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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 무선 센서네트워크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선 센서네트.
워크에 관련한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기술 센싱된 정보를 가공하여 전송하는 기술 그리고 전송, ,
된 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 또한 센서네트워크의 한정된 전력[1].
공급과 같은 환경에 의해 저전력 관련 기술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센서네트워크 관련 응용에서 어. ,
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사용 환경에 맞는 센서의 선정이다 센서네트워크의 특성.
에 따라 센서네트워크 노드는 한정된 전원공급과 크기에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한 센서들은 센서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또한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 및 무선 네트.
워크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 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 모니터링 등 mission

환경의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사용자들은 센서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원한다 일반적critical .
으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센서를 이용한 센싱 정보의 상호 보완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2].
본 연구에서는 무선 센세네트워크상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센서

네트워크 노드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서 발생된 특정 이벤트에 따라 취득된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속의 무선 센

서네트워크을 통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센서네트워크에서 취득된 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인WiSN(Wireless image Sensor Network) WiSN
기반 화재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최근의 무선 센서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영상 취득 장치의 소형화 및 저 전력화에 따라 영상정보를 기반한 여

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 는 영상 정보를 통한 및. Stanford University WiSNAP[3] event detection node
을 목적으로 하며 에서는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localization UCLA[4] object detection .

러나 취득된 영상정보를 무선 센서네트워크 상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전송하는 에 관련된 연reliable transport
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기존의 와 와 같은 무선 센서네트워크 상의 에. PSFQ[5] RMST[7] reliable transport protocol
관한 연구에서는 발생된 데이터를 최소의 재전송으로 특정 노드에 전송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법들에서.
사용한 방법은 취득된 영상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에는 의 문제점multi-path multiple data transmission overhead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전송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드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센서로부터 취득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상황을

분석한다 분석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카메라 모듈의 구동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주변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지. .
않은 일반 센서네트워크노드 로 부터 전송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탑재된 카메라 모듈을 구동한다 카(trigger node) .
메라 모듈로부터 취득된 정보는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된다 일반적인 센서네트워크.
에서 취득된 정보는 센서로부터 얻어진 온도 습도 조도 움직임 등과 같이 수 의 아주 작은 양의 크기를 갖는, , ,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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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반적인 센싱 정보와 달리 취득된 영상정보는 작은 영상크기 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사이즈. (QVGA)
를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의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한번에 발생되는 정보의 양이 너무 크(20KByte) .

므로 발생된 영상정보의 내용을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카메라 센서로부터 얻어진 영상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상에 대한 와 영상정보 자체의 로 구분meta data image data

된다 는 영상의 일련번호 영상데이터의 크기 영상 정보의 개수 등의 정보를. Meta data , , fragment size, fragment
가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분할되어 전송된 영상 정보를 재 조합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
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 또는 변경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전송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방식을 이용meta data end-to-end reliable transfer
하여 전송한다 영상정보 자체의 는 에 비하여 시간 및 정보 손실에 대하여 비교적 제약조건. image data meta data
이 적으므로 최대한의 전송효과를 위하여 방식의 전송을 사용한다best-effort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송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의 를 간격으로 배치하고 노드로WiSN 5 node 3m
부터 전송되는 이미지 전송시간을 이용하였다 성능분석의 대조군은 각 노드와 노드 사이의 통신에. sink

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였으며 각 실험은 회 수행되었고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end-to-end flow control 30 .
실험 결과는 노드와의 거리가 인 경우 두 방식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sink 1

와 비교하여 전송 프로토콜이 낮은 전송 시간 증가율 보였다end-to-end WiSN .
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네트워크 응용에서 센서 및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서 발WiSN

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 신뢰성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을 이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WiSN
시스템은 다수의 일반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드 영상정보를 취득하는 카메라 모듈을 내장한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
드 및 취득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드에 장착된 온도센서를 기반으로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을 이용한 화재 감시 시스. WiSN
템은 온도 감지 센서가 장착된 개의 일반 무선 센서네트워크노드 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무선 센서네트15 , 4
워크 노드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노드는 자신의 센서로부터 주기적인 온도변화를 센싱하, .
여 화재 발생의 상황을 인지한다 화재 발생을 감지한 노드는 자신의 상황을 확인 가능한 카메라 노드에 영상 캡쳐.
트리거 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상정보 캡처를 명령한다 또한 화재발생 상황을 전송 받은 모니터링(Capture request) .
서버는 화재 상황 주변의 카메라 센서네트워크 노드에게 영상 캡쳐 트리거 메시지를 전송하여 영상 정보를 요청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의 초소형 무선 센서네트워크 노드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센싱 정보의 손실 및 변질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WiSN
하였다 또한 저속의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취득된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에 전송하는. ad hoc sink node

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영상정보 기반의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상황WiSN transport protocol
모니터링 및 중요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응용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프. MAC
로토콜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최적의 영상 정보 전송을 위한 각 의 특성 분석 및 응용 등의 연구가 필요하laye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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