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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하여 고가의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여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높다. 하지만, 터널 내 환경관리 시스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터널 내 환경 정보를 감지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중앙통제장치와 유선으로 연결된 지시 노드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되는 데이터양이 매우

적고, 따라서 저속의 무선 송수신기는 낮은 비용으로 구현하여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유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데이터 전달 경로를 결정하는 라우팅 문제가 발생한다. 센서에서 감지한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얻은 데이터를 무선 송신기를 사용하여 직접 지시노드로 보내는 경우에는 라우팅 문제가 발생

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출력의 무선 송신기가 요구되어 무선 송신기 구현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해당 센서 노드의 전력소모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선

송신기의 출력을 줄이는 대신 인접한 센서 노드의 무선 송수신기를 이용한 중계를 통하여 지시노드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센서 노드에서 지시노드까지는 복수의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터널 내 자동환경 관리 시스템에 적합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추가로 센서 노드들을 각 터널

내에 부착 후 노드 등록 등의 초기화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노드 간의 협업과정을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였다.

A Study on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

Tunnel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s

Yang-Ick Joo†, Jae-Wan Kim††

ABSTRACT

In general, the cost of transceiver for wireless network configuration is more expensive than that

for wired network. However, in cas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a tunnel, the cost can

be minimized by adopting low rate tranceiver because the amount of the exchanged data for tunnel

monitoring is very small. When the obtained data from sensor node is sent directly to the corresponding

command node,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routing problem of the data transfer. However in this case,

sensor nodes are required to be implemented with high power transmitter and experience high energy

consumption. To tackle this problem, relay nodes can be used to transfer the data of tunnel monitoring,

and suitable routing protocols for selecting optimum path are need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uting algorithm and a self-configuration protocol fo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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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지능적인 환경/재난 감시

시스템이나 지능적 빌딩 관리, 또는 지능적 교통 제

어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

워크(USN)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자동화로 인

한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노드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WSN)는 제한적인 처리와 컴퓨팅 자원을 가진 소형

의 저렴한 센서로 구성된다. 센서노드는 환경으로부

터 정보를 감지하고 측정하며 수집할 수 있고 그 정

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역적인

프로세스에 기반을 두어 전송할 수 있다. 지능형 센

서 노드는 하나 이상의 센서와 프로세서, 메모리, 전

력 공급기, 무선송출기와 구동기를 장착한 저전력 기

기이다. 그 밖에 환경의 성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

양한 기계, 온도, 생물, 화학, 광학 및 자석식 센서가

센서 노드에 첨부되기도 한다[1,2].

각 센서 노드들은 센싱을 통한 정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전송을 수행하며, 중간에 위치한 노드들은 받

은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라우터(router)로서의 역할

을 겸한다[1,3]. 일반적으로 센서 노드들은 접근이 어

려운 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교체나 충전

이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에너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유지하는가가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주

된 연구분야이며, 현재까지 에너지 소모를 고려한 많

은 MAC 프로토콜과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으

나 대부분의 경우 노드 하나의 입장에서 에너지 효율

을 고려하며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은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들의 협력 시스템

이기 때문에, MAC 프로토콜과 라우팅 프로토콜의

설계 시에 개개의 센서 노드보다 네트워크 전체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응용분야에 중점을 두어 센서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적용 사례 중 터널 관리를 위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현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터널 관리에 적용된 방식과 비교해볼 때,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이라는 장점과 함께 저비용의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센서 노드의 메모리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노드들이 자동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스

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이 매우 용이하

다. 마지막으로, 각 노드의 오동작이 전체 시스템의

정상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노드의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

하다.

2. 환경관리 시스템

현재 전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터널 중

69%는 1990년도 이전에 준공된 터널들로 화재, 붕괴

등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가 부족하다.

또한 반 밀폐공간인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

우 유독가스 확산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터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

히, 부산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17개의 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무려 11개가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1990년 이전에 지어져, 지진 및 화재 등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며 노후화도 심해 대형 인명 피해의

우려가크다[4,5]. 따라서 이러한 터널 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제2만덕터널에 설치된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터널 내·외부의

각각의 지진 진동감지 센서, 터널 3차원 형상 내공

변위계측기, 외벽 균열 계측센서, 낙석센서 및 방호

펜스, 노면상태감지 센서, CO 센서, 조도 센서, 연무

센서 등을 이용하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여 관계기관 연계 및 관리자, 시민에 제공함으로써

교통 환경을 최적화하고 획기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4-7,8]. 하지만 현재 설치된 터널 내 안

전관리 시스템들은 유무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

어,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초기 설치 비용 및 향

후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갖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7,9].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은 각 모듈

이 무선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하는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배선에 따른 노력

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듈들을 설치

만 하면 각 모듈이 상호 협력하여 자동으로 무선 네

트워크를 형성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스

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이 매우 용이하

다. 한편, 일부 모듈의 고장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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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듈의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에 강한 특성 및 유지보

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시스템 구현

기지국이나 Access Point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라우팅 알고리즘들은

많이 알려졌으나,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모두 데이터

를 처리하는 프로세싱 능력이 매우 큰 CPU를 사용하

는 통신단말들로 구성된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를 가

정한 것으로 본 논문과 같이 저가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센서 노드는 다수의 노드가 터널 내 분포해

야 하고 처리해야할 데이터양이 많지 않으므로 고성

능의 CPU는 불필요하며,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

한 메모리의 용량도 작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고

성능 센서 노드를 대상으로 한 라우팅 알고리즘은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복잡도가 낮은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터널

내에 설치된 센서 노드는 주기적으로 터널 내의 상태

를 감지해 라우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시 노드에

이를 알린다. 설정기는 시공자가 손으로 들고 다니며

조작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로서 각 노드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모듈과 네트워크의 초기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한다.

센서 노드에는 감지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시

노드로 보내거나 통제 제어 패킷을 필요한 노드에

보낼 수 있는 라우팅 기능이 필요하며, 지시 노드는

센서 노드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적

인 상태정보를 판단 및 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들은 각 노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와 설정기를 통한 초기 설정에 의해 가능해진

다. 상기의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정기를 통한 초기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

다. 설정기는 터널 내의 각 차량 이동통로 및 기타

통로의 전체적인 배치를 나타낸 도면을 저장하고 있

어야 하는데, 이는 시공 측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시공

자가 컴퓨터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각 센서 노드로

부터 지시 노드까지의 데이터 전송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터널 내에 설치된 각 노드의 ID와 설정기 화면

상의 도면에 표시된 노드의 ID를 먼저 일치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설정기와 각 노드 간의 통신과 시공

자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림 2는 초기 설정

과정 순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임의의 위치에서 설

정기의 초기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설정기의 화면에

는 터널내부 도면이 보이고, 설정기는 주변에 있는

노드들에 응답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낸다. 설정기는

상기 신호를 받은 노드를 중 가장 먼저 응답한 노드

에 확인 신호를 보내고 응답한 노드를 나타내는 기호

를 화면상 일정한 위치에 표시한다. 시공자는 LED나

노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정기의 화면 상에 나타난

노드 기호를 도면의 해당 위치에 어떤 노드가 설치되

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설정기에 기록되는 것이다.

다음 설정기가 다시 신호를 보내면 등록되지 않은

노드들이 응답을 시도하고 그 중 가장 먼저 응답한

노드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각 설정기를 포

함한 모든 노드는 근거리에서만 통신이 할 수 있으므

로, 주변의 모든 노드가 등록되면 시공자는 위치를

이동해 터널 안의 모든 노드가 표시되면 등록 과정이

완료된다. 등록된 노드들에 대한 데이터는 중앙 관제

실로 보내져 이후의 설정과정을 포함한 터널 관리에

이용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설정된 정보는 먼저 각

노드에 전달되어야 하고 그 후 각 센서 노드로부터

그에 연관된 지시 노드까지 라우팅을 설정해야 한다.

설정된 정보를 각 노드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플러딩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앙

관제실에서 지시 노드로 정보를 보내면 지시 노드가



1199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터널 내 환경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그림 2. 초기 설정과정 순서도

CODE DST TX LEVEL

그림 3. 패킷 정보

주변의 모든 노드에 정보를 방송하면 정보를 받은

노드는 다시 주변의 모든 노드에 재전송하여 터널

내의 모든 노드에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

을 반복하는 것이다. 각 노드는 같은 패킷을 여러 번

재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한번 재전송한

패킷을 다른 노드로부터 다시 받으면 이를 무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센서 노드는 자신이 감지

한 정보를 전송해야 할 지시 노드의 ID 리스트를 가

지게 된다. 이를 ‘목적지 리스트’라 부르기로 한다.

상기 과정을 통해 모든 노드가 각 노드 간의 연관

관계를 알고 나면 이로부터 라우팅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센서 노드로부터 지시 노드까지는 거리에 따라

데이터가 한번에 전송될 수도 있고, 여러 노드를 거

쳐 전송될 수도 있다. 라우팅 경로 설정과정은 데이

터의 최종 목적지가 될 지시 노드에서 자신의 ID를

담은 패킷을 플러딩함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지시 노

드에서 만드는 패킷을 PS(Path Setup) 패킷이라 정

의한다. 이것은 DSDV알고리즘의 패킷에 있는 필드

들 중 필요한 최소한의 필드만을 이용하여 만든 제어

패킷이다. PS 패킷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DST는 플러딩을 시작하는 지시 노드의

ID, CODE는 Serial Number (SN)로서 패킷의 중복

재전송을 막기 위한 일련번호, TX는 패킷을 재전송

하는 노드의 ID, LEVEL은 재전송 노드로부터 목적

지까지의 hop 수이다. 목적지 자신의 LEVEL은 0이

된다. DST와 SN은 플러딩을 시작하는 목적지 노드

인 지시 노드에 의해 부여되며, 플러딩이 끝날 때까

지 변경되지 않는다. 이후 플러딩 패킷을 수신한 노

드의 동작은 그림 4에 예시된 것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각 노드는 그림 5와 같은 형태의

라우팅 테이블을 갖게 된다. 각 센서 노드는 목적지

리스트와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감지한 정보를 목적지 리스트와 함께 필요한 다음

노드에 전송한다. 패킷을 받은 노드는 패킷에 적혀있

는 목적지 리스트와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바탕으

로 패킷을 넘겨줄 다음 노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 각 센서 노드에서 감지한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지시 노드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라우팅 경로 설정과 라우

팅 과정은 각 노드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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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로 설정 시 각 노드에 대한 순서도

DST NEXT

1 8

3 17

7 19

그림 5. 라우팅 테이블

서와 노드 간의 균형적인 에너지 소모를 위해 변형될

수 있다.

 (1)

앞에서 설명한 현재 노드의 레벨은 식(1)을 통하

여 얻어진다. 여기서, NL은 현재 노드의 레벨, 즉 현

재 노드가 상기 PS 패킷이 생성된 지시 노드(즉,

DST)로부터 몇 hop 범위에 있는지를 나타낸다. PL

(Previous Level)은 PS 패킷의 LEVEL 필드에 기록

된 값으로서 PS 패킷을 전송한 직전 노드의 레벨이

된다. 예컨대, 수신된 패킷의 LEVEL 필드값이 4인

경우, 패킷을 전송한 직전 노드의 레벨이 4이고 현재

노드의 레벨은 5가 된다.

다음 단계로 수신된 PS 패킷의 레벨을 조정한다.

이는 수신된 PS 패킷을 다시 전송하기 위함이며, 식

(2)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그리고, 차후에 다른 센서 노드 또는 지시 노드로

부터 수신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패킷의 최종

목적지가 상기 PS 패킷의 DST 필드에 저장된 노드

와 일치하는 경우,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다음 차례

의 인접 노드 ID를 저장한다. 이는 식(3)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여기서, NEXT는 다음 레벨의 인접 노드 ID인데,

이는 수신된 PS 패킷의 TX 필드에 기록된 노드 ID

가 된다. 예컨대, 현재 노드가 2번 노드로부터 DST

가 1번 노드인 PS 패킷을 수신한 경우, 추후 수신되

는 최종 목적지가 1번 노드인 데이터 패킷은 2번 노

드로 전송되어야 한다.

상기 과정이 완료되면, PS 패킷을 다시 인접 노드

로 플러딩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터널

내에 설치된 모든 노드에 라우팅 경로 설정 알고리즘

이 수행된다.

한편, 최초 수신 패킷인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수

신된 PS 패킷이 최초로 수신된 패킷이 아닌 경우,

먼저 수신된 PS 패킷을 통해 계산된 현재 노드의 레

벨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노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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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선센서모듈의 내부구조도

]

그림 7. 구현된 무선센서모듈

표 1. 주요 성능 지표 및 성능

순
번

항목 지표
성능
측정

1
데이터전송성공률
(MAC Level)

90% 이상 98%

2 Throughput 90% 이상 95%

3 Response time 5ms 이하 1ms

4 최대 통신거리 50m 이상 70m

벨의 적정 여부 판단은 식(4)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4)

플러딩 프로토콜에 따르면, 현재 노드로부터 1

hop 범위 내에 있는 노드들은 모두 현재 노드에게

한 번씩은 PS 패킷을 전송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현재

노드의 실제 레벨보다 높은 레벨을 갖는 PS 패킷이

먼저 수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를 대비하기 위하여, 식(4)가 성립하는 경우 현재 노

드의 레벨이 비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NL =

PL + 1 내지 패킷을 인접 노드로 플러딩의 절차를 수

행한다. 즉, 새로 수신된 PS 패킷을 기초로 현재 노드

의 레벨 및 다음 전송 노드 ID(NEXT)와, 수신된 PS

패킷의 레벨을 조정한 후, 패킷을 다시 플러딩 프로

토콜에 따라 전송한다. 한편, 판단 결과 NL ≤PL +

1인 경우 수신된 PS 패킷을 폐기하고, 본 절차를 종

료한다.

4. 성능 평가

센서 노드는 터널 내의 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여

러 종류의 센서와, 이러한 센서들로 온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A/D 컨버터,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CPU,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장치, 메모리 등으

로 구성되며, 환경 감지 센서들에서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A/D 컨버터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에 CPU에 입력하면 이로부터 CPU는 데이터를 보

내기 위한 패킷을 구성한다. 구성된 패킷을 지시 노

드로 보내기 위하여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라

우팅 경로 상에 있는 다음 센서 노드를 확인하고 무

선 송신기를 통하여 패킷을 보내게 된다. 라우팅 경

로 상에 있는 센서 노드들은 무선 수신기를 통하여

수신한 패킷을 CPU에 보내고, CPU는 라우팅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다음 목적지를 확인한 후 무선 송신

기를 통하여 보내는 중계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각 센서 노드는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제어 패킷

을 수신하여 패킷의 내용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 한다.

무선 센서모듈의 내부구조는 그림 6과 같고,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

은 내용을 구현하였다.

⑴ 저전력의 2.4GHz RF 모듈이 내장된 무선 센서

모듈 하드웨어

⑵ 자동 채널 검색 소프트웨어

⑶ 데이터 충돌 방지를 위한 CSMA/CA 기반의

전용 MAC 프로토콜

⑷ 개발 MAC과 연동되는 self-configuration 프

로토콜

⑸ 개발 MAC과 연동되는 self-recovery 프로토콜

⑹ 전용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

⑺ 네트워크 내에서 인증된 무선 모듈을 구분하기

위한 ID 부여 기술

그림 7은 구현된 무선 센서모듈이다. 본 모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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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험 환경 구성도

그림 9. 수율 및 응답시간 성능

온도, 습도, 조도 센서를 결합하여 시험에 사용하였

다. 개발 보드를 이용한 전체 연동 시험환경 구성도

는 그림 8과 같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 개발 보드에 대한 성능을 아래 표 1에서

보여준다.

데이터 전송 성공률은 그림 8의 노드 #1과 노드

#2를 통해서 시험을 하였으며 노드가 센싱된 데이터

를 보낼 때 패킷에 시퀀스 넘버를 기록하여 보내도록

하여 측정을 하였고, 전체 수율은 그림 8과 같이 환경

을 구성한 다음 시작점인 노드 #1에서 게이트웨이까

지의 측정을 한 것으로, 지그비의 데이터 전송속도인

250Kbps에서 22Kbps의 패킷을 노드 #1에서 생성하

도록 하여 시험하였고, 노드 간 응답시간은 패킷에

시각정보를 기록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통신거리는

노드 #1과 노드 #2를 이용하여 40미터에서 100미터

까지 10미터 단위로 단계적으로 시험하여 측정하였

고, 각 거리별 측정 결과에 대한 평균치를 그림 9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터널 내 환경 관리 시스템에

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상용 지표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 환경 내의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각각의 노드끼리 최적의 라우팅 경로

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효율적인 통신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터널 내에 설치된 센

서 노드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직접 지시 노드로 전송

되는 것이 아니라,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하여 인접

노드를 경유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각 센서 노드에

갖춰지는 무선 송수신기는 저출력, 저비용의 제품으

로도 구현 가능하여, 터널 관리 시스템의 설치비용과

소비 전력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논문

에 적용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기존의 유무선 망의

라우팅 알고리즘에 비하여 간단한 알고리즘을 채용

하기 때문에, 각 센서 노드의 메모리의 용량을 최소

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된 노드들은 각 노드가 상

호 협력하여 자동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필

요한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이 매우 용이하다. 일부 모듈의 고장이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듈의

고장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개발 보드를 통한 성능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이 항목별로 측정된 성능측정 값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구현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발된 센서 노드와 기존의 개발된 여러 가지

센서 노드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 시스템

을 추가로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며, 본 개발된 시스

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 대해 적응적인 시스템

을 개발하여 향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제품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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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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