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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센서․신호처리 부문

센서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화생방 험 측 모델

NBC Hazard Prediction Model using Sensor Network Data

                            홍 세 훈*       권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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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cal area weather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element to estimate where the air-pollutant will flow. But 
the existing NBC hazard prediction model does not consider the local area weather information. So, in this paper, 
we present SN-HPM that uses the local area wether information to perform more accurate and reliable estimate, 
and embody it to program.

Keywords : Sensor Network-based NBC Hazard Prediction Model(SN-HPM), 험 측도, Hazard Prediction & Assessment 
Capability(HPAC), NBC, 화학풍통신문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1～3]는 유비쿼터스 구   국방정보화 

환경 구 을 한 기반 네트워크로써 재 감시정찰, 
물류, 교통, 농업, 산업자동화, 재해 리,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분야에서 NCW(Network Centric Warfare)를 

구축하기 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 

화생방 분야의 경우, 에 의한 화생방 공격은 짧은 

시간내 범 한 피해를 야기하고 아군의 투력을 제

한시키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상황 단과 정보공유  

응조치가 매우 요하다.
  한 화생방작  분야에 센서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

서 화생방작 에 한 장인식을 공유하고, 지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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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 템포를 증 시키는 효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 화생방 공격시 험지역 측[4～8]은 투원  

 이하 부 에서의 측으로부터 시작되어 

 부 의 NBC-1 보고와 공격지역의 기상정보들을 기

로 작성된다. 그러나 화생방작 에서 작성되는 험

측도(HPM : Hazard Prediction Model)는 공격지 에 

국한된 기상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험 측을 하는데 제한이 된다. 다시 말하면, 화학 작

용제 구름은 공격지 으로부터 확산되어 갈 때 국지

인 기변화에 따라 확산방향이 유동 일 수 있는

데, 재의 험 측 방법은 이러한 국지기상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험 측에 제한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들로부터 획득된 국지기상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오염

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시스템으

로 구 하 다.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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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HPAC는 기존의 험 측을 보다 향상시키고, 화

생방 상황의 측단계로부터 보고단계, HPM 작성  

단계를 자동화시킴으로서 지연을 최소화하고, 즉

각 인 응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

이다.
  HPM은 여러 형태(A-a, b형, B-a, b, c, d형)가 있는

데, 본 연구는 이  가장 표 인 형태인 A-b형을 

상으로 하 다.

2. 험 측 모델(HPM)

   HPM[4～8]은 작용제의 노출량에 따라 Fig. 1과 같

이 공격지역과 험지역으로 구분한다. 공격지역은  

화학공격을 받은 지역으로서 사용된 화학 작용제에 

의해 즉시 피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 오염지역

이며, 기체  에어라졸 상태의 기오염과 액체상태

의 지상오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A-a형】                   【A-b형】

Fig. 1. Area of HPM

  HPM 형태는 Table 1과 같이  화학 공격 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NBC-1, 2 보고의 ‘작
용제 종류’를 기 로 단한다. 세부 유형은 투발수단

과 풍속에 따라 다시 구분되며 험 측도의 공격지

역 반경과 험거리는 공격형태, 투발수단, 풍속, 기온

경도에 따라 결정된다.
  HPM은 2～3개 이상의 NBC-1 보고( 측자 최 보고)
와 이를 기 로 사(여)단  화생방반에서 작성하여 

하부 로 되는 NBC-2(평가제원 달보고)  작

지역의 기상제원이 포함된 화학풍통신문을 기 로 

작성한다. A형의 경우 공격지역의 크기가 반경 1km의 

원으로 고정되나, B형은 투발수단에 따라 공격지역 

반경을 결정한다.

Table 1. HPM types

구분

형태*
투발수단 풍속

공격지역 

반경**
험거리 측도 형태

A
형

a
포탄,

박격포탄,
다련장,
폭탄,

지상폭발

미사일

10km/hr
이하

1km이하
반경

10km

b 10km/hr
과

1km이하
10, 15, 30
50km***

B
형

a
포탄, 

소형폭탄

박격포탄

10km/hr
과

1km이하 10km

b
다련장, 

미사일, 폭탄, 
미지투발수단

1km 과,
2km이하

10km

c
항공기 살포

규모 

포병공격

∙원 2개 

(1km반경)
∙공격지역 : 

2km 과

10km

d

포탄, 
소형폭탄

박격포탄

10km/hr
이하

1km이하
반경

10km

다련장, 
미사일, 포탄, 
미지투발수단

1km 과,
2km이하

반경

10km

항공기 살포

규모 

포병공격

∙원 2개 

(1km반경)
∙공격지역 : 

2km 과

10km
반경

원2개 

결합

 *   공격 형태(작용제 종류) 미지(未知)시 A형 용

 **  공격지역 반경 산출간 투발수단 미지시 미사일 용

 *** A-b형 험거리는 작성제원 활용 단(기온경도 미지(未知)시 안정 용)

  험지역은 공격지역으로부터 아랫바람 방향으로 확

산된 기체  에어라졸 화학 작용제에 의하여 비-보
호된 인원의 피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 지역이

며, 험거리는 공격형태, 공격  험지역의 기상과 

지형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A-a형과 B형의 험거리

는 10km로 고정되나 A-b형의 경우는 투발수단과 기

온경도( 기안정도)에 따라 Table 2와 같이 험거리

가 달라진다
[4～8].

 
Table 2. A-b type HPM distance

투발수단
기온경도

체감 립 역

포탄, 소형폭탄, 박격포탄 10km 30km 50km
방사포, 미사일, 폭탄, 미지탄약 15km 30km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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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PM 분석

  재 HPM[4～8]은 NBC-1 보고의 화학공격제원을 기

로 작용제 종류를 지속  비-지속으로 구분하고, 투
발수단에서 공격지역 반경을 결정한 후 공격지 의 풍

향과 풍속, 기온경도를 통해 확산방향과 험거리를 

산출하여 험지역을 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작용제 구름의 진행방향 국지기상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기의 흐름 변화를 반 하지 못함으로

써 항상 동일한 측결과를 나타내는 문제 을 내포하

고 있으며, 기확산이론을 용하여 실제오염상황에 

근 하게 묘사할 수 있는 美 HPAC 모델의 측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실제 측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정확한 측은 련 부 들의 응에 제

한이 될 수 있는데, 화생방 응이 불필요한 부 의 

투력을 감소시킨다거나, 험 측 지역의 갑작스러

운 확 로 해당 부 가 시에 한 응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약 2km간격으로 국지 인 풍향을 알 수 있는 풍향

벡터를 고려할 때 HPM(A-b형)의 험거리가 15～
50km인 을 고려하면 공격지 으로부터 확산되는 작

용제 구름은 경우에 따라서는 Fig. 2와 같이 격한 

풍향변화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HPAC 모

델 한 공격지 에서의 기상정보만을 고려하고 국지

으로 발생되는 기상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이 발생된다.

Fig. 2. A-b type HPM

3. 센서네트워크-기반 험 측모델

  센서네트워크-기반 험 측모델(SN-HPM : Sensor 

Network based Hazard Prediction Model)은 센서들로부

터 획득된 기상정보를 기 로  HPM을 개선한 모델

로, A-b형과 HPAC 모델을 상으로 한다. SN-HPM의 

A-b형은 Fig. 3과 같이 공격지 으로부터 진행방향의 

풍향정보를 획득하여 그 정보들로부터 풍향 보정값(풍
향차)을 구한 후, 그 값에 따라 HPM을 좌․우측으로 

보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SN-HPAC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용제 구름의 

진행방향 풍향정보를 반 하여 Fig. 4와 같은 모양으

로 수정한다. SN-HPAC 모델은 먼  타원방정식을 이

용하여 기존 측결과에서의 외곽 을 구한 후, A-b형 

보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풍향변화의 크기에 따라 

구역별로 험지역을 보정해 주는 방법을 용하 다. 
SN-HPM  SN-HPAC 세부 차  알고리즘은 아래

와 같다. 그림에서 선  청색선은 기존 HPM  

HPAC 측도를 나타내며 화살표는 해당지역의 풍향

을 그리고 색  노란색은 본 연구결과의 측도를 

나타낸다.

Fig. 3. A-b type SN-HPM

Fig. 4. SN-H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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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N-HPM A-b형 험 측 보정

  SN-HPM의 A-b형 보정 차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 알고리즘은 Fig. 5와 같다.

1. 공격지  좌표(A0) 선정

2. 공격지역 선정(A0 심의 반경 1km 원)
3. 기온경도에 따른 험거리 결정(15～50km)
4. 확산방향으로의 진행 노드좌표 선정(A1～A4)
5. 공격지역과 좌․우 외곽선의 좌표 계산(HPM)

(공격지  좌표로부터 윗바람 지역으로 2km 지 에 

N0좌표를 선정한 후, cos30°을 용)
6. 이동방향 결정

7. 진행노드 좌표의 풍향에 따라 한쪽 방향의 외곽  

계산(진행노드 좌표간 풍향차를 구한 후, 구간별로 

보정)
8. 다른 한쪽 방향의 외곽  계산(보정 ․후의 좌표

변화 크기만큼을 다른 한쪽 방향에 용)
9. 모든 외곽  연결(SN-HPM)

Fig. 5. A-b type SN-HPM algorithm

나. SN-HPAC 험 측 보정

  SN-HPAC도 A-b형 보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정을 

한다. HPAC 모델의 경우, 측형태가 기상과 지형조

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b형과 같이 일정하게 정형화된 보정은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HPAC 모델의 가장 일반 인 측

형태로 타원형을 가정하여 타원형 측모형이 국지 

기상에 따라 A-b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정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데 을 두었다. SN-HPAC 모델의 보

정은 크게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며, 이에 한 

알고리즘은 Fig. 6과 같다.

1. HPAC 측모델에 따른 타원방정식 결정

2. 타원의 좌․우 외곽노드 좌표 계산(HPAC)
3. 구간별 노드간 풍향차()에 따른 외곽노드 보정

4. 곡률을 용하여 보정된 외곽좌표 연결 

(SN-HPAC)

Fig. 6. SN-HPA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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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결과

가. 구  

  SN-HPM 시스템은 Visual C++로 구 하 으며, 구

화면은 Fig. 7과 같다. 먼  A-b형의 입력정보는 

기본정보(공격지 , 풍속, 오염농도, 기온경도)와 기

상정보(풍향)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격지 , 
오염농도, 풍속  풍향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획

득되는 정보이며, 기온경도는 화학풍통신문에 의해 

주기 으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정보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기상정보  부 에 된 화

학풍통신문에 의해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가 실시간 

획득되며, 각 노드에서의 풍향변화는 1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획득된 기상정보 값을 사용하

다.

Fig. 7. SN-HPM program

나. 실험 결과

  실험은 Table 3과 같이 18가지의 환경을 선정하여 

각각의 성능구 이 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하

다. 실험은 크게 풍향에 따른 험 측 보정  풍속

에 따른 험 측 형태 구 으로 구분될 수 있다. A-b
형의 경우는 실험 1～16에 해당하고, HPAC 모델의 

경우는 실험 17～18에 해당한다. 실험 1～4는 기온경

도를 안정으로 하고, 기타정보들은 임의 값을 갖게 

한 후 풍향을 4가지 형태(무변화, 완만, 격, 불규칙)
로 변화시키는 이다. 실험 5～8, 9～12도 마찬가지

로 기온경도만을 각각 립, 불안정으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검하는 이다. 실험 13은 풍속이 10km/h
보다 작아질 경우 A-a형 측도가 그려지는 지를 

검하는 사례로 기온경도, 풍향, 오염농도 등의 기타 

값들은 임의로 입력한다. 실험 14는 오염농도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험 측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확

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실험 15는 풍향변화에 따

른 HPAC 모델의 험 측 형태 보정을 확인하는 것

이다.

Table 3. Test case and data

Case 기온경도
풍향

(도, °)

풍 속

(km/h)

오염농도

(ppm)

공격

지

1

안  정

무변화

random
(1 이상) random

(1 이상) random

2 완  만

3   격

4 불규칙

5

  립

무변화

6 완  만

7   격

8 불규칙

9

불안정

무변화

10 완  만

11   격

12 불규칙

13 random random 10 미만

14 random random random 0 -

15

random

무변화

random random random
16 완  만

17   격

18 불규칙

  의 18개 실험에 한 주요 실험별 데이터는 Table 
4와 같으며, 실험 결과는 Fig. 8～13과 같다. 도식에서 

란선의 측도는 기존 HPM와 HPAC를 나타내며 

색의 측도가 본 연구의 SN-HPM  SN-HPAC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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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case and input variable

Case 기온경도 풍향(4개 지 ) 풍속 오염농도

2 안정 0. 10. 20. 30 13 2

4 안정 10. 30. -20. 40 12 2

6 립 5, -10, -20, -30 18 2

8 립 0. -20. 40. 10 14 2

17 안정 20. 35. 45. 65 8 0

18 불안정 20. -10. 20. 0 8 5

Fig. 8. Test results of case #2

Fig. 9. Test results of case #4

Fig. 10. Test results of case #6

Fig. 11. Test results of case #8

Fig. 12. Test results of cas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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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st results of case #18

5. 결 론

  의 화생방 공격시 험지역을 측하는 재의 방

식은 공격지역의 기상정보만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서는 작용제 구름이 확산되는 도 에 심한 기상변화를 

겪어 진행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

확하고 신뢰할만한 험 측을 하기 해서는 작용제 

구름이 확산되는 방향의 국지기상 정보가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SN-HPM/HPAC는 센서노드로부터 획

득된 국지기상 정보들을 기 로 재의 험 측을 보

정하는 모델이다.

  SN-HPM/HPAC는 센서를 통해 화생방상황을 직  

감지하고, 국지기상 정보에 기 하여 오염물질의 진행

방향을 측함으로서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험 측도 작성까지의  단계를 센서네트워

크를 통해 자동화시킴으로서 즉각 인 응을 가능하

게 한다.
  한 재의 화생방작 이 이하 부 의 측 

 보고로부터 시작되는 실시간 작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센서네트워크를 통한 험 측은 투부

들 간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실시간 작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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