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

을 인터넷과 상호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

제 어디서나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사물 인터

넷의 네트웍 기술은 통신 인프라 (Infrastructure) 가 없는 환

경에서 이기종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기술로서 재난복

구 및 구조와 같은 공공안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애드 혹

(ad-hoc) 형태의 네트웍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사물 인터넷

의 특성상 저사양(low power) 기기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표준화 단체에서 사물 인터넷 특성에 따른 요구사

항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본 고에서는 급변하는 통신 기술 환경에서 공공안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통신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많

은 기술 중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RPL과 TSCH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하

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

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1]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 인

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가 9억개였으나 2020년까지 

이 수가 260억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ETF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워킹 그룹을 만들어 새로

운 사물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IETF에서는 TCP/IP 프로토콜 스택을 

기준으로 Application and Real-time(art), General(gen), 

Internet(int), Operation and Management(ops), 

Routing(rtg), Security(sec) 그리고 Transport(tsv) 영역으로 

워킹 그룹을 분류한다.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IETF에는 Internet, Application, Routing, 

Security 총 4가지 영역에 걸쳐 사물 인터넷 관련 워킹 그룹들

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nternet 영역에는 현재 활동

을 종료한 6LoWPAN WG, Application 영역에는 CORE WG, 

Routing 영역에는 ROLL WG, Security 영역에는 ACE WG

이 있다. IETF 워킹 그룹들은 크기, 파워 및 컴퓨팅 능력에서 

제약적인 조건을 가진 무선 노드로 구성된 저전력 손실 네트워

크(LLN) 내에서 사용될 사물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 표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

물 인터넷 기기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6LoWPAN (IPv6 over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2]을 계기로 

LLN(Low power Lossy Network)의 환경에 적합한 RPL(IPv6 

Routing Protocol for Low power Lossy Networks)을 IETF

의 ROLL(Routing Over Low power and Lossy networks) 

워킹 그룹이 제안하였다[3].

무선 근거리 통신 규격인 IEEE 802.15.4 [15]는 2.4Ghz 비

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저전력, 저비용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전송 지연, Peer-to-Peer 간 

통신의 제한, 다양한 서비스에 적합한 저전력 운용 방법의 부

재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안된 새

로운 전송 규격이 IEEE 802.15.4e [14]로 2012년에 표준화가 

완료되었다. IEEE 802.15.4e의 가장 큰 특징은 센서 노드들

이 매 전송마다 채널을 변경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 채널 호핑 

(Channel Hopp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시분할 채

널 호핑 (Time Slotted Channel Hopping: TSCH) 라고 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RPL, 3장에서는 

TSCH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

하며 마친다.

Ⅱ. RPL

RPL은 다양한 이기종 네트워크 기술이 혼재하는 lossy 

network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4], border route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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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노드로 향하는 다대일(many-to-one) 통신에 최적화되

어 있다. 해당 프로토콜은 트리 기반의 DODAG(Destination 

Oriented Directed Acyclic Graph)를 형성하고, 라우팅 수행

을 통해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PL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라우팅 형성이 가

능하며, 미리 탑재된 OF(Objective Function)에 의해 네트워

크의 경로를 구축하게 된다.

RPL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DODAG으로 구성될 수 있

다. 여러 개의 DODAG은 RPL Instance로 묶일 수 있으며, 

RPLInstanceID라는 식별자를 통해 구분된다. <그림 1>은 여

러 개의 DODAG을 갖는 RPL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DODAG

에서의 각 노드들은 DODAG root와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

는 Rank를 부여 받는다. Rank는 root 노드와 멀어질수록 증가

하며, DODAG 내에서 가장 작은 Rank를 갖는 노드가 DODAG 

root 노드가 된다.

RPL은 DODAG을 형성 및 관리하기 위해서 3가지 ICMP 

v6 메시지를 이용한다. DODAG 내의 노드들은 주기적으

로 DIO(DODAG Information Object) 메시지를 broadcast 

함으로써 root 노드까지 얼마나 멀리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

한 정보를 알린다. DIO를 수신한 노드들은 root 노드까지 최

소의 비용으로 전송할 수 있는 부모 노드를 선택하게 된다. 

DAO(Destination Advertisements Object) 메시지는 최종 목

적지인 Root 노드까지 경유하는 모든 중간 노드의 주소 정보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전체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IS(DODAG Information Solicitation) 메시지는 DIO 메시지

를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가 참여

하거나 경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DIS 메시지를 보내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PL에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Objective function인 

OF0(Objective Function Zero)나 MRHOF(The minimum 

rank with hysteresis objective function)는 부모 노드를 선

택하거나 Rank를 계산할 때에 사용된다. Rank를 계산하는 식

은 (1)과 같다.

(1)의 노드 N은 현재 노드를 의미하며, 노드 P는 노드 N의 부

모 노드이다. Step은 Rank값을 얼마만큼 증가시킬지에 관한 

스칼라 값이며, MinHopRankIncrease는 부모와 자식 노드 사

이에 최소의 Rank 상승 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OF마다 상이

하게 나타난다. 계산된 Rank값은 DIO 메시지 필드에 넣어서 

전달하게 되며, 루프를 피하기 위하여 Rank 값은 DODAG 루

트 노드에서 마지막 리프 노드까지 반드시 단조증가 할 수 있게 

계산한다.

OF0는 부모 노드까지의 링크 품질만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MRHOF는 부모 노드와의 link cost 뿐만 아니라 부

모 노드에서 root node까지의 path cost까지 고려하여 path를 

선택한다. Path oscillation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을 저하

하는 문제인데, MRHOF는 hysteresis 기법을 이용하여 Path 

Oscillation을 방지한다[5][6]. 

RPL은 데이터 저장 모드(Storing mode)와 데이터 저장 금지 

모드(Non-Storing mode) 크게 2가지의 전송 기법을 갖는다. 

데이터 저장 모드에서는 각 노드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근접한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root 노드까지 올

라가지 않아도 해당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에 

저장 금지 모드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root 노드까지 올라갔다가 목적지 노드에게 데이터가 전송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RPL은 DODAG에서의 루프 발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

결하지 못했다. 루프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root 

노드에게 전달될 수 없고, 결국 링크 손상을 초래한다. RPL은 

루프 발생 문제를 DIO Poisoning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DODAG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긴 지연시간과 큰 트래픽 오버헤드를 야

기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루프 발생을 탐지

하여 복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experimental research를 위

해 사용하는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Contiki [7]와 TinyOS [8]

가 있다. 이 두 플랫폼 모두 RPL protocol이 포함되어 있다. 

ContikiRPL은 IETF RPL draft 18번째 버전을 구체화시킨 것이

며, OF0, MRHOF 두 가지의 OF를 제공하고 있다. ContikiRPL

은 기본적인 link cost metric으로 ETX를 사용하지만 hop 

count, 에너지 등 다양한 metric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그림 1. 여러 개의 RPL Instance와 DODAG을 갖는 RPL 네트워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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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ntikiRPL은 MRHOF도 지원하여 path oscillation을 줄

이기 위해 0.75보다 큰 bias를 사용한다. <그림 2>는 Contiki에

서 사용하는 Cooja Simulator를 이용한 RPL 시뮬레이션을 보

여준다.

  

TinyRPL도 ContikiRPL과 마찬가지로 IETF RPL draft 18

번째 버전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부모를 선택하거나 Rank를 

계산할 때에 OF0 또는 MRHOF를 사용한다. 두 OF 모두 새

로운 노드가 부모 집합에 포함되면, ETX 값을 3.5로 초기화

한다. 이 때, 부모 집합은 해당 노드로부터 single hop 떨어진 

이웃 중에서 자신보다 낮은 Rank값을 가진 노드들의 집합이

다. Hop count를 기반으로 부모를 선택하는 OF0는 local ETX 

measurement를 할 때에 같은 hop count에 있는 부모들만 시

행하는데 반해, MRHOF는 local ETX measurement를 할 때에 

해당 노드의 종단 간 path ETX까지 계산한다[12]. 싱가폴 국립 

대학은 TinyOS를 기반으로 하는 127개의 TelosB를 이용하여 무

선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Indriya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많

은 연구팀이 Indriya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27] .Indriya 

테스트베드는 총 3층에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그림 3>은 센서 

노드들의 연결을 표현하는 배치도이다. 

기존 연구들은 시뮬레이션 또는 experiment model을 이용하

여 RPL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9]논문은 Contiki COOJA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두 가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RPL의 성능

을 분석하였으며, RPL이 빠르게 초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control 오버헤드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10]은 OMNET++을 사용한 RPL 성능 측정 

논문으로 trickle timer를 사용함으로써 RPL control 오버헤드

와 통신 지연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ontikiRPL로 RPL의 전력 효율과 구현 복잡도를 평가한 

[11]은 센서 노드들의 베터리 수명이 수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

며, 높은 PDR을 보여줬다. [12]에서는 ContikiRPL과 TinyRPL 

두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정확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두 플랫폼의 데이터 전달 방법과 네트

워크 churn이 상이함으로 상호 원활한 통신을 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고 결론 짓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

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양방향 원격검침(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에 RPL을 적용시켜 성능 평가를 한 

[13]도 있다. 본 논문은 RPL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RPL이 데이터를 보낼 때에만 링크 품질을 측정하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모 노드를 비효율적으로 선택하는 결과

를 초래하기에 차선의 path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 2. Cooja Simulator

그림 3. Indriya 테스트베드의 센서 노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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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SCH

IEEE 802.15.4e 표준 [14]은 기존의 802.15.4 표준 [15]에 정

의되어 있던 2계층 프로토콜을 산업용 통신 네트워크에 적합하

도록 수정한 것으로, 외부 간섭이 있을 시에도 높은 통신 신뢰

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산업용 통신 프

로토콜은 공장 또는 병원 등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공을 목표 하며, 현재 알

려진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에는 WirelessHART [16], ISA 

100.11a [17] 등이 있다. 이들은 다수의 소형 단말이 공유 무선 

채널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 타임 슬롯 기반의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채널 호핑 기법과 함께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채널에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존재하더라

도 채널 상태가 좋은 다른 채널에서 통신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간섭에 의한 장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802.15.4e에는 DSME, LLDN, TSCH 등을 포함하여 총 5가

지의 2계층 작동 모드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 응용을 

타겟으로 하여 설계된 TSCH 기법이 가장 널리 활발하게 사용 

및 논의되고 있다[16]-[20]. 

TSCH 네트워크에서 타임 슬롯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해서는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들이 현재의 타임 슬롯 번호

를 공유해야 하며, 타임 슬롯이 동기화되지 않았을 경우 통신이 

불가능해진다. TSCH 네트워크를 생성한 싱크 노드는 향상된 비

콘 (Enhanced Beacon) 프레임에 TSCH 네트워크에 대한 각종 

중요 정보를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며, 이를 수신

한 노드는 이를 다시 브로드캐스팅 함으로써 메시지가 네트워크 

전체에 퍼지게 된다. TSCH 네트워크에 합류하고 싶은 네트워크 

외부의 노드는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담긴 향상된 비콘 

프레임을 수신함으로써 TSCH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

아내고, 해당 네트워크가 정의하는 공유 채널 접근에 대한 스케

쥴링 방식에 따라 무선 채널을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TSCH 기술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의 채널 접근에 대한 스

케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슬롯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적

용하였다. 슬롯프레임은 시간 오프셋과 채널 오프셋 쌍으로 정

의되는 다수의 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a)>는 <그림 4(b)>와 같은 라우팅 토폴로지에서 구성

된 슬롯프레임 스케쥴의 하나의 예시이다. TSCH 표준은 슬롯

프레임 스케쥴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구현자가 상황에 맞도록 적당한 알고리즘을 제작하

여 TSCH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TSCH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는 <그림 4>의 스케쥴링 예

시와 같이 미리 정의된 슬롯프레임 스케쥴을 참고하여 언제 어

떤 채널에서 어느 노드와 통신할 것인지 정해두고 이에 철저하

게 의거하여 이웃 노드와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TSCH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는 절대적 슬롯 번호 (ASN)

를 공유하며, 이는 네트워크가 생성된 후 매 하나의 타임슬롯

이 지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NumFreq 개의 채널을 사용하

는 TSCH 네트워크에서, 총 타임 오프셋 수와 채널 오프셋 수

가 각각 Z, M일 때 특정 ASN 값에 상응하는 타임 오프셋 값과 

현재 ASN과 채널 오프셋에 따른 채널은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CurrTimeOffset = CurrASN % Z

freq = F((CurrASN+ChOffset)%NumFreq)

여기서 함수 F는 주파수 호핑 시퀀스 (Frequency Hopping 

Sequence)를 정의한 테이블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슬롯프레임을 어떻게 스케쥴링하느냐에 따라 네트

워크 내의 각 노드가 자신이 통신할 채널과 시간을 결정하기 때

문에 TSCH 네트워크에서는 슬롯프레임 스케쥴 및 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슬롯프레임 스케쥴링을 위한 접근 방식은 크게 

중앙집중적 스케쥴링과 분산적 스케쥴링 방식으로 분류된다. 

중앙집중적 스케쥴링 방식에서는 하나의 노드가 TSCH 네트

워크에 속한 모든 노드의 슬롯프레임을 스케쥴하여 배포한다. 

스케쥴링이 하나의 중앙 노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체 네트

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전지적 시점을 확보할 수 있어 목적에 맞

는 옵티멀한 슬롯프레임 스케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각 노드로부터 해당 노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트래픽 오버헤드가 발생하

며,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변할 경우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재 

수집하여 모든 노드의 통신 스케쥴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적 네트워크에만 적합한 방식이다. 

공장 자동화를 위한 프로토콜인 WirelessHART에서도 중앙

집중적 스케쥴링 방식을 사용하며, TASA [21] 역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중앙 스케쥴링 노드가 수집하여 전체 노

그림 4. TSCH 슬롯프레임 스케쥴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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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슬롯프레임을 스케쥴링한다. 또한 MODESA[22]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중앙 집중적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분산적 스케쥴링 방식에서는 각 노드의 스케쥴을하나의 중앙 

노드가 아닌 네트워크 내 다수 노드가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적 스케쥴링 접근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전지

적 시야를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노드가 

네트워크 전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 추가, 사

라짐 등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 변화된 토폴로지에 따라 새로

운 스케쥴을 빠르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동적 토폴로지의 네

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스케쥴링 접근법이다.

대표적으로 TASA의 분산 스케쥴링 버전인 DeTAS[23],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Wave[24] 등이 있다.

IETF의 6TiSCH 연구 그룹에서는 분산적 스케쥴링을 보다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top 프로토콜 (6P)을 통한 이웃 노드 

간의 트랜잭션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18][19]. 6P 트랜잭션을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는 자신의 이웃 노드와 협상 과정을 거치

게 되며, 이를 통해 언제 어떤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송수신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6P는 분산적 스케쥴링을 위한 트랜잭

션 방식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시간 오프셋과 채널 오프셋

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어떤 셀을 스케

쥴링 할 것인지를 정하는 스케쥴링 함수(SF)는 네트워크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LSF[25]

는 메시지 전송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셀을 할당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최근 RPL에 의해 형성된 토폴로지에 기반하여 주변 노드와 

어떠한 협상도 없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통신 시간 및 채널을 스

케쥴링 할 수 있는 슬롯프레임 스케쥴링 기법이 제안되었다. 해

당 기법인 Orchestra[26]에서 각 노드는 자신 또는 RPL 토폴

로지에 의해 자신과 연결된 이웃 노드의 ID를 해쉬하여 슬롯프

레임을 스케쥴링한다.

<그림 5>는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TSCH 네트워크를 Cooja에

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며, <그림 6>은 그 중 6번 노드의 TSCH 

채널 사용에 대한 로그를 캡쳐한 것이다. 노드 6은 2번 및 9번 

노드와 연결되어 55분 52초부터 5초 간 채널 호핑을 통해 15, 

20, 26번 채널에서 비콘 프레임 및 데이터 프레임을 브로드캐

스팅 및 유니캐스팅 하였다.

본 연구팀은 Contiki OS 기반의 실제 Openmote소형 센서 노

드에 TSCH 기법을 구현하였다. <그림 7>은 Openmote-cc2538 

센서 노드이며, 서울대학교 신공학관에 20대의 센서 노드를 <그

림 8>과 같은 배치로 설치하였다. 그림에서 색칠된 동그라미 표

시는 센서 노드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9>는 하나의 노드에

서 추출된 로그를 보여주며, asn에 따라 15, 20, 25, 26번 채널

을 통해 주변 노드와 통신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TSCH 통신의 Cooja Simulation

그림 6. TSCH 채널 사용 정보 (Cooja)

그림 7. OpenMote-cc2538 노드

그림 8. 센서 노드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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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고에서는 통신 인프라(infrastructure)가 없는 환경에서 다

양한 디바이스 사이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사물 인

터넷(Internet of Things) 의 네트웍 기술을 살펴보았다. 사

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다양한 노드(node)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는 저사양 디바이스를 가정하고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사물 

인터넷 네트웍 관련 기술은 IETF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특

히 ROLL(Routing Over Low power and Lossy networks) 

워킹 그룹에서는 분산 distance vector 라우팅 알고리즘과 유

사한 RPL 라우팅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였다. RPL 프토토콜은 

Contiki OS 및 TINYOS 에 구현되어 있으며 네트웍에 참여하

는 노드들이 부모 노드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므로 매우 단순

하다는 특장이 있고 쉽고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4  GHz대역의 ISM 밴드는 WiFi 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기

기 뿐 만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같은 비통신 디바이스

의 간섭도 받게 된다. 무선망에서 간섭을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

로 Frequency diversity 원리에 기반한 Frequency hopping 

기술이 있다. TSCH(Time Synchronized Channel Hopping) 

기술은 시간을 슬롯으로 분할하고 매 슬롯마다 채널을 변경하

여 전송함으로서 전송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TSCH 

기술에서의 문제는 슬롯 및 채널을 스케쥴링하는 오버헤드인데 

최근 중앙집중적인 스케쥴러없이 각 노드가 자동적으로 (Au-

tonomous) 하게 슬롯을 스케쥴링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공공안전 분야의 네트웍 기술로 소개한 RPL 및 TSCH 는 오

픈 소스 SW 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Contiki OS는 TSCH 기술

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런 오픈 소스의 도움을 

받으면 공공안전 네트웍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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