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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ONS(Hybrid Open Networking Stack) 는 다양한 무선 센서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IEEE 802.15.4 표준의 Open 패킷 구조를 정의하여, 다양한 센서를 저전력 멀티-홉 네트워크

로 구성할 수 있다. HONS 네트워크는 라우터와 무선 센서로 구성된다. 라우터는 전원을 사용하여 멀티-

홉 네트워크의 기본 백본을 형성하며, 무선 센서는 배터리로 저전력 동작을 하여, 라우터가 구성하는 멀티

-홉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1. 서  론

  무선센서의 멀티-홉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서는 

력의 네트워크 스택이 필수 요소이다. 특히 야외환경

에서 유선 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력 성능이 

시스템 체 특성을 표하는 값으로 인식 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용 분야를 분석하면, 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많다. 를 들면, 공장자동화, 홈 네트워크, 

u-항구, u-유틸리티 등이다. HONS (Hybrid Open 

Networking Stack)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합하도록, 

력 기능이 강화된 2 단계 네트워크로 구성 되도록 

설계하 다. HONS는 라우터와 력 무선 센서로 구성

된다. 한 라우터는 원에 연결되어 멀티-홉 메쉬 라

우  기능을 제공한다. 력 무선 센서는 력으로 

동작하며 라우터가 형성하는 멀티-홉 네트워크에 참여

한다. 라우터는 안정 인 멀티-홉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무선 센서는 매우 짧은 코드로 다양한 센서를 력으

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 HONS는 라우터와 무선

센서를 TinyOS를 기반으로 구 하 다. 다양한 온도, 습

도, 조도, 가속도, 가 기기 류 센서, 인체감지, 도어센

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지원하며, 무선 센서의 추가가 

매우 쉬운 장 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방형 혼합 네트

워크를 이용한 력 멀티-홉 네트워크 로토콜 기술

에 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HONS 시스템 구성을 설명

하고 3장에서는 개발된 기술, 4장에서는 실측된 성능에 

해 설명한다. 끝으로,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었던 결론

을 맺는다.

 

2. 시스템 구성

2.1 개 요

 HONS 시스템은 애 리 이션을 한 서버, 서버와 멀

티-홉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USN-bridge, USN router, wireless sensor node로 구

성된다. 인터넷- 릿지는 Sink node의 역할을 하여 네

트워크 형성 시작 이고 데이터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송한다. 라우터는 멀티-홉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있으며, 언제라도 무선 센서가 송하는 패킷을 수신

하면 USN-bridge로 송한다. Wireless sensor는 주기

으로 센서 데이터를 송하며, 력 동작을 해 

송에 필요한 Radio 동작 시간을 제외하고는 sleep 상태

를 유지한다. 

(그림 1) HON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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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pen Networking Packet Interface

 Wireless sensor와 router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해

서, 동일한 IEEE 802.15.4 표  규격을 사용한다. 

Wireless sensor는 주변 USN router  하나를 parent

로 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멀티-홉 네트워크는 지

원하지 않으며 single-hop 으로만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신의 센서 데이터를 송하는 순간

에만 RF를 사용하여 duty-cycle 조 이 가능하다. 일반 

알카라인 AA 배터리로 1분에 한번 송하는 조건으로 

약 3년의 동작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USN router와 

wireless sensor 데이터 연동을 해서 정해진 active 

message ID[1]와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그림 2) Open Networking Packet Interface

  Wireless sensor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해서 USN 

router와 동일한 RF 채 과 그룹 아이디를 사용한다. 

Wireless sensor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에는 주기

으로 센서 데이터를 로드캐스  한다. 네트워크에 연

결되기 해, wireless sensor는 USN router가 주기 으

로 송하는 멀티-홉 라우  메세지를 수신하여 parent 

를 결정한다.  Parent 가 결정되면 duty-cycling을 시작

하여 력으로 동작한다.

3. 력 멀티-홉 네트워크 로토콜

3.1 분산 Routing 기술

 Mesh Networking의 핵심 인 문제는 목 지까지의 경

로, 즉 route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취

합율을 우선 으로 만족하는 범  하에서 수명을 최 화

하는 략을 선택하 기 때문에, route의 결정은 송에 

드는 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 으로 하면 된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는 route의 결정에 취합율에 한 고려를 

 넣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후 설명에 나오

지만, 결국 송 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 송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 구간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간

으로 반 이 된다. 취합율과 력소모 간의 trade-off 

계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뿐 아니라, 모든 학계  산업계에서 USN 

Routing에 공히 쓰는 알고리즘이 Bellman-Ford 알고리

즘이다[2]. 각 센서를 node로 보고, 서로 송수신이 가능

한 센서 들을 edge로 간주하면, 체 USN을 그래 로 

표 할 수 있다. 각 edge의 weight를 송에 드는 력

에 비례하게끔 설정하면, Bellman-Ford 알고리즘을 통

해서 모든 센서에서 GW까지 최소한의 력을 사용하여 

패킷을 달하는 경로를 찾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각 edge

의 weight는, 해당 송신자가 취합율을 만족하는 설정하에

서 하나의 패킷을 수신자에게 달하는데 드는 력으로 

설정하 다. 이는 (송신출력) × (평균 송횟수)와 같다.

Bellman-Ford 알고리즘은 분산화하기 쉽다. 각 센서는 

자신으로부터 GW까지의 distance를 각자 장한다. 모

든 노드는 처음에 distance를 ∞로 기화한다. 한 

GW까지의 최소 경로의 첫 단계 node인 predecessor를 

각자 장하며, NULL 값으로 기화한다. 

Bellman-Ford 알고리즘에서의 relaxation은 각 센서에서 

beacon이라는 패킷을 broadcast하면서 이루어진다. 

Beacon에는 항상 송신자의 distance가 데이터로서 실려

서 보내어진다. 알고리즘은 GW가 beacon을 송신함으로

서 시작된다. GW의 distance는 0이기 때문에, 이 

beacon에는 distance=0이라는 정보가 실려서 방송된다.

각 센서에서 beacon을 수신할 시에는, 혹시 해당 beacon

의 송신자를 predecessor로 삼는 것이, 재 자신의 

predecessor보다 나은 선택인지를 검사한다. 재 자신

의 predecessor 쪽으로 가는 비용이 재 distance이기 

때문에, 아래 부등식이 참이면 beacon 송신자로 

predecessor를 바꾼다.

 
distance >

(beacon에 기록된 distance) +

(beacon 송신자까지의 송비용)

 각 센서는 의 차에 따라 자신의 distance 값이 갱

신되면 자신도 beacon을 broadcast한다. 따라서, 체

인 양상은, GW 주변 센서들의 beacon 송을 시작으로 

해서, 차 바깥쪽으로 각 센서의 distance 값의 변경  

beacon 송이 연쇄반응이 일어나듯이 퍼져나가는 것이

다. 각 센서는 언젠가는 자신으로부터 GW까지 가는 최

소 경로의 역순에 따라 내려온 beacon을 받게 되므로, 

이때 최소 경로로 향하는 predecessor를 찾게 된다. 그

러므로, 결국에는 모든 센서들이 최소경로를 찾아, 

distance 값이 최소화되어 beacon 송을 안 하게 되고,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3.2 동기화 기반 력 기술

 부분의 소형 자 기기들은 최소한도의 력만을 소

모하는 수면 mode를 제공한다. 무선 센서 한 1년 이

상의 지 수명을 가지려면 수면 mode를 사용해야만 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선 센서는 비수면 mode에서 

약 3~4일의 수명을 가지므로, 1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

려면 체 시간의 99%를 수면하고 1% 동안만 켜있어야 

3~4일의 약 100배, 즉 약 1년의 수명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수면 모드에서는 무선 신호의 송수신이 불가하다

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약속된 시간에 센서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교신을 하고 다시 수면을 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간단한 flooding 기반의 로

토콜[3]에 clock  시차 정보를 실어서 센서들 체를 

GW의 clock에 동기화시키는 체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

다. 이 방식의 단 은 센서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를 동기화하는 력 비용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2차 으로는 서로 교신을 하는 센

서들만 서로의 clock을 기억하는 개별 동기화 방식을 사

용하 다. 이로 인한 성능 개선에 해서는 4 에 설명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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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4.1 데이터 취합율

 실제 사무실 1개층에 100개의 센서를 시범 운 하여, 

체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고도 취합율 96.02%을 달성

하 다. 자세한 실험 환경에 해서는 5 에 설명되어 

있다.

 취합율과 련하여 흔히 간과되는 성능 지표가 락된 

패킷의 시간상 분포이다. 를 들어, 같이 10개 패킷 

 5개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락이 간헐 으로 일어나

는 경우(그림 3의 ⓐ)와, 연속 으로 일어나는 경우(그

림 3의 ⓑ), 센싱 정보 없이 기해야 하는 시간의 길이

가 다르다.

 따라서, 실측된 데이터에서 패킷이 몇 회까지 연속으로 

락되는지 통계를 낸 결과, <표 1>을 얻었다. 연속 

락 횟수가 길어질수록 발생 빈도가 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5회 이상 연속으로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어도 30분 이내에는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락 패킷의 분포의 요성 시 (○

는 성공 으로 취합된 패킷을 나타내고, ×는 

실패를 나타낸다)

<표 1> 체 동기화 방식 사용 시, 연속 락 횟수 별 빈도

연속된 에러의 횟수 발생 빈도(%)

1 2.10

2 1.09

3 0.52

4 0.27

합계 3.98

 개별 동기화 방식을 용하 을 때에는 동일한 환경에

서 99.8%의 취합율을 달성하 다. 특히, 2회 이상 연속으

로 패킷이 락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개별 동

기화의 특성상 센서들이 동시에 송신을 하는 경우가 

하게 어들어서 얻은 결과이다.

4.2 지 수명

 제품의 지 수명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로 가

름되나, 사용되는 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성능을 비교하기에는 객 이지 

못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시 에 나와 있는 

기존의 실내용 무선 센서들은 부분 고가의 고용량 리

튬 지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객 인 력 성능을 가늠하기 하

여, 평균 류을 성능 지표로 삼았다. 평균 류

(Average Current)란, 순간 류가 일정하지 않은 회로

의 순간 류 그래 를 분하여 측정 시간으로 나  수

치를 말한다. 이는 통 으로 Oscilloscope을 사용하여 

많이 계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제품들이 나와 있다[4].

 본 연구에서 실측 실험을 통하여 얻은 력 소모 성능

은 <표 2>와 같다. 각 센서는 치에 따라 계해야 하

는 센서 데이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류 한 

다르다. 따라서 <표 2>에는 체 센서들의 평균 류를 

다시 평균 낸 통계치와, 가장 기를 많이 소모하는 센

서의 평균 류를 함께 표기하 다.

<표 2> 각 방식 별 평균 류량

동기화 방식 통계치 평균전류 (μA)

전체
최대 420

평균 314

개별
최대 370

평균 251

 체 동기화 방식의 센서들을 실제 사무실에서 장기 운

하 을 때, 10개월 동안 정상 운 되다가 일부 센서에

서 오동작을 하기 시작하 다. 의 모든 결과치들은 모

든 센서에 일반 알카라인 AA 지 2개를 넣고, 5분 간

격으로 각 센서에서 온·습도 데이터가 발생할 때의 실측

치이다.

5. 건물 내 시범 운

 건물 에 지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은 냉/난방을 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이

것은 비 실 이다. 따라서, 에 지 감이라는 지표도 

실내 쾌 도라는 지표와 충이 필요하다.

(그림 4) ASHRAE 표 에 한 수평 배치 

(창측으로부터 세가지 거리에 센서를 설치)

 세계 인 권 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공조 시스템 회

인 ASHRAE에서는 재실자의 쾌 도에 한 표 을 재정

하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삼성SDS 정보기술연구소 

사무실에 ASH RAE 표 에 하여, 창가에서 먼 곳, 가

까운 곳, 간 거리에 있는 치에 센서들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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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리고, 이 각각의 수평 지 에 상/ /하 세가

지 높이로 센서들을 설치하 다.

(그림 5) 1.7 m 높이에 설치했던 센서

들의 온도값

 

(그림 6) 상/ /하 온도차

  시범 운  결과, 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온도 분포를 

볼 수 있었다. 평면도 상으로 보았을 때 남향이 더 따뜻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요인으로 각 치에 

있는 온도 값들이 섭씨 2도 이상 차이가 났다(그림 5). 

한, 높이에 따라서도 온도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6). 특이한 은 상부 온도가 간 높이

보다 낮았다는 것인데, 이는 측정 기간이 여름이고, 사무

실이 천장 통풍구를 통하여 냉방을 함에 따른 결과인 것

으로 분석된다.

5. 결론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력

으로 각 센서의 통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지능형 시스템의 필수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기반의 력 로토콜과 네트워크 구성 방법

에 해 제안하 으며, 실제 건물환경에서의 규모 네

트워크 구성 동작  송 신뢰성에 해 평가하 다. 

재 무선 통신 하드웨어의 기술은 2년 이상의 멀티-홉 

력 수명을 보장하기 해, 하이 리드 방식으로 네

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센서의 듀티

사이클링 기법이 단순해져 최 화된 력 네트워크 성

능으로 동작할 수 있다. 단순한 센서 기능에 따라 많은 

종류의 센서를 통신 모듈에 통합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센서 통합을 지원하는 확장성은 기존의 무선랜이나 블루

투스가 지원하지 못 했던 기능이다. 향후 홈네트워크나 

지능형 빌딩 시스템에서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기술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어 리 이션

에 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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