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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전달을 위해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또한 노드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통신 경로선택에 큰 이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동성을 갖춘 센서 노드 위치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 별도의 GPS, 초음파 센서 등을 부착한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는 제한된 전력 사용과 낮은 

비용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애드혹 기반의 위치측정과 전체 망의 생존성을 고려해야 하는 센서 

네트워크간의 상황이 적용 모델의 변수로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센서 네트워

크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빈번하게 이동하는 센서 노드의 이동성

을 고려한다. 둘째 위치측정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지 않는다. 셋째 노드의 송신출력 분석에 기반 

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검출한다.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응용 목 을 이루기 해서 소형화 

되고 가격은 낮춰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치의 컴

퓨  자원도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력사용이나 

효율 인 라우  등 자원을 게 사용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를 효율 으로 운용

하기 해서 각각의 센서 노드의 치정보는 통신 경로

결정이나 장치 운용에 매우 요하다. 그러나 장치의 

치정보를 얻기 해 추가 으로 음  송수신기나 

GPS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센

서 네트워크의 재 흐름에 어 난다[1]. 

 재 사용되는 치정보 시스템의 요한 은 정

도와 정확도, 측정 규모, 비용 등이 있다. 치정보시스

템의 종류로는 GPS, Active Badges, Active Bats, 

MotionStar, RADAR 등이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모두 추가 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센서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치 정보를 질의 하는 이동성이 없는 다수의 센서 

노드와 이동성을 가지고 수시로 치를 변경하는 다수

의 센서 노드로 나 다. 여기서 기  센서노드의 에 지 

소모와 련된 내용과 수신 감도, 안테나 이득, 장애물 

감쇠 등은 고려하지 않고 센서노드의 송신출력만을 고

려하 다. 기  센서노드는 이동센서노드보다 컴퓨 자

원이 풍부한 장치로 가정한다. 한 치 측정방법으로

는 GPS에서 이용되는 삼각측량법을 사용하 다. 삼각측

량법을 이용하려면 세  이상의 거리가 필요한데 이것

을 송신신호강도 제어로 구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Chipcon사의 CC2420은 8단계로 송신신호강도를 제어

할 수 있다. 이동하지 않고 기 이 되는 센서노드는 1

단계의 송신신호강도부터 시작해 8단계의 송신신호 강

도로 높여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센서노드의 연결을 기

다린다. 연결 되면 센서의 송신신호 강도를 검하여 거

리로 환산한다. 즉 음 센서, 카메라, LAN NIC등의 

추가 인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센서노드의 송신출

력 강도로 치를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여기서는 치 추   측정이 유용하게 쓰이는 건물 

안을 응용모델로 하 다. 이것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의 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GPS에서 사용되는 물리

치가 아닌 상  치를 측정한다[2].

2장 련연구에서 삼각측량법과 MICAz의 CC2420 RF 

모듈에 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3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하여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치를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삼각측량법을 사용한

다. 한 삼각측량법을 사용하기 해    거리를 

구해야한다. 이것은 CC2420에서 로그래머블 송신출

력 제어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재 연구 인 센서노드

의 랫폼은 MICA2, MICA2DOT, MICAz, Telos, 

Telosb 등이 있다. 이 랫폼들에서 RF Transceiver 는 

부분 CC2420  그 이하 모델을 사용한다. CC2420 

RF 모듈은 사용자가 송신출력 제어를 통해 Radio 

Frequency 출력 범 를 변경할 수 있다. CC2420은 송

신출력 제어 단계를 8단계로 변경할 수 있는 모델이다.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2.1 삼각측량법

 2차원 평면상에서 이동하는 센서노드의 치를 측정하

기 해 최소 3개 이상의 기 이 필요하다. 이 기

은 이동하지 않은 센서 노드이다. 검은 인 Seed 

Node 가 기 이 된다. 3개의 기  범  안에 

Mobile Node는 이동하고 있는 센서 노드이다. 이 

Mobile Node를 실내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장비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가정한다. 세 기  범  안의 한 의 

치는 각 기 에서 범  안의 까지 거리를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림 1. 삼각측량>

d1: Seed node1과 Mobile node사이의 거리

d2: Seed node2과 Mobile node사이의 거리

d3: Seed node3과 Mobile node사이의 거리

<그림 1>에서 삼각측량법을 나타내었다. Seed node은 

이동성이 없는 고정된 치의 센서 노드이다. 이 Seed 

node가 송신신호 강도를 조 해 가며 이동하는 노드와 

통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을 기 으로 가정하고 이

동 센서의 치가 (x,y)라고 하자. 그리고 이동 센서로

부터 각 Seed node의 거리를 d1,d2,d3이라 하자. 이 거

리를 알면 기 으로부터 이동 센서의 좌표를 알 수 

있다. 다음 식 (1)은 이동노드와 고정노드의 거리를 구

한다.

d 1= (x-x 1)+(y-y 1)

d 2= (x-x 2)+(y-y 2)

d 3= (x-x 3)+(y-y 3)

           (1)

식 (1)에서 구해진 x,y 좌표는 Seed node1의 상 인 

좌표이다.

2.2 MICAz

MICAz는 TinyOS를 사용하는 센서 노드이다. TinyOS

는 이벤트 발생에 의한 상태 천이 방식을 채택한 State 

Machine 기반의 로그래  개념을 사용한 운 체제이

다[4].

 MICAz의 CC2420 RF 모듈은 2.4GHz 역의 주 수

를 사용하고 IEEE 802.15.4의 표 을 수하 다[4].  

<표1>[4]은 CC2420의 로그래머블 송신출력과 소비

력을 나타낸다.

<표1>

TXCTRL

register

Output Power 

[dBm]

Current 

Consumption[mA]

0xA0FF 0 17.4

0xA0FB -1 16.5

0xA0F7 -3 15.2

0xA0F3 -5 13.9

0xA0EF -7 12.5

0xA0EB -10 11.2

0xA0E7 -15 9.9

0xA0E3 -25 8.5

TXCTRL 지스터의 값을 변경하면 송신출력을 변경할 

수 있다. 직  지스터 값을 변경하는 것보다 TinyOS

에서 지원하는 기능인 CC2420ControlM의 

SetRFPower()함수를 이용한다. 

2.3 무선 특성

 IEEE802.15.4 표 은 넓은 범 의 송신 출력을 허용

하지만 장치는 -3dBm 송이 가능해야 한다. 한 수

신기는 -85dBm 정도의 입력 신호를 복호할 수 있어야 

함이 명시되어있다[5]. 본 논문에서 요한 것은 자유

공간에서 경로손실에 따른 송신기와 수신기의 거리이다. 

그러나 경로손실은 주 수 보다는 사용된 안테나 타입

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 하

을 경우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의 출력 비는 식  

(2)[6]와 같다.




 

 


             (2)

PR : 수신안테나의 와트출력, PT : 송신안테나의 와트출

력, GT : 송신안테나의 출력이득, GR : 수신안테나의 출

력이득, c : 속 , f : 주 수, d : 거리

3. 제안 시스템

3.1 기  센서노드의 동작

 각 기  센서노드로부터 이동센서노드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기 해서 각 기 노드와 이

동노드간의 질의를 수행한다. 이것은 간단한 응답신호로

서 이동센서노드가 송신범  내에 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기  센서노드가 수행하는 동작은 송

신출력을 한 단계씩 증가시키면서 이동 센서노드에게 

질의를 송신하는 것이다. 이동 센서노드가 최  송신출

력범  내에 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질의에 

응답을 보내게 된다. 질의는 단순히 응답하라는 메시지

이다. 그리고 송신출력을 미들웨어에 송한다. 미들웨

어는 치측정을 한 삼각측량연산을 수행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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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이동 센서노드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  센서노드

의 동작 순서도이다.

<그림2>

Counter : 1-8까지의 값을 가짐,

SetRFPower() : 송신출력을 변경하는 함수

이동 센서노드의 응답이 없을 경우 기  센서노드의 송

신출력을 한 단계 높인다. 여기서 타이머의 값은 임의의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타이머가 만료되었다면 응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센서노드의 송신출력을 한 

단계 높여 다시 질의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이 과정을 

RF 모듈이 지원하는 한계까지 반복한다. CC2420은 총 

8단계로 되어있다. 이동 센서노드는 수신세기강도를 측

정하고 기  센서노드는 송신세기강도를 측정한다. 각 

노드의 송수신세기 강도를 거리로 환산 후 더하면 거리

가 측정된다. <그림3>은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M1 dBm부터 M8 dBm 송신출력 세기와 거리는 정비례 

한다고 가정하 다.

<그림3>

기  센서노드의 송신출력 세기가 M5 dBm일 때 이동 

센서노드와 통신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각 노드간의 

거리는 Friis의 식[7](3)으로 구한다.

 










             (3)

d: 거리, c: 속도, f: 주 수, L: 송신신호 손실

를 들어 <그림3>에서 식 (3)을 이용할 경우 거리 d

는 


×××


×





  

이 된다. 이 과정을 

기  센서노드 2와3도 수행하여 이동 센서와의 거리를 

구한다. 여기서 기  센서노드의 좌표는 알고 있다고 가

정한다. 수신신호 세기(RSSI)는 100dB인 고정된 값으

로 가정하 다. 그 이유는 이동 센서노드는 보통 에 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컴퓨 자원

이 더 풍부한 기  센서노드가 계속되는 질의 메시지송

신을 해야 한다. 이동 센서노드는 각 기  센서노드의 

치를 물어보는 메시지에 응답만 하면 된다. <그림4>

와 같이 센서들을 구성한다. 

<그림4>

<그림4>처럼 구성된 상태에서 이동 센서노드의 치를 

측정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먼  기  센서노드(0,0)이 이동 센서노드를 찾는다.

2. 기  센서노드(100,0)이 이동 센서노드를 찾는다.

3. 기  센서노드(0,100)이 이동 센서노드를 찾는다.

4. 각 기  센서노드는 최  송신출력을 유지한다.

5. 기  센서노드(100,0)이 기  센서노드(0,0)에게 자

신이 측정한 송신 출력 값을 송한다.

6. 기  센서노드(0,100)이 기  센서노드(0,0)에게 자

신이 측정한 송신 출력 값을 송한다.

7. 기  센서노드(0,0)은 각 기  센서에서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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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질의 메시지를 싱크노드 는 미들웨어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 송한다.

8. 미들웨어는 삼각 측량법을 사용하여 치를 구한다.

※ 이동 센서의 응답이 없거나 3개 이상의 기  센서노

드의 응답이 있다고 가정하 고, 1개나 2개의 이동 센

서노드의 응답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5>는  시나리오의 시간 흐름도 이다.

<그림5>

<그림6>는 앞에서 언 하 던 기  센서노드의 질의 

메시지 구조이다. 치측정을 한 질의 메시지로서 각 

기  센서노드가 송한 값의  값을 Location 

Query 필드에 장한다. 어떤 기  센서노드에서 송

한 메시지인지 악하기 하여 Souce Addr 필드 값을 

사용한다. 이동 노드가 여러 개일 경우를 가정하여 

Mobile Node 필드도 사용한다. 각 기  센서노드는 센

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 질의 메시지를 

생성하여 기  센서노드(0,0)에 송한다. 이때 기  센

서노드(0,0)은 치측정 정보를 수집하는 동작과 상  

노드에게 치메시지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치

를 측정하라는 명령은 미들웨어에서 한다. 그러나 빈번

하게 이동 센서노드의 치를 측정하는 것은 에 지 자

원이 부족한 이동 센서노드의 에 지 소모를 유발한다.

<그림6>

3.2 구   실험

 각 센서노드에는 TinyOS의 코드가 내장 되게 된다. 

요한 구 부분은 기  센서노드의 동작 코드이다. 먼  

미들웨어에서 치측정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기  

센서노드는

CNT=1;

...

 event result_t Timer.fired() {

call SetRFPower(CNT++);

call SendMessage.Send(msg);

....

과 같은 타이머 코드를 가진다. 타이머가 만료되면 송신

출력을 높여 질의 메시지를 송신하게 된다. 이동 센서노

드가 송신출력 내에 치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함수

가 호출된다. 

event TOS_MsgPtr Radio.receive(TOS_MsgPtr Msg) 

{

if(Msg->MobileAddr == 1)

if(Msg->ACK == true)

call Timer.stop();

...

call SendMessage.Send(LocMsg);

...

RF 수신기로부터 수신 이벤트가 발생하여 수신한 메시

지를 조사한다. 먼  이동 센서노드의 번호를 확인한 후 

응답하 다면 타이머를 종료 시켜 이동 노드를 찾는 메

시지의 송신을 멈춘다. 그리고 기 노드는 치정보를 

가진 메시지를 미들웨어나 상  노드에 송한다. 

4. 결  론

 앞에서 보았던 센서 네트워크의 치를 측정하기 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방법들은 음  센서, 

카메라, LAN NIC등의 추가 인 비용을 지불해야했다. 

이처럼 센서 노드 자체만으로 치를 측정하는 것은 소

트웨어 인 방법으로, 추가 인 하드웨어 비용이 필요 

없는 방법으로 치 측정 방법은 RADAR 방식과 유사

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RF 모듈에서 송신출력을 제어

하는 부분이 필요했다. 한 CC2420 RF모듈은 송신출

력강도가 총 8단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컸다. 작지만 여

러 단계의 송신출력강도를 사용하여야 오차가 어든다. 

실제로 CC2420보다 상  모델인 CC2430은 송신출력

강도가 총 16단계로 보다 정 한 치측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송신출력을 이용한 상  치측정방법의 정

도는 RF 송수신 장치에 의존한다. 그 기 때문에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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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상  치측정의 정 도

를 높이는 것과 향후 에 지소모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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