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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무인운송플랫폼 운용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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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ensor network and operation for multiple autonomous navigation platform and transport service. 
Multiple platform navigate with inside sensors and outside sensors while acquiring and process some useful information. Each 
platform communicates each other by navigational information through central main server. Efficient sensor network systems are 
considered for the scenario which some passengers call the service and the vehicle accomplish its transport service by 
transporting each caller to the destination by autonomous manners. In the scenario, all vehicles perform a role of sensor system 
to the central server and the server handles each information and integrate with faster procedure in the wireless 3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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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행시 운전자 주행보조 및 안전기능 외에 운전자가 없

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무인운송시스템의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과 개인 및 화물운송 서

비스를 목적으로 지능형 운송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 
tion system) 과 연관되며,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

서 핵심 요소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무

인주행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Robotics Institute 에서는 

Navlab 을 개발하면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및 도로외 구

간에 걸친 무인주행과 주행보조 시스템, 도심의 혼잡지역에

도 무인주행이 가능하도록 보행자 인식, 환경인식 등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DARPA urban challenge 대회에서 6시
간 안에 약 100 Km를 무인주행 완주하기도 하였다[1]. 
Google 의 무인주행차(driverless car) 는 Google street view 
와 Lidar, radar 및 odometry 센서를 이용하여 2010년도에 

1600 Km의 무인주행성능을 보여주었다[2].
일반적인 센서[3,4]와 달리 차량용 센서들은 특정한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원공급, 안정적인 데이터 수

집을 위해 미리 형성된 차량 내부 네트워크, 다양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진다[5,6]. 이러한 차량용 센서

를 활용한 차량 시스템은 단지 차량 내에서만 국한되어 차

량내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무인자동차의 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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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도로상의 사

고, 정체, 체증, 차량의 도난, 위험, 주행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차량 각자 이러한 상황을 직접 

감지할 경우에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량의 

센서들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내부 차량에서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와 외부 차량에서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를 구

분하여 전체 도로의 지도 및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자주

적 네비게이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 시스

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해서 OSGi 프레임워크를 통한 차량내 센서 데이

터 수집 및 외부 차량 간 통신을 위한 싱크 노드를 구현하

여 차량이 하나의 작은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전체 차

량의 데이터 수집, 관리를 위한 차량 관리 서버를 구성하여 

차량 및 외부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외
부 사용자는 차량 정보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해 

Android 프레임 워크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II 장에서 기존 차량에서 센서가 수집되고 처

리되는 방법 및 싱크 노드 구성을 위한 OSGi 프레임 워크

와 외부 사용자를 위한 Android 프레임 워크에 대해서 알

아본다. III 장에서는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에 대해 서술

한다. IV 장에서는 구현된 차량 및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연구

1. 무인 운송 플랫폼을 위한 센서 시스템

무인 운송 플랫폼을 위한 센서 시스템은 차량내부 정보

와 외부의 정보 용도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내부센서의 정

보(odometry)는 구동축과 조향축에 관한 엔코더, 즉 각 축의 

회전각도와 각속도 정보이며, 이를 통하여, 차량의 주행거

리, 주행속도와 선회방향, 선회속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차량외부센서의 정보는 무인주행 또는 주행 보조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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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ndroid 시스템 구성도.
Fig. 1. Android system architecture.

을 위한 환경인식을 위한 것이며, 레이저, 레이더, 초음파 

등을 이용한 거리측정(range finder)과 장애물과 지형의 인식

이 가능하다. 차량의 동적운동 상태를 나타내어 주는 중요

한 센서로 관성항법장치(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는 

가속도계, 자이로와 자기계 등을 이용하여 가속도와 속도, 
기울기 정보 등을 계산한다. 무인주행을 위하여 GPS/GIS 
와 위의 센서 정보들을 융합하여 차량의 지도상의 현재 위

치와 지도정보를 갱신하면서, 경로 상의 장애물 정보, 주행

가능영역 정보를 주행제어에 활용한다. 지도상의 차량 위치

와 지도 갱신 과정은 차량의 주행 상황에 긴급성을 부여하

거나 위치 정확도 성능을 보장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 주

행 과정에서는 거리측정센서와 비전 영상 정보가 안전성과 

주행제어 성능을 갖추게 한다. 거리측정센서와 영상 정보는 

매 시간 다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컴퓨터 성

능을 요구하는데, 거리측정센서로 위치 해상도가 가장 우수

한 레이저 센서의 경우 일정 각도범위를 스캔하면서 반사

되어 나오는 시간(time of flight)을 고려하여, 스캔 해상도

(resolution)에 따른 반사지점이 좌표점 정보로 전송되고, 영
상 정보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영상화소의 색상 또는 밝기 

정보로 주어진다. 이는 다른 센서의 정보와는 달리, 그 자

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무인주행의 경우 주행가능영역, 
즉 연석정보와 차선검출, 평면 영역 인식과 장애물 또는 이

정표(landmark)정보 인식을 위한 처리과정이 주가 된다. 이
러한 센서 정보의 처리는 전체 지도상의 경로, 즉 수 m 의 

오차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경유점을 향한 방향정보를 기

반으로, 국소 프레임(local frame) 또는 실제 거리상에서 정

밀하고 안전한 주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며, 차
량 내의 프로세서에 의해 주행제어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

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 무인차량의 운

용을 위한 센서 정보의 통신 및 처리 체계와 관련하여, 거
리 센서 정보와 비전 정보의 처리과정은 연구 범위를 벗어

나므로 여기서 언급하진 않는다.
2. OSGi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프레임 워크

OSGi 프레임워크는 모듈 시스템이고 개발환경이 적어도 

하나의 번들을 실행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서

비스 플랫폼이다. 프레임워크 기반의 OSGi 서비스는 정의

되고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다. 이는 모든 번들은 생

명주기를 가지고 있고 프레임워크는 번들로서 조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OSGi는 매우 유용한 특징들을 갖는다. 
컴포넌트의 번들 또는 응용프로그램은 인스톨을 위한 재시

작, 시작, 스톱, 업데이트,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OSGi는 

실행하는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의 응용프로그

램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합된 응용프로그램 컴포

넌트들이 연결들의 구조들을 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

스템을 재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동적 

연결 구조를 SOA라 한다. OSGi 서비스가 서비스들을 등록

하기 위한 서비스 레지스트리 내에서 컴포넌트와 응용프로

그램들은 각각 작동할 수 있다. 서비스 레지스트리에서부터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컴포넌트는 느슨한 커플링

(loosely coupling)으로 연결된 컴포넌트들 사이의 강한 커플

링(strong coupling)보다 쉽게 불러오고 사용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다[7]. 
3. Android 플랫폼

Android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택(stack)은 어플리케

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레이어, Android 런
타임 및 라이브러리, 리눅스 커널로 구성된다[8]. Android 
플랫폼의 리눅스 버전은 2.6.29이고 리눅스 버전에 따라 지

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장치 드라이버, 
자료 접속, 전력 관리 및 다른 운영체제 의무사항에 책임을 

갖는 버전이다. 커널 상위층에는 SSL (Secure Socket Layer), 
WebKit등과 같은 수많은 C/C++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이
러한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DVM (Dalvik 
Virtual Machine)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DVM은 안드로이

드 플랫폼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안드로이드 자바 어

플리케이션은 객체지향 기반의 Java로 언어로 작동되고, 이
는 액티비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윈도우 매니저 등을 

포함한 프레임워크이다. Android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III. 자주적 차량 시스템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1. 무인운송플랫폼의 내부 및 외부 센서 시스템

차량내부의 odometry 센서 정보는 차량의 진행거리와 조

향정보를 알려주며, IMU 로부터의 방위각정보와 결합하여, 
초기지점으로부터 차량의 위치 변화를 알려준다. 이는 GPS 
정보와 지도상으로 스케일되어, 전체 지도상에서 차량의 현

재 위치좌표를 계산한다. 정해진 일련의 연속된 좌표들인 

경로점들은 전체 지도상에서 정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보이며, 개별 차량들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거리센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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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인주행플랫폼의 외부 센서.
Fig. 2. External sensor of unmanned vehicle platform.

그림 3. 차량 제어기와 내부 센서 모듈 구성도.
Fig. 3. Modular structure of vehicle controller and inside sensors.

그림 4. 차량내부 제어기의 센서 연결 구조.
Fig. 4. Connections on vehicle controllers with inside sensors.

그림 5. 무인주행플랫폼의 기능 구조도.
Fig. 5. Functional architecture for autonomous navigation 

platform.

해 얻어지는 특정 물체 검출에 의한 이정표 위치와 장애물 

위치 정보들도 전체 지도의 정보를 갱신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이정표 좌표들은 초기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하며, 다른 차량들의 

주행과정에서 이 영역의 취득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위치를 

갱신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 차량외부에 설치된 IMU 센
서는 별도의 GPS와 융합되어, 보다 정밀한 좌표값을 최대 

4Hz의 갱신률로 계산하며, 차량의 롤, 피치, 방위각 정보와 

속도, 가속도, 각속도 정보는 최대 120 Hz로 갱신 처리 된

다. 무인주행을 위한 정보는 중앙 처리 컴퓨터에서 IMU 센
서에서 위 정보들을 함께 처리하게 되므로, 최대 처리 속도

는 4 Hz가 유효하다. 이러한 외부 센서는 그림 2와 같이 

Stereo Camera를 차량 위에 설치하고, 제동(brake) 및 조향

(steering)을 위한 컨트롤러(controller)와 연결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한다. VCU (Vehicle Control Unit)을 통해서 각 컨

트롤러(controller)가 연결되어 차량내의 모터들을 관리 및 

제어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차량 컨트롤러인 VCU (Vehicle Control Unit)는 실시간성

이 보장된 SBRIO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용 인터페

이스 보드와 스위치 및 센서신호 레벨 보드와 함께 차량 시

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보드는 Controller 
Box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자동모드 운행시 외부와의 통

신은 CAN 통신을 기반으로 하며 그림 4와 같은 여러 정보

들을 전송한다. 
무인주행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센서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전송을 위한 모듈이 필요하다. 
이는 실시간 컨트롤러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VCU에 직접적인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응급

사항을 제외하고는 Car control pc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

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구조도를 다음 그

림 5와 같이 설정한다. 
차량내부의 odometry 정보는 뒷바퀴 구동부(rear wheel 

drive), 제동(brake)과 조향(steering)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
량제어기(vehicle control unit)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

며, CAN 통신을 통해 제어된다. 차량외부의 제어컴퓨터는 

차량제어기와의 CAN 통신에 의해 odometry 정보를 받으며, 
제어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차량을 제어한다. 차량 외부의 

센서시스템들 LiDAR, IMU/GPS 및 camera 는 Vision 
processing 및 Navigation processoing module 또는 computer 
에 연결되어 실시간 처리된다. 

여기서 LiDAR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지형물 및 거리 정

보들을 25 Hz 샘플링 속도로 전송하며, 장애물의 접근여부

에 따라 긴급제동(emergency stop)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상
대적으로 처리 데이터가 방대한 vision system 은 별도의 

process 로 수행하게 되며, 밝기와 색상에 의해 구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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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량내 OSGi 미들웨어 구성.
Fig. 6. OSGi middleware on vehicle.

그림 7. OSGi 기반 번들 구성.
Fig. 7. Buddle configuration of OSGi-based platform.

표 1. 통신을 위한 센서 데이터.
Table 1. Sensor data for network and communication.

송신 수신

위치 자신의 현재 위치
다른 차량들과 
호출자들의 위치

경로
시작점, 경유점, 

목적지점을 연결하는 
점, 선, 정보

다른 차량들의 
경로정보

장애물
지역좌표상의 검출된 
장애물과 이정표

다른 차량들에서 
검출된 장애물과 

이정표

그림 8. 다중 무인운송 서비스를 위한 시나리오.
Fig. 8. Scenarios for operation of multiple autonomous transporta- 

tion service.

는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하여, 주행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2. 차량내 OSGi를 통한 싱크노드 구성

차량에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한 Car 
control pc와 외부 네트워크 및 외부 사용자를 연결하기 위

해서는 OSGi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각 기능을 번들화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야한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Car 
control pc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외부 통신을 위한 

차량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차량내 승객 혹은 운전자가 차량내 센서 상태 및 데이터

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Passenger interaction service를 제공하

고, 이는 OSGi내 Interaction service bunddle로 승객의 목적

지 및 차량 속도와 같은 정보 기반으로 목적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Car control pc에서 수집된 정보를 수집, 전송, 처리

하기 위해서 Vehicle serve bunddle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외
부 이동기기(Android) 및 Vehicle management server로 차량

내 센서 데이터, 상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Mobile service 
buddle을 구축한다. 또한 차량내의 데이터 및 승객의 요구사

항을 관리하기 위해 Integration service bunddle을 구축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초기 셋업(set-up), OSGi 성능 향상을 위한 

Log service, reference service를 위한 Basic service buddle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buddle을 구축함으로서, 차량 내외부의 

센서 데이터, 승객 요구사항, 외부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차량 및 외부사용자간 통신을 위한 Vehicle Management 

server

차량의 OSGi buddle 중 Mobile service buddle은 3G/LTE
와 같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센서 데이터 및 차량

의 정보를 Vehicle management server로 보낸다. 각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Vehicle management server는 각 차량의 센

서 데이터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센서 데이터로 

취합하여 각 차량에 재전송하여 일률적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차량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차량을 서비스 한다. 

IV. 구현

1. 무인운송플랫폼을 위한 시나리오

각 차량들의 주행시 카메라 센서를 통해 습득한 데이터

를 Vehicle management server로 보내면, 각 차량들은 

Vehicle management server로부터 주로 점과 선으로 이루어

진(topology) 정보로 구성된 전체 지도(global map)를 전송

받으며, 경로가 결정되면, 경로 상을 이동하면서, 지역 정

보들을 자신의 지역 지도로 변환하고, 이 정보들을 Vehicle 
management server에 전송하게 된다. 이때 Vehicle 
management server에 전송하게 되는 정보들은 표 1과 같다.
이를 위한 시나리오는 그림 8과 같다.
2. 차량내 OGSi 구현

그림 9와 같이 차량내에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는 Car 
control pc를 통해 수집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CAN 프로토

콜을 통해 OGSi buddle을 통해 수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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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 내 OSGi 구현.
Fig. 9. OSGi implementation on vehicle.

그림10. 센서 데이터 UI.
Fig. 10. Sensor data UI for passenser interaction service.

그림11. 차량 관리 서버.
Fig. 11. Vehicle management server.

그림12. Android 외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Fig. 12. Android user application.

또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Vehicle management server를 

통해 Android 플랫폼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데이터가 전송

됨을 보였다. 특히 위 그림은 차량의 GSP정보를 server와 

외부 사용자 Android 어플리케이션으로 송수신을 하는 것

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차량내 승객

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그림 10과 같이 차량의 센서 데이

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Vehicle Management Server

각 차량의 정보 및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앞서 

Vehicle management server에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의 위치, 
경로, 장애물에 관한 내용을 센서 데이터와 함께 전송하면, 
주위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 Vehicle management server는 

차량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차량을 할당하여 이용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1을 통해 알 수 

있다. 
4. 외부 사용자를 위한 Android 어플리케이션

외부 사용자의 자신의 위치를 Vehicle management server
로 전송하면 사용자에 요구사항에 맞는 차량이 전체 지도

를 전송받으며, 사용자의 위치까지 이동한다. 이때, 장애물

과 경로를 새롭게 설정해 가면서 도로의 상태를 수시로 

server에게 전송되고, 각 차량의 승객 인터랙션 서비스를 통

해 확인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차량내 센서 데이터

를 통한 도로위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전체 지도를 완성

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이때, 외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

이스로 Androi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호출과 자

신의 위치 정보를 보내는 두 가지의 옵션을 통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그림 12에서 보여준다. 
무인 운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네트워

크 시스템을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다수의 무인운송 플랫

폼 운용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험하여 네트워

크 연결의 신뢰성을 나타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다수의 사

용자 혹은 차량이 제안한 네트워크 시스템에 차량을 등록

하고, 사용자가 차량을 호출하고 이에 합당한 차량을 할당

받는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증명한다. 
그림 13은 다수의 차량과 사용자가 등록, 할당, 요청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처리되는 시간

을 나타낸다. 차량과 사용자의 수는 각 3대와 3명을 유지하

고 최대 10대의 차량과 최대 1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네트

워크를 이용하였을 경에 발생하는 반응시간이다. 또한 차량

과 사용자의 수는 임의로 그 숫자가 변하며 100번의 실험

을 통해 나온 평균 반응시간이다. 그리고 차량과 서버 그리

고 사용자의 연결 상태가 Wi-Fi 상태와 셀룰러 네트워크 

(3G)상태일 경우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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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차량 연결 및 서비스를 위한 반응시간.
Fig. 13. Reaction time for connecting with the vehicle and 

supporting services.

우선 Wi-Fi로 연결된 상태일 경우 반응시간은 최대 30 ms
을 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3G인 경우에는 최소 50 ms 정도의 반응 

시간을 보이고, 또한 특정한 경우 10대의 차량과 10명의 사

용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 ms 
의 반응 시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네트워크 상태에 관계없이 0.5초 정도 이하의 시간으로 차

량 및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정적인 네트워크 상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시스템 구현 및 실험결과를 통해 무인 주행시 

각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 지도를 차량 관리 서버를 통해 

통합되어 각 차량에 다시 전달되고, 이를 사용자가 다시 이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실시간 정보 및 지도

를 제공받을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차량내부와 외부에서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차량내에서 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싱크

노드로 Car control pc를 OSGi 미들웨어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서비스를 OSGi에 맞는 bunddle로 변환하여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센서 데이터 통합을 통해 차량의 상태 정

보 및 지도를 형성하여 무인자동주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그리고 외부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ndroid 플랫폼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함으로써 추후 무인 자동차 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

였다. 또한 차량내부에서 이러한 센서 데이터 정보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이 주행하는 경로를 직접 확

인함으로써 정확한 차량 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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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1998년 2003년,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소장. 2003년~현
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관심분야는 

Intelligent system, Smar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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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동 렬

1980년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 졸업. 
1982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

사. 1992년 Georgia Tech, 대학교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1994년~현재 성

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관

심분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센서 네

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