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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확산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한정된 전원으로 동작하는 특성에 따라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지에서 에너지를

무선으로 공급하는 자기유지 지원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에너지전송을 통해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에 에너지를 전송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따라 에너지 수신의 결과를

측정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테스트베드는 Powercast사의 915MHz 대역에서 3W EIRP

(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에너지 송신장치, RF (Radio Frequency) 에너지 획득 모듈

그리고 TI사의 CC2530기반의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수신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LabView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구현된 테스트베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RF를 기반의 무선에너지전송을 통한 자기유지(Self-sustainable) 시스템의 전원공급 상태를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과제번호. 10033869).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서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은 하드웨어, 통신 프로토

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와 같은 한정된 전원으로 구동하는 환

경에서 실제 시스템을 위하여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시스템 구성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

템의 자기 유지성 (Self-sustain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진동 및 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및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4]. 그러나 건물구조물

내부와 같이 배터리 교환에 아주 많은 비용이 소요

되는 환경과 광원, 진동 및 열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

야에서는 무선 에너지 전송 방법이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5]. 본 논문은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

템의 지속적인 사용에 필요한 전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에 RF (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

하는 환경에서 다중노드의 환경을 고려하여 효율적

으로 전원 공급 및 수급을 테스트 하기위한 테스트

베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테스트베드

는 RF를 이용한 전원 공급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에 연결된 무선센서노드, 다수의 전원공급을 받아

동작하는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 그리고 공급 및 수

급되는 전력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원공급 장치는 RF뿐만 아니라 광원, 인덕션과

같이 다양한 무선전력전송의 방법을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베드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노드의

수급되는 전력 상태 및 노드 시스템의 실시간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현재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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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전원 수급 및 소비 상황이 모니터링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915MHz대역의 3W EIRP

(Equivalent Isotropic Radiated Power) 에너지 송신

장치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

하여 다중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들을 위한 전원 공

급 상황을 테스트 하였다. 이러한 테스트베드는 자

기유지 시스템의 전원 공급 및 수급에 따른 MAC

및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전

원 수급 상태를 제시함으로서 통신 프로토콜의 검증

에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2. 본  론

2.1 센서네트워크 전원 공급 테스트베드 구성
RF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에너지를 공급 받아 동

작하는 자기유지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테스트

베드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도너

(energy donor), 에너지 도너의 출력을 제어하는 마

스터 노드(master node), 전송된 에너지를 수급하여

동작하는 슬레이브 노드(slave node) 그리고 송신

및 수신되는 에너지의 양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RF기반의 무선 전력전송을 이용한 무선센서네트워

크 시스템의 전원 공급 테스트베드의 구성을 나타낸

다.

[그림 1] 무선전력전송 기반 전원공급 테스트베드 구성

에너지 도너는 915MHz대역의 3W EIRP 규격의

Powercast사의 TX91501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6].

에너지 도너의 출력은 마스터노드를 통해 제어된다.

마스터노드는 슬레이브 노드와의 2.4GHz 무선 통신

을 통하여 노드에너지 상태 및 wake-up주기 등을

수집하여 네트워크 내의 시스템 에너지 상태를 판단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도너의 출력과 ON/OFF를

제어한다. 다음의 그림 2는 에너지 도너와 TI사의

CC2530을 이용하여 제작된 마스터노드를 나타낸다.

[그림 2] 에너지 도너와 마스터노드

또한 마스터노드는 네트워크 내의 2.4GHz의 무선

데이터를 수신 상태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한

다.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획득된 무선통신 상태와

슬레이브 노드의 전원 상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송신, 수급 및 소비 상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슬레이브 노드는 Powercast사의 P2110

Powerharvester Receiver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신장

치를 구성하였다. P2110에서 획득된 에너지는 10mF

용량의 수퍼커패시터에 저장되며 수퍼커패시터의 전

압이 1.25V 보다 높아진 경우 P2110은 무선센서노

드에 3.3V의 시스템 전원을 공급한다. 이후 커패시

터의 전압이 1.05V보다 낮아진 경우 전원 출력을 중

단한다. 다음 그림 3은 2.4GHz 통신모듈과 에너지

수신 모듈로 구성된 슬레이브 노드를 나타낸다.

[그림 3] 슬레이브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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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력전송 기반 자기유지 지원 무선센서네트

워크 시스템의 전력전송 및 통신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베드는 RF로 전송되어진 저밀도의 에너

지를 이용하는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용 및

무선통신에 대한 실시간 전력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노드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소비

전력 및 통신 상황에서 노드가 소비하는 전력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초 저전력으로

동작해야하는 노드 및 통신 프로토콜을 위한 실질적

검증 방법을 제공한다. 통신 프로토콜의 경우 저밀

도의 획득된 에너지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현재 노드의 전력 수급

에 맞추어 올바르게 동작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도너의 출력을 조절하여 슬레이브 노드

의 전원 상태에 기반한 최적 에너지 공급 알고리즘

과 같은 기능 검증에 사용 될 수 있다. 그림 4는 에

너지 도너와 슬레이브 노드를 거리별로 배치하고 거

리별 노드의 에너지 수급 상태, 동작상황 그리고 통

신 프로토콜의 동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테스트베

드이다.

[그림 4] 무선에너지 전송기반 테스트베드

2.2. 모니터링 시스템
무선에너지 전송기반 테스트베드의 모니터링 시

스템은 무선센서네트워크의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장치와 각 노드의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링 하

는 장치로 구성된다. 무선센서네트워크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장치는 원격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노드들의 데이터 전송 주기를 모니터링 하여 에너지

공급 상황에 따른 adaptive duty-cycle과 같은 알고

리즘을 테스트 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시간과

함께 저장하여 실험 후 결과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 네트워크 통신 모니터링

슬레이브 노드에서는 에너지 도너로부터 획득하

는 에너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Ethernet

기반의 DAQ(Data AcQuisition) 디바이스를 통해 전

원전압과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을 모든 슬레이브 노

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원격에서 에

너지를 공급받는 센서네트워크 노드들의 전원 상태

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외부 ADC 장치를 이용하

여 전원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장치는 낮은 밀

도의 에너지를 공급 받아 동작하는 노드에서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사

용되는 ADC의 에너지 소비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테스트베드 내의 슬레이브 노드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위해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16bit

해상도의 채널당 100k sample/s 샘플링 속도를 갖는

NI(National Instruments)사의 NI9215 모듈을 탑재

한 Ethernet 기반의 ENET-9215 DAQ를 채용하였

다. Ethernet 기반의 슬레이브 노드 에너지 모니터

링을 통하여 테스트베드 내에서 배치되는 노드의 위

치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검증 작업의 진행이 가

능하다. 그림 6은 ENET-9215 DAQ 디바이스를 슬

레이브 노드의 에너지 획득 모듈에 장착된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셋업된 장치이다.

[그림 6] 슬레이브 노드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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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기반 자기유지 지원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

의 전원 분석장치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에너지를 공급받는

슬레이브 노드의 에너지 저장 상태 및 시스템 전원

공급 여부를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시간별 에너지의 변화상태를 분석하기 위

하여 가변적인 가로 시간축 길이 설정이 가능하며

약 240초까지의 시스템의 변화 상태를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단위 시간별 전압상승

정도를 환산하여 수신되는 무선 전력의 세기를 추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시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

에너지 수신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프로토콜 검증

을 위한 네트워크 상태는 UART기반의 시리얼 통신

을 통하여 마스터노드로부터 수신하여 확인하며 슬

레이브 노드의 전원 상태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에너

지 상태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림 7과 8은 LabView를 운용하기 위한

National Instrument사의 PXI Platform과 구현된 시

스템 분석용 LabView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그림 7] 자기유지 지원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장치

[그림 8] 노드 전원 상태 모니터링 툴

그림 9에서 나타낸 저밀도의 에너지원으로 동작

하는 자기유지 지원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를 위한

소비 전력 분석 시스템은 무선센서노드 시스템의 전

력 소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자기유지 시스템의 무선 전력 공급 용량 및 에너지

저장용량, 시스템 설치 반경 등을 설계하고 결정하

는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소비 전

력 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다.

[그림 9] 센서네트워크 노드 소비 전력 분석 시스템

전력 분석 시스템은 National Instrument사의

PXI 플랫폼과 PXI-4071 디지털 멀티미터 모듈을 통

하여 약 10ms 이내에서 벌어지는 순간적인 전류의

소모패턴을 약 100k sample/s의 샘플링 속도로 분석

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노드가 데이터 송

수신 및 센서를 통한 환경정보 수집에 필요한 전력

을 측정한다. 그림 10은 전력분석 시스템의 구성과

실제 노드에서의 소모전류 데이터 패턴을 측정한 결

과 그래프이다.

[그림 10] 센서 네트워크 노드 소비 전력 분석 소프트웨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소비 전력 분석 소프트웨

어는 노드가 sleep mode에서 깨어나서 초기화되고

특정 연산을 거친 후 자신의 데이터를 송신하고 특

정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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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F를 이용한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송하여 구동되는 자기유지 지원 무선센서네트워크

를 위한 전원 공급 및 노드 운영에 대한 테스트베드

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테스트베드는 서로

다른 거리에서 RF를 이용하여 전송된 에너지를 이

용하는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의 에너지 수급 및 소

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므로 서 다양한 형태의

센서노드 운영 및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무선 전력전

송을 활용하여 다수의 노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필

요한 전원 공급 알고리즘 및 통신 프로토콜의 검증

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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