 

특히, 야외에서 운용되는 야생동식물 생태계 모

니터링을 사물인터넷의 센서네트워크에 용하기 

해서는 <Table 1>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을 고

려하여 최 의 센서를 도출  선정해야 한다. 

한, 생태계 모니터링 상에 따라 요구되는 측정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  모니터링 상을 

선정하고 분석 목 에 따른 측정항목을 도출한 후 

측정항목에 합한 센서를 조사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상기 <Table 1>의 센서선정 주요 고려사항

을 반 하여 선정하는 것이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주요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면서 세계자연보존연

맹에서 멸종 기 등 으로 분류한 제주도 구상나

무를 생태계 모니터링 상으로 선정하고, 측정항

목을 크게 토양 환경, 서식지 환경, 생장 상태로 나

고 련 센서를 <Table 2>와 같이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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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상태는 수목이 성장하는 데 요한 요소이며, 

깊이에 따라 토양수분이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온

습도, CO2, 조도 등 수목의 서식지 환경 역시 수목

의 생장을 진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기울기 센서는 구상나무가 바람이나 기타 요인으

로 쓰러지는 상태를 감지하기 한 것이다. 한편 

수목직경과 수액유속 등은 수목의 성장 속도 등을 

측정하는 요한 요소이다.

<Figure 5>는 선정된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

니터링용 주요 센서들의 모습이다.

 

            (a)                (b)

  

   (c)            (d)        (e)

 <Figure 5> Wild Vegetation Community Ecosystem 
Monitoring Sensors; (a)Multiple Soil 
Moisture/Temp., (b)Diameter, (c)Sap 
Flow, (d)CO2 and Temp./Humidity, (e)Tilt

3. IoT 기반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구

3.1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측 랫폼 개념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측하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방식들은 부분 장에서 직  

는 센서를 설치하여 측정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은 매번 장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인력 소모가 따르며, 실시간 이고 

상시 인 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한 정보가 

락되거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조기에 

악하고 근본 인 원인  상태 등을 지속 이고 

실시간 으로 추 하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아울러, 생태계 변화를 사  

측하기 해서는 실시간, 상시, 자동화  역

의 생태계 모니터링  정보 달체계 시스템  

랫폼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Figure 6>은 사물인터넷의 센서네트워크 기

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

터링  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랫폼의 기

본 개념도를 제시한 것이다. 최하단에 야생식생군

락, 야생동물, 해양생태, 기/기상 등의 상태를 센

서들에 의해 센싱하고 센싱된 정보를 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센서네트워크가 치하며, 센

서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유무선 인 라를 

거처 생태계정보 서버와 응용 S/W  서비스 

랫폼을 통해 분석․처리․ 측하게 된다. 분석․

처리․ 측된 생태계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가공

되어 정부/공공기 , 생태계 서비스 공 자, 일반 사

용자, 문연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Figure 6> Conceptual Diagram of IoT Based Wildlife 
Ecological Monitoring Platform

<Figure 7>은 사물인터넷 기반 생태계 변화 모

니터링  측 랫폼의 계층  기능구조의 를 

제시한 것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추가․변경 

될 수 있다.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계층은 주로 정

보수집과 송에 필요한 각종 기능들이, 생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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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oT Based Wild Vegetation Community Ecological Monitoring System and Network Configuration

<Figure 7> Hierarchical Functional Structure of IoT 
Based Wildlife Ecological Monitoring Platform

통합DB 계층에는 수집된 정보를 종류나 기능별로 

분류  장하고, 생태계정보 분석처리 계층에는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측, 시뮬 이션과 

필요시 제어․ 제하는 기능들이 치한다. 응용서

비스 계층에는 분석․ 측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치하게 된다.

3.2 사물인터넷(IoT) 기반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구

<Figure 8>은 에서 언 한 생태계 변화 모

니터링  측 랫폼을 바탕으로 하여 사물인터

넷 기반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 시스템의 구

성도를 보인 것으로, 크게 력 센서노드와 게

이트웨이, 그리고 망 운용 리 시스템으로 구성되

며, 부가 으로 외부 운용자를 한 모바일 모니

터링 단말이 포함된다.

3.2.1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의 센서

노드 설계  구

센서노드는 생태계의 다양한 상태를 수집하기 

한 센서들, 즉, 토양수분, 지온, 온/습도, CO2, 조도, 

수목 기울기, 수액흐름, 수목직경 등을 측정하기 

한 센서와 이를 용이하게 속하기 한 인터페이스 

모듈,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송하기 

한 IEEE 802.15.4 PHY/MAC 기반의 통신모듈, 안

테나로 이루어지며 통신주 수는 야외의 강우감쇄

를 포함한 숲속 등의 열악한 환경에 보다 특성이 

우수하고 송거리가 긴 400MHz 역 는 900MHz 

역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야외에

서의 장기간 운용을 해 태양열 에 지 등을 수집하

여 자가 발 하여 장기간 운용하도록 하는 Energy 

harvesting 기반의 원공 과 Wake-up  다단계 

력 리 등의 력 기술을 용하 다. <Table 

3>은 센서노드의 주요 기능  규격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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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utures and Specifications of Wild Vege-
tation Community Ecological Monitoring 
Sensor node

Category Features and Specifications

Frequency ∙900MHz or 433MHz band, Selectable

Transmission  
 Method

∙IEEE 802.15.4-2006 PHY/MAC 

Sensor’s

∙Soil moisture and temperature
∙Diameter of tree, Sap flow
∙Temperature and Humidity, Illuminance
∙CO2, Tilt

Power   
supply

∙Energy harvesting based Solar battery
∙External power supply assisted

Network   
Topology

∙Star network

Main   
configuration

∙Sensor module, RF module, MCU 
main module

∙Solar panel based charging and power 
supply module

Others
∙Module type board
∙Extortion detection
∙LED and debug port

센서노드의 메인 로세서는 력 동작이 가능

한 TI사의 MSP430F5438을 사용하 으며, RF 모

듈은 역 433, 868, 915 MHz 주 수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송속도는 최  600kbps 내에서 

구  가능한 TI사의 CC1200을 사용하 다. 센서모

듈은 다양한 야생식생군락 센서들을 수용하기 해 

ADC, Interrupt, RS-232C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포트를 제공하도록 설계하 으며, 특히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기 시에는 원을 off 하여 

력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하 다. 한 야외에서 

지속 으로 사용하기 해 태양 에 지를 활용하여 

원을 충   공 하도록 하 다. 아울러 불법

인 센서노드 탈취를 방지하기 해 탈취감지 센서를 

부가하 으며, 낙뢰 등으로부터 센서노드를 보호하

기 해 낙뢰보호 기능을 한 부가하 다.

센서노드의 네트워크 구성  센싱 이벤트 처리

를 한 소 트웨어 구조는 HAL, Core S/W, App-

lication으로 구성되며, HAL 부분에 RF, Sensor 

Device, Interface, Memory, 각종 Device에 한 

Driver가 올려지고, Core S/W 부분에 네트워크

를 한 Routing, MAC과 센서 련 신호처리 모

듈이 탑재된다. Application 부분에는 게이트웨이

와의 통신을 해 메시지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

는 Message Handler가 치한다.

<Figure 9>는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용 

센서노드 H/W 구조를 보인 것이며, <Figure 10>

은 구   제작된 센서노드 시제품을 보인 것이다.

<Figure 9> Sensor Node H/W Schematic Diagram

<Figure 10> Implemented Sensor Node Prototypes

3.2.2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의 게이트

웨이 설계  구

게이트웨이는 센서노드로부터 다양한 야생식생

군락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수집

된 정보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야생식생군락 모

니터링 망 운용 리 시스템으로 송하도록 한다. 

게이트웨이와 센서노드 간은 IEEE 802.15.4-2006 

PHY/MAC 송규격을 따르며, 유무선 통신망 인

터페이스는 3G/WCDMA 이동통신망  TCP/IP 

이더넷 속을 지원하도록 하 다. <Table 4>는 

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  규격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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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Futures and Specifications of Wild Vege-
tation Community Ecological Monitoring 
Gateway

Category Features and Specifications

Frequency ∙900MHz or 433MHz band, Selectable

Access 
network 
interface

∙3G/WCDMA, or
∙TCP/IP Ethernet

External 
Interface

∙Rain gauge support
∙CCTV interface

Power
Supply

∙Energy harvesting based battery
∙External power supply assisted

Main
Configuration

∙Main board, RF board, Network board
∙Network board : Ethernet or 3G/WCDMA 
∙Camera(Web cam) module
∙Solar panel based charging and power 
supply module

Others
∙Module type board
∙Extortion detection
∙LED and debug port

게이트웨이의 메인 로세서와 센서노드와의 통

신을 한 RF 모듈은 센서노드와 동일한 형태로 설

계되었다. 다만, 망 운용 리 시스템과의 통신을 

해 3G/WCDAM 이동통신 는 TCP/IP 이더넷 

이블 연결을 지원하기 한 네트워크 보드가 추가 

되었으며, 특별히 강우량 등을 측정하기 한 별도의 

인터페이스 포트, 그리고 원격으로 상 모니터리을 

해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한 게이트웨이 원은 상 압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 에 지 

기반의 원을 충   공 하도록 하 다.

게이트웨이의 네트워크 구성  센싱 이벤트 처리

를 한 소 트웨어 구조도 센서노드와 마찬가지로 

HAL, Core S/W, Application으로 구성되며, Core 

S/W 부분에 네트워크를 한 Routing, MAC 이외

에 3G/WCDMA와 Ethernet 연동을 한 기능이 

탑재된다. Application 부분에는 망 운용 리 시스템

과의 통신을 해 메시지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Message Handler가 치한다(Ryu et al., 2014).

<Figure 11>은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용 게이트웨이 H/W 구조를 보인 것이며, <Figure 

12>는 제작된 게이트웨이 시제품을 보인 것이다.

<Figure 11> Gateway H/W Schematic Diagram

<Figure 12> Implemented Gateway Prototypes

3.2.3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의 망 운용

리 시스템 설계  구

망 운용 리 시스템은 게이트웨이와 연동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장된 정

보를 바탕으로 야생식생군락의 생태정보와 서식지 

환경정보를 그래  등 가시  형태로 보여주는 한

편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의 동작상태 정보를 수집

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Table 5> Futures and Specifications of Network Ope-
r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ild 
Vegetation Community Ecological Monitoring

Category Features and Specifications

Operation 
environment

∙PC, Smart phone, Pad, Tap

Display 
functions

∙Sensor Value Variation per time/period
∙Available in graph form

External 
Interface

∙Interface with wired/wireless network
∙Interface with Sensing information 
Analysis/Prediction System

Main
Configuration

∙GUI(Graphic User Interface)
∙Network Management, User Input Manage-
ment, Operation Mode Management, CCTV 
Management, Event Data Management

∙Change the sensor threshold value of 
Sensor node

∙Alarm settings, and disab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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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운용 리 시스템은 일반 PC상에서 구동하며, 

도우를 기본 운 체제로 하여 UI를 기반으로 운용 

리하도록 설계하 다. 한 스마트폰/탭 기반의 

클라이언트 응용 App을 제공하여 외부에서도 운용 

리자가 시스템에 속하여 야생식생군락 생태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Table 5>는 망 운

용 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  규격을 보인 것이다.

망 운용 리 시스템 <Figure 11>처럼 크게 네

트워크 리, 운용모드 리, 사용자입력 리, GUI 

메인화면 리,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 리 기능으

로 구성된다(Lee et al., 2014).

 <Figure 11> Function Block Diagram of Network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GUI 메인 화면 리 : 센서네트워크의 토폴로지 구

성과 야생식생군락 서식지 구성 이미지를 배경화

면으로 앙에 치하며, 하단에 네트워크  이벤

트 데이터 수신, 메시지 송신에 한 정보는 메시

지 로그창에 기록되고, 좌측에는 센서노드 제어 명

령화면과 운용모드 창이 치하도록 구성하 다.

<Figure 12> GUI Main Window and Configuration

∙네트워크 리 : 구성된 센서네트워크에 한 연

결상태  구성정보를 리하는 것으로, GUI 메

인 리 화면의 좌측 상단과 하단에 치하며 네

트워크/노드 리 표시와 선택된 센서노드의 속

성 등을 표시한다.

  

<Figure 13> Network and Sensor Node Management 
Window

∙이벤트 데이터 리 : 이벤트 데이터가 발생하

여 험정보를 수신하면 GUI 화면상에 수신한 

센서노드를 표시하고 알람정보를 도시하며, 

한 센서노드로부터 수신한 각종 센싱 정보를 그

래 로 보여 다. 센싱 정보는 기간별로 세부

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Figure 14> Sensing Data graph Window

∙사용자 입력 리 : 센서노드에 사용자 명령을 

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며 화면상에 노드를 선택

하여 명령을 보내거나 명령창에 명령어를 선택

하여 보낼 수 있다. 한 사용자의 로그인/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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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기능과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 번호를 

리한다.

∙운용모드 리 : 이벤트 발생 시 리자에게 문

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시스템의 운용모드를 표

시한다. 운용모드는 시스템을 검하는 해제모

드, 배터리 부족 는 장치 이상을 알리는 알람

모드, 배터리가 임계치 이하임을 알리는 배터리 

부족 알람, 센서노드 탈취  이상상태를 알리

는 장치이상 알람 등이 있다.

3.2.4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의 

력 운용기법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은 일반 으로 상

원이 공 되지 못하는 야외 는 산림지역에 설

치되어 배터리로 운용된다. 따라서 장기간 야생식

생군락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력 운

용기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센서네트워크에서 

력 운용을 해 MAC 로토콜을 사용한다. 

여러 MAC 로토콜  가장 에 지효율이 높은 

표 인 방식은 Duty-Cycle로 동기식과 비동기

식이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히 선택하여 사

용하면 된다(Lee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MAC 로토콜 이외에 별도의 

기법으로도 소비 력을 회소화하고자 하며, 다음 

두 가지에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 앞에서 

선정한 야생식생군락용 센서의 경우 토양수분 센

서, CO2 센서, 수목직경 센서, 그리고 수액유속 센

서의 경우 상 으로 많은 력을 소비한다. 따

라서 이들 센서의 경우 주어진 주기마다 원을 

공 하고 측정을 한 후에는 센서에 공 되는 원

을 off 하여 력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Table 6> Power Consumption of CC1200 RF Transmitter

Category
Power 

consumption
Operation Mode

Rx
19mA Low-Powe Mode

23mA High-Performance Mode

Tx 46mA at +14dBm

둘째로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의 RF Transmitter

의 소비 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Table 6>

은 본 연구에 사용된 CC1200 RF Transmitter의 

소비 력을 보인 것으로 센서노드 칩셋의 소비

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RF Trans-

mitter의 동작모드를 히 운용함으로서 소비

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으로 RF Transmitter의 력을 최소화하 다. 먼

 야생식생군락의 생태계 변화는 속히 진행되

기 보다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회 정도의 일정 주기로 모니터링해도 된다. 즉,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을 한 센서들의 경

우 일정한 주기마다 측정하여 송하는 방법으로 

일정 주기(Ptx) 시에만 RF Transmitter의 Tx를 

On하고 정보를 송한 후에는 Off 상태를 유지하

여 소비 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센싱

정보 주기와는 별도로 센서노드가 특정 이벤트, 

즉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센서노드 탈취감지, 배터

리의 원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타 센

서노드의 이상상태 등의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RF Transmitter의 Tx를 On하고 이벤트 정보를 

송하는 방법이다.

<Figure 15> Low-Power Operation Timing Diagram of 
Sensor Node and Gateway

셋째로 게이트웨이에서는 센서노드로 송할 제

어명령( 송주기 변경, 센서노드 구성정보 변경 등)

이 있을 때 게이트웨이의 RF Transmitter의 Tx

를 On하고 제어명령 등을 센서노드로 송한 후 

Tx를 Off하는 방법이다. 물론 게이트웨이와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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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해 게이트웨이의 

RF Transmitter의 Rx는 항상 On 상태로 유지하

도록 한다. <Figure 15>는 센서노드와 게이트웨

이의 소비 력 최소화를 한 력 운용 타이  

도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센서노드가 게이트웨이로부터 제어명령

을 수신하기 해서 평소에는 RF Transmitter의 

Rx는 Off 상태를 유지하다가 센싱정보의 주기  

송 시 과 이벤트 정보 송 시에는 일정 시간동

안 RF Transmitter의 Rx를 On 상태로 유지하여 

게이트웨이로부터 제어명령 등을 수신할 수 있도

록 한다. 한 센서노드가 게이트웨이로부터 제어

명령 등을 수신했을 경우 센서노드는 제어명령을 

처리하고 RF Transmitter가 Tx인 상태에서 처리

결과(Ack)를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Figure 16>

은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력 운용을 

한 흐름도를 보인 것이다. 

 <Figure 16> Flow Chart for Low-Power Operation 
Between Sensor Node and Gateway

4. 사물인터넷 기반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

본 논문에서 연구한 사물인터넷 기반 야생식생

군락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도 1500～ 

1700m의 구상나무 군락지가 있는 제주도 한라산 

진달래 피소 근처에 5ha 면 을 갖는 생태계 조

사구(<Figure 17> 참조) 내에 실제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Figure 17> Korean Fir Ecological Plots in Mt. Halla 
and Test-bed Building Planned Site

이와는 별도로 한라산 조사구 내 테스트 베드에 

실제 설치하기 이 에 기 개발된 시스템에 한 기

능검증  문제  도출 등을 해  한국 자통

신연구원 내 단풍나무 수목에 <Figure 18>처럼 

설치하여 다양한 시험 운용을 수행 에 있다.

 <Figure 18> Installed Sensors and Test-Bed Built 
in ETRI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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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는 ETRI 내 테스트베드에 구축된 

센서들로부터 수집한 다층 토양수분  지온, 수

액 유속을 포함하여 수목 주변 환경 센싱 데이터

들을 보여주고 있다. 토양 수분과 지온은 토양 깊

이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야간으

로 지온이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태양

넬에 의한 원충 도 야간에는 압이 다소 감소

하 다가 주간에는 다시 증가하여 지속 으로 

원을 센서노드에 공 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9> Sensing Data Collected from ETRI 
Test-bed

5. 결  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미래사회의 커다란 으로 

기존의 생태계 모니터링은 부분 제한된 공간과 

단순 표본수집에 의거하여 수행함으로서 생태계 변

화에 한 정확한 분석  측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사물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센서에 의해 원격으로 수집하고 분석 가능

하도록 해 주는 사물인터넷의 센서네트워크 기술

은 향후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상시 으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것으로 기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생태계 모니

터링 분야에 용 시 우선 으로 해결 는 고려

해야 할 기술  이슈들을 살펴보고, 우선 으로 사

물인터넷 기술을 야생식생군락 모니터링에 용할 

시스템 구조와 설계  구 , 장기간 운용을 한 

력 운용기법,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한 

연구내용을 제시하 다. 제시한 사물인터넷 기반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은 향후 제

주도 한라산 테스트베드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

러 사물인터넷 기반의 야생동식물 생태계 변화 모

니터링을 한 시스템 기술 표 화를 추진하여 국

내외 참조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사물인터넷 기반의 력 무선 센서네트워

크로부터 수집된 야생식생군락 생태계 모니터링 

정보는 유무선 인 라를 거처 “GIS 기반 야생동식

물 생태정보 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다. 장된 정보는 GIS 기반 야생동식물 생태정보 

제 시스템 내의 생태계 정보 서버와 응용 S/W 

 서비스 랫폼을 통해 분석․처리․ 측하게 되

며, 이러한 정보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정부/ 

공공기 , 생태계 서비스 공 자, 일반 사용자, 

문연구자 등에게 IT 기반의 실시간 생태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공공기  는 

생태계 서비스 공 자는 야생동식물 서식지 모니

터링 서비스, 생태계 변화 분석/ 측 서비스, 그리

고 생태계 구조/기능 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받거나 

는 새로운 IT 기반의 생태계 응용 서비스를 창

출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웹이나 포털 사

이트 등을 통해 야생동식물의 생태계 정보를 실시

간으로 측할 수도 있다. 아울러, 련 연구자들은 

DB에 장되어 있는 정보를 액세스하여 자체 으

로 직  자신의 연구 분야에 활용하거나, 기존의 

장 생태계 수집정보와의 연동 등을 통해 IT 기

반의 새로운 연구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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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향후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에 

설치될 테스트베드를 통해 토양수분/지온, CO2, 

온습도, 조도 등의 구상나무의 서식환경과 수목직

경, 수액흐름 등의 생장환경, 그리고 나무의 기울

기 상태 등이 지속 으로 장기간 수집될 것이며, 

이러한 구상나무 생태계 정보는 주변의 기상정보

와 연동하여 기후변화와의 상 계를 포함하여 

구상나무가 고사되는 원인 등을 면 하게 분석하

고, 수집 데이터를 련 연구자/연구기 에 제공함

으로서 구상나무 보   복구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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