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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관심 지역에 많은 에너지 자율적인 마이크로 센서들로 분포되어 구성된다. 각각

의 노드들은 에너지 공급에 제한을 가지며 싱크 노드와 통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발생 시킨다. 이러

한 네트워크에서의 기본 동작은 기지국(base station)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전송하는 것이다. 무선 센

서 네트워크의 응용분야 중에서 환경 감시를 위한 센서 노드의 유선 설비는 기반 시설이 수반 되어야 하

므로 설치가 어렵고 번거로우며 많은 비용이 들기에 설치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환경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현해 보았으며, 네트워크 구성에 사용된 센서 노드는 저비용, 저전력에 근거해 자체 제작한 로 

온도, 습도, 조도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베이스 노드와 호스트간은 시리얼 통신 

및 USB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서  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외부 환경의 감지와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을 수행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의 기술

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2,3].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최근 한정된 자원인 저비용과 저전력으로 이루어진 초소형 , 다 기

능 센서들이 부착된 센서 노드(Sensor Node)로 구성되며, 물리 공

간의 상태인 온도, 습도, 조도, 소리, 움직임 등과 같은 물리적 데이

터를 무선통신이 가능한 센서 노드에서 감지하고 측정하여 중앙의 

기본 노드(Base-Station 혹은 Sink node)로 전달하는 센서 노드로 

구성 되어진 네트워크를 말한다.  

센서 노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부분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부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라디오 부분,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전력 공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센서 

노드들은 애드혹(ad-hoc)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군 작전, 인명 구출, 지능형 홈 네트워크, 

물류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 매우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를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

려 되어야 하는 요소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 노드들 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성 있게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분야 중에서 환경 감시를 위한 센서 

노드의 유선 설비는 기반시설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설치가 어렵고  

 

번거로우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치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환경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 노드는 저비용, 

저전력에 근거해 자체 제작한 모듈이며 온도, 습도, 조도의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베이스 노드와 호스트 간은 시

리얼 통신 및 USB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센서노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 개발동향 및 응용분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작된 센서 노드에 대한 하드웨어 플랫폼과 

이를 이용해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4장에서는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무선 센서 노드가 서로 통신하는 모습인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에 대

하여 언급한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플랫폼 및 응용분야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도

록 한다.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의 배치 지역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물리적 크기, 안

정성, 신뢰성, 저전력 등의 요구사항이 대두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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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rossbow Mica Series 

미국 버클리 대학 Mote 시리즈는 미국 정부 및 관련 대학과 

기업의 노력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1999년 

처음으로 WeC라는 플랫폼이 개발되어 매년 Rene, Dot, Mica, 

Mica2, MicaZ 와 같은 센서 노드가 만들어져 왔다. 메인 보드에 

온도, 습도, 조도 센서 등과 같은 센서 보드를 스택 형식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프로세서로는 ATMEL 사의 Atmega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드별 가장 큰 차이는 RF 인터페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Mica 는 916MHz의 라디오 트랜시버를 사용한 

데 반해 Mica2는 433/868/915MHz의 다양한 무선 밴드를 

지원한다. 또 MicaZ 같은 경우 Mica2가 비슷하지만 RF 모듈을 

Chipcon 사의 CC2420을 사용하고 있다. 

 

2.2 Intel Mote(iMote) 

 인텔에서 개발한 Mote 시리즈로 ARM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한다. 강력한 32bit ARM7TDMI를 12MHz 의 

클럭을 동작시켜 기존 Mica Mote 보다 4배 정도 향상됨을 보이며 

메모리 용량도 증가되었다[4]. RF 모듈은 Zeevo 사의 2.4GHz 

밴드의 Bluetooth를 사용하여 최대 720kbps 의 전송률을 가져 

Zigbee의 250kbps 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2.3 Maxfor TIP 

  한국전자부품 연구원(KETI)에서 개발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TIP 3X 시리즈는 900MHz 대의 RF를 사용하여 

384Kbaud의 데이터률을 가지며 8bit MCU로 이루어져 있다. TIP 

5X 시리즈는 2.4GHz 대의 RF 를 사용하며 TIP50은 16bit RISC 

CPU로, TIP51은 Telos 에서 사용되는 MSP430 MCU를 

사용하였다.  

 

 

3. 센서 노드 제작 및 센서 네트워크 구성 

 

3.1 하드웨어 설계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센서 노드들은 대개 그림 1 과 

같이 Processor, Transceiver, Power Unit, Sensor 부분[5, 6]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비용, 저전력이 관건이다. 본 센서 노드들은 필드에 한번 

뿌려지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터리 소모가 다 

된다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러한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보다는 노드를 추가로 보충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조건에 비추어 센서 노드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프로세서는 ST사의 

STR71X 시리즈가 다양한 Power Saving 모드(SLOW, WAIT, 

LPWAIT, STOP, STANDBY)와 저전력 기능을 가졌으며, 센서 

네트워크의 제약 사항 중의 하나인 계산 처리능력에 있어서 

ARM7TDMI 기반으로 설계 되었기에, 본 논문에서 제작하는 센서 

노드의 프로세서로 적합하다 판단 되었으며, RF Transceiver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Chipcon 사의 CC2420을 사용하였다.  

프로세서와 RF 간의 인터페이스는 SPI 인터페이스로 설계 

되었으며, STR711FR2 내부의 ADC 블록을 이용하여 센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작된 모듈을 센서 

노드와 싱크노드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트와 정합할 

수 있는 Serial Port를 UART 프로토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설계 

되어진 센서 노드의 하드웨어 스펙은 표 1과 같으며, 그림 1은 

ST사의 STR711FR2로 구성한 센서 노드의 하드웨어 블록도이다. 

 

표 1 센서노드 하드웨어 스펙 

Item Description 

Mote Name SASA(ST ARM-7 Sensor node Assembly ) 

Processor ST STR711FR2 

Memory(KB) 256KB Program Flash 

RAM(KB) 64KB 

RF Module Chipcon CC2420, 2.4GHz 

Modulation O-QPSK 

Data Rate 250kbps 

Sensor 온도, 습도, 조도 

Interface Serial(UART) or USB 

Power 3.0V (typical) 

Range 20m (in line of sight) 

PCB Size 30mm x 30mm 

 

 

그림 1 센서 노드 블록도 

 

 

3.2 네트워크 구성 

 

여기서는 위에서 제작한 센서 노드를 기반으로 하나의 

네크워크를 구현해 본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환경 감시의 

기본인 센싱 부분 및 저전력 소모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등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 본 논문에서는 제작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각 센서 노드에서 싱크 노드 까지의 1홉 통신 수행에 네트워크 

구성 의의를 두며 실험 환경도 호스트에 정합된 싱크 노드가 하위 

센서 노드들과의 통신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하며 데이터를 취합하는 

단계까지로 제한한다. 싱크 노드와 센서 노드 간의 정상적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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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은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통신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다음은 구성된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이다.  

 

 Host : Personal Computer 

 Sink Node : 1EA 

 Sensor Node : 3EA (Node#1,Node#2, Node#3 ) 

 Host vs Sink Node Interface : UART(Serial Interface) 

 

 

그림2 IEEE 802.15.4 프레임 포맷 

 

센서 노드에서 보낸 IEEE802.15.4 패킷(그림 2)을 무선 통신을 

통해 싱크 노드가 수집하여 싱크 노드 내의 UART 포트를 통해 호

스트 서버 (현재 구현된 네트워크 상에서는 PC)가  취합하여 터미

널 창으로 디스플레이 해 준다 . 최종 목표는 각각의 센서 노드에 

연결된 온도, 습도, 조도 센서들이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싱크 노

드로 전달하며 최종 단인 호스트가 이를 취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

이나 본 논문에서 ST711FR2의 ADC를 이용한 센서들의 센싱 부분

은 결과물에서 제외되어 있다. 센싱을 하는 센서 노드와  센싱 된 

정보를 취합하는 싱크 노드를 하나의 동일 PCB로 제작하여, 동일

한 모듈로 센서 노드 및 싱크 노드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했

다(그림 3). 즉, 센서 노드 에서는 RS-232 Transceiver 인 

MAX3232 혹은 USB 컨넥터가 싱크 노드 에서는 센싱을 담당하는 

각종 센서들이 조립 시 제외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그림 3 제작된 하드웨어 플랫폼 

 

 

4. 실험 결과 

 

그림 4는 위에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간

의 통신 상태를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상태를 나

타내며, 터미널 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구성 내용은 다음  설명과 같

다.  

 
그림4 호스트(PC)에서 수집된 각 노드별 통신현황 

 

 System time : 싱크 노드가 Power On 되면서 동작하는 시간

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 

 Activated : 싱크 노드와 통신이 수행되는 센서 노드의 현재 

개수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그림 4 에서는 NODE-1 과 

NODE-2 만이 싱크 노드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NODE-1, NODE-2, NODE-3 : 각각의 센서 노드가  TX 한 

패킷의 시퀀스 번호(Sequence Number) 이다. 각각의 센서 

노드가 ON 되면 TX 하는 패킷의 시퀀스 번호는 0 ~ 255 까

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255 이후는 다시 0 부터 시작된다. 

(그림 4 에서 NODE-3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에 [X]라 표시되며, NODE-1은 시퀀스 번호가 17 이고 

NODE-2는 10 이다. 시퀀스 번호와 관련하여서는 IEEE 

802.15.4 의 프레임 포맷인 그림 2 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5 센서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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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5 가 싱크 노드와 센서 노드로 본 논문에서 구현, 실험한 

구성도이며 구성도 상의 Relay Node 구성은 생략한다. 즉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의 1 Hop 통신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계 

노드(Relay Node)는 RF Transceiver의 통신 거리상 제약 등으로 

인해 2 Hop 통신으로 구성할 시에 혹은 클러스터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에  그림 5 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센서 노드는 기본적으로 주변환경으로부터 각 환경에 대한 

환경정보를 노드에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하여 

수집하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각 센서 노드가 위치한 장소로부터 

근접한 중계노드로 정보를 전송한다. 중계 노드는 센서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환경정보 및 위치정보를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는 싱크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싱크 노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를 외부망과 

연결하는 기능과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 되어

짐에 따라 유한한 배터리 수명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으

며, 이는 저전력 센서 및 유연한 센서 노드들의 관리가 필수적인 기

술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

한 Power Saving Mode를 지원하며, 프로세싱 성능이 향상된 ARM 

core를 내장한 ST사의 ST711FR2를 이용, 센서 노드를 제작해 보

았으며 이를 이용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 통신의 구현을 실시해 보

았다.  

최근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MCU 및 RF 디바이스들

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더  원칩화, 저가격 추세에 있으며 이

에 따라 노드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

에 발맞추어 향후 보다 저비용, 저전력의 설계를 해야하며 이러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효율적 MAC 관리 프로토콜 등의 개

발로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추가 연구

[7,8, 9]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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