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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개발되어 왔던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외부 환경적인 영향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  

중심적으로 설계 및 구현되어 왔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센서 네트워크를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실내보다 실외 환경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소형, 저전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가 배치되는 지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지리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적용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환경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시 고려되는 핵심 영향요소 

중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시뮬레이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 환

경에 센서 네트워크 구축 시 효율적으로 센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앞에서 분석한 지형 정보를 고려하여 

센서 탐지 영역 감소율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모듈을 설계한다.

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한정된 자원에서 소형, 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H/W  S/W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말한다. 재 센서 네트워크는 기존 유선 센서 네트워

크를 체하는 수 으로 인간이 근하기 어려운 지역

에서의 동 ·자율  네트워크를 실 하기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로는 군 작   감시 정찰, 
인명 구출, 재난 리, 지능형 홈 네트워크 등에서 매우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시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목 에 따라 크게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으로 나 어질 수 있다.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실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할 경우 장애물에 따른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실외의 환경에서는 장애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인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효율 으로 실외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시뮬 이션을 하기 해서는 외부 환경 요소가 용되

어야만 한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시뮬 이터는 환경 인 
고려요소에 따른 센서 성능의 감소, 패킷 지연  손실, 
센서 노드간의 연결성 감소 등 외부 환경에 센서 네트

워크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해서는 배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외에 센서 네트워크를 배

치할 경우 센서 노드에게 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형 환경을 분석하 다 이 분석 결

과를 통해 센서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시뮬 이터 모듈을 설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에서는 련 연구, 3 에서는 

지형 환경이 고려된 시뮬 이터 모듈 설계 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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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려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뮬 이터 모듈을 
설계한다. 끝으로 4 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해서 논하도록 한다.

2. 련 연구

  2.1 NS-2 (Network Simulator version 2) 
  NS-2[2] 는 네트워크 시뮬 이터로 NS-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NS-1은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의 네트워크 연구그룹이 UC 
Berkeley에서 개발한 REAL 네트워크 시뮬 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NS-1은 확장 tcl(Tool Command 
Language)을 시뮬 이션 기술 언어로 사용하며, 수행

하고자 하는 시뮬 이션은 tcl 로그램으로써 정의된다.  
tcl 신에 MIT에 의해 개발된 otcl(Object tcl)을 사용

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도록 NS-1을 개선한 것이 

NS-2이다. NS-2는 기존 NS-1과 완 한 역방향 호환

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NS-2는 TCP, 라우  

로토콜, 멀티캐스트 로토콜, RTP(Real Time 
Protocol), SRM (Scalable Reliable Multicast) 등 다양한 

인터넷 로토콜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에 

한 여러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재 리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시뮬 이션 도구이다.

  2.2 J-sim(JavaSim)
   J-SIM[3] 은 자바 기반인 시뮬 이션 언어이고   웹

기반 시뮬 이션 모델로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애니메

이션 환경을 로그래  할 수 있는 기능과 컴포 트 
기반의 기술들을 제공한다. 자바의 컴포 트 기반 기술

들을 이용함으로써 컴포 트들을 조합하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로그램 기능이 있으며, 컴포 트들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여 설계되었다. 이것은 비주얼한 

개발 툴 환경에서 조합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다. 
J-SIM에서 시뮬 이션 모델들은 이벤트 패키지 는 

로세스 패키지 둘 다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객체의 활동  기능을 담은 컴포 트들의 

집합이다. J-SIM은 개체들의 기 행렬을 보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래픽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 값을   장하기 

해 자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J-SIM 시뮬 이

션의 목 은 시스템을 시뮬 이션 모델링   하는데 

유연하고, 어떠한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 인 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웹상에서 시뮬 이션 모델

들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그래픽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J-SIM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이고 웹에서 자유롭게 소스를 이용할 수 있다. 

2.3 SENS(Sensor, Environment and Network Simulator)
  SENS[4] 는 C++를 기반으로 개발된 시뮬 이터로써  

Application Components, Network Components, 
Physical Components, Environment Component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소는 독립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랫폼이 추가되

더라도 쉽게 시뮬 이터에 추가할 수 있다.  
Environment Component에서는 실제 외부환경에서 센

서 네트워크 구성 시 장애가 되는 요소를 변조된 

와 소리, 라디오에 의하여 감지 할 수 있다. 콘크리

트, 보도, 벽 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음 와 라디오의 

신호의 감소 는 지연을 기 으로 장애물을 단한다. 

3. 시뮬 이터 모듈 설계

  지리  요소를 고려한 시뮬 이터 모듈을 설계하기 

해서는 먼  외부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시뮬 이터 설계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분석한다. 

[그림 1] 고려사항 분석 과정

3.1 모듈 설계 시 고려 사항

  본 논문에서 설계하는 모듈의 가장 핵심 인 요소는 
센서와 지형간의 계라 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시뮬 이터 모듈을 설계하기 앞서 먼  센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과 지리  요소가 센서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여야 한다. 다양한 센서 노드들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음향, 진동, 자기, 외선 센서만을 분석

하 으며,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센서들을 

외부 환경에 배치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센서 성능에 변화를  수 있는 센서의 특징[5]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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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종류 특 징

음향 센서
- 가시선에 향을 받지 않음

- 소리를 감지하여 정보 제공

진동 센서
- 음  확산에 유효

- 지상 진동을 감지하여 정보 제공

자기 센서
- 탐지 상과 센서가 가시선 상에   

   있어야 한다. 

외선 센서
- 가시선 상의 물체의 외선을 

  흡수하여 열작용을 통해 탐지

[표 1]  센서의 종류  특징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음향 센서는 가시선에 

향을 받지 않지만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외부 환경에 음향 센

서를 배치 할 경우 지역의 소음에 따라 센서의 성능에 
변화가 생긴다. 진동센서는 지상 진동을 감지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때문에 센서를 배치할 지질의 특징에 
따라 센서의 성능에 변화가 생긴다. 가시선 상에서 

물체를 탐지하는 자기 센서와 외선 센서는 지형의 

높이에 따라 센서의 성능에 변화가 생긴다. 다음  

표 2는 지리  요소가 센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지리  

요소
특 징 센서 향 요소

높이

 지형의 기복이 심

하여 평지와 동일

한 도로 센서필

드를 구성할 경우 

통신  탐지 장애

가 있을 수 있음

가시선 방해

센서 배치 방해

통신  탐지 방해

지형

 센서 필드를 구성

할 지형의 특징에 

따라 센서의 성능 

변화

도심/산악/강가

센서 성능 하

지질

 센서 필드를 구성

할 지질에 따라 센

서의 성능 변화

아스팔트/하천/강가

센서 성능 하

[표 2] 지리  요소가 센서에 미치는 향 

  표 2는 센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요소가 센서에 미치는 향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지형 정보를 고려한 센서 네트워크 시뮬 이터 

모듈을 설계할 경우에는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센서와 지형간의 향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2 Geographical Module 설계 

  최근 외부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

아지면서 환경 인 요소를 고려한 시뮬 이터가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인 요소가 센서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 인 요소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련연구에서 언 한 SENS 시뮬 이터가 

환경 컴포 트를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고려요소를  

반 한 센서의 성능 감소에 한 기능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설계 하는 시뮬 이터 모듈은   

외부 환경에 센서네트워크 구축 시 지형 인 요소가 

센서에 미치는 향을 용하여 센서 탐지 역에 한 
감소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뮬 이터 모듈의 구조 이다. 

[그림 2] Geographical Module의 구조

3.2.1 Environment Coordinate
 Environment Coordinate는 센서의 종류(Type), 지형의 

유형(Terrain), 센서를 배치할 치 값(Location)을 시뮬

이터로부터 송받아 이것을 Change Controller에게 

달한다. 다음 표 3는 Environment Coordinate의 

라미터 값을 정리한 것이다.

Parameter 설명

Terrain 지형의 유형을 나타내는 값

Type 센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값

Location 센서를 배치할 치를 나타내는 값

[표 3] Environment Coordinate의 라미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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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hange Controller
  Environment Coordinate로부터 달 받은 센서 종류 

데이터를 통하여 Change Controller는 Environment 
Repository에게 센서 종류에 해당하는 센서 탐지 역

의 감소치 값을 요청한다. 이 게 요청된 감소치는 

Change Controller에서 지형의 유형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센서를 배치할 치 값을 다시 시뮬 이터에게 
달한다. 표 4는 Change Controller의 동작 과정을  

슈도 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Pseudocode : Environment Coordinate

Input : A : Terrain

       B : Type

       C  : Location

Output : Reduction rate of Sensing Coverage(DSC)
        : Location 

 Check Type 

   request data from Environment Repository

    check Terrain & Select Case A

    

     case1: mount=Elevation*w+Soil*w+Noise

     case2: City=Elevation*w+Noise*w+Soil

     case3: Riverside=Elevation+Noise+Soil*w

    

     End Select

     apply RSC & Location then Return Simulator

  End   

/* w = weight */

[표 4] Change Controller 의 동작과정

3.2.3 Environment Repository
  지리  요소에 따른 센서 탐지 역의 감소치 값이 

장되어 있으며,   Change Controller에서 요청된 

라미터 값에 해당 되는 감소치 값을 송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표 5은 Environment Repository
의 라미터 값을 정리한 것이다. 

Parameter  설 명

Elevation 지형의 높이 값 (장애물 포함)

Noise
지형의 유형에 따른 

소음도를 나타내는 수치

Soil 지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표 5 ] Environment Repository 라미터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라미터 값은 

Elevation, Noise, Soil로 3가지로 나타냈으며 이것은 

지리  요소에 따른 센서 탐지 역의 감소치 값을 

구할 수 있는 최소 기 이 된다. 한 그림 3과 같이 
라미터 값은 지형의 유형에  따라 가 치가 각각 

다르게 용된다. 이것은 지형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으로 산악의 지형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에 따른 센서 탐지율의 감소치는 

낮게 나타나지만 높이에 따른 감소치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 라미터에 한 가 치는 Change 
Controller에서 센서 탐지 역의 감소치를 용할 때 
사용된다. 

[그림 3] 지형 유형에 따른 가 치

4. 결론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외부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시 
작용할 수 있는 지리  요소에 따른 센서 탐지 역의 

감소치 값을 용할 수 있는 시뮬 이터 모듈의 설계를 

제시하 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에서 실제 외부 환경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 시 센서 탐지 역의 감소를 분석

하여 효율 인 센서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지형 정보를 고려한 시뮬 이터 모듈을 실제 

용할 수 있는 시뮬 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뮬 이터를 개발하기 해서는 지리  요소에 따른 

각 종류별 센서 탐지 역의 감소치 값을 정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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