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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기술, 무선통신기술그리고마이크로컴퓨팅등의기술발전에힘입어, 유비쿼터스컴퓨팅환경을실현
하고차세대 IT 산업을이끌새로운기술로서센서네트워크기술이점차주목받고있으며많은연구가활발히수행되
고있다. 센서네트워크는가까운미래에마치현재의인터넷이전세계에보급된것과같이응용에따라다양하고도이
질적인 센서 네트워크들이 거미줄 처럼 전세계를 덮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의 다양한 센서네트워크를
배포및관리하는것은단순하게센서디바이스를구성하는것이상의기술을요구하기때문에실제센서네트워크컴
퓨팅의실현에는많은어려움이따른다. 센서네트워크를구성하는각각의센서노드들, 그리고더나아가센서네트워
크자체도지속적으로생성되거나소멸되면서기존의네트워크와상호통신하고주위환경에맞추어변화하며동적으
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 핵심 특성인 진화능력
(evolvability)이 센서네트워크응용에서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에대해서설명한다. 또한 진화능력을기본개념으
로새롭게설계된ANTS(An evolvable Network of Tiny Sensors) 플랫폼에대해서소개한다.

주제어: 센서네트워크, 진화능력

As a promising technology that enables ubiquitous computing and leads IT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of next generation, the exciting new field of sensor networks is attracting so much attention and
considered to be one of the hottest research topics these days. Sensor networks are foreseen to expand and
populate the globe in such a way as the present Internet does. But the challenges appearing with such a massive
deployment go beyond the specific technologies used for sensor device building. In this scenario, sensor
networks will interact and nodes will die or be born, creating a perpetual line of changes and transforming the
networks in continuous dynamic entities that will need to evolve with their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future of sensor networks and how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evolvability concept through
all their functionalities is fundamental for their long term feasibility. We also describe ANTS, a complete new
architectur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as our implementation to solve the challenges imposed by this
inherently evolv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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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센싱 기능과 컴퓨팅 기능을 가지는 센서 노드들을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전세
계적으로많은관심을끌고있다.  수년전부터일부과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연구가 이제는 모든 사람
들로 하여금 새로운 IT 사회 혁명을 가져올 잠재 응용
에대한기대와믿음을가지게하고있다. 

오늘날의 센서 노드는 장시간 운용될 수 있도록 효
율적인전원관리기술을이용하고태양열과같은에너
지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센서 노드는 다른 노드
들과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다.  미래의센서장치는더욱작아질것이며미세한
진동등과같은주위환경을통해서도에너지를공급받
을수있으며집안이나빌딩등에존재하는다른장치나
기존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인텔과 같은
주요반도체기업들은센서노드및센서네트워크에의
해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반도체
와 고성능 프로세서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서센서네트워크기술개발에많은연구비를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가 실제 여러 산업 응용에 활
용되기 위해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극히 제한적인 자원
상황을 고려할 때,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
이 있다.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뿐만아니라센서네트워크소프트웨어, 아키텍처디자
인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실제로 센서 노드가 일상 생활에 적용되게 되는 시
점에는센서노드의크기는인간이눈치채지못할정도
로작아질것이며, 센서노드들은항상새로이생성되고
수명을다하여소멸되며, 또한응용변화에따라재배치
되게될것이다.  또한실생활에센서노드가단순히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센서노드들이 전세계에 걸
쳐 상호 네트워킹으로 연결되고 통신하며 기존의 네트
워크로확장되는것을목격하게될것이다. 

따라서센서네트워크는주변환경에맞추어자동적
으로 학습하고 재설정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위 환경
에최적으로바뀔수있는기능을요구하게된다.  이를
위해서 센서 네트워크 자체의 진화능력(evolvability)
개념의 도입과 진화 가능한(evolvable) 센서 네트워크
구조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실제 환경에서 구현된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으며이들의예는원격생태계감시[1],[2]부터 환경
제어[3] 그리고 좀 더 특수한 솔루션[14]까지 다양하
다.  그러나 진화능력(evolvability)의 초기 개념이 일부
센서 네트워크 응용 기술에서 묵시적으로 다루어졌음에
도불구하고본연구에서주장하고자하는진화능력과는
많은차이가있거나[4]~[6] 그특성상자원이제한된무
선센서네트워크장치에는적용할수없다[8]. 

따라서본논문에서는새로운센서네트워크아키텍
처로서 ANTS(An evolvable Network of Tiny
Sensors)를 제안하며, ANTS는개발초기단계부터진
화능력(evolvability)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센서 네트
워크시스템으로기존의연구와는차별성을가진다. 본
연구실에서는 ANTS 연구를 통해서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필수기능들에대한연구가수행되고있으며진
화가능한(evolvable) 센서 네트워크구조에맞춰서각
각의기능들이구현되고있다. 

ANTS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응용요구사항을충족하면서도제한된하드웨어자원에
서 운용가능하며, 동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새로운운영체제를개발하고있다.  본운영체제위에서
통신, 시각 동기화 그리고 위치 인식 프로토콜 등이 다
양한환경과상황하에서진화가가능한서비스의형태
로 구현된다. 또한 신뢰(Trust) 기반의 보안 프레임워
크의 제공과 센서 네트워크 관리와 상황인지 서비스를
표준UPnP 프로토콜을이용함으로써미래의유비쿼터
스환경을위한기본아키텍쳐를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관련연
구에 대해서 소개하며 III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진화
능력(evolvability)의 개념과특징을소개한다.  IV장에
서는 ANTS 구조를 각각의 기능별로 설명하며 이어지
는 V장과 VI장에서 ANTS 응용 플래폼 소개와 결론으
로본논문을맺는다.

II. 관련연구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컴퓨팅에서 진화
(evolution)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신뢰성
있는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위한소프트웨어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SEI에서 개발한 Simplex 구
조와 관련연구이다[15].  Simplex는 일반적으로항공
전자와공장과같은실시간임베디드시스템응용을목
적으로개발되었으며[16],[8]은이러한예에대해서설
명하고있다.  그러나기존의연구에서는소프트웨어만
을다루며, 또한고성능플랫폼을염두에두고개발하였
기 때문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필연적으로 가지게되
는자원제약사항을고려할때적용하기어렵다.

이외에변화가능한네트워크구조나WiFi 기술 또
는 이동 통신 기술 등 장치의 이동성(mobility)에 맞추
어프로토콜을조정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무선네트
워크기술이있다.  또한환경의변화에따라동적인하
드웨어 재조합을 통해서 최적의 형태로 변화를 가능하
게 하는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reconfigurable
hardware)라고불리는연구도수행되었다[17],[18]. 

센서네트워크의진화를지원하기위해서는가장기
본적인기능인운영체제가포괄적인진화능력을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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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대표적인 운영체제로 버클리대의 TinyOS를
들 수 있다[4].  TinyOS는 모듈화(운영체제의 진화능
력에서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III])를 고려하였다고
하지만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위해서는메모리를완전
히 다시 프로그래밍하여야 하며 이는 시스템의 재부팅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동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
능이약하며, 시스템의유연성을컴파일타임으로제한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inyOS팀은
운영체제상에서실행될수있는가상머신을개발했다
[6].  이 해결책은 오류 허용(fault tolerance) 기능을
가지는 동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만 응용 계층으로
제한되는 단점이있다.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재프로그래밍 기능을 쓰레드
와전역변수수준까지확장한Mantis 운영체제가있지
만[5], 동적인 업그레이드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
하고, 더군다나 강력한 재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는
데필요한잘정의된모듈접근방식을제공하지못하고
있다.  반면에, Impala의 구조[2]는 모듈의 업로드와
링킹그리고실행모듈을위한미들웨어계층을제공하
여어플리케이션계층의동적인재프로그래밍을지원하
기때문에본논문에서추구되는진화능력개념과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오류 허용을 위해서 실
행전에단순보안검사를실행하며재프로그래밍이커
널레벨에서제공되지않는단점등이있다.

그러나 진화능력이 운영체제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
다.  센서네트워크의다른서비스들도역시진화능력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위치
인식알고리듬, 보안문제나상황인지서비스같은기능
에도진화능력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한번 설치되면 변화하지 않는 정적인 네트워크에서 진
화능력(evolvability)은 고려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20]에서는 두 개의 다른 위치 인식 프로토콜이
소개되었는데, 각각은거리측정을위해서로다른기술
에기반하고있다.  그러나ANTS에서는그두기술의결
합이더나은결과를준다는것을증명하였을뿐아니라,
제안된위치인식알고리즘에서노드의제거, 생성, 변화
를지원하도록진화능력을추가하였다[IV장5절 ].

본연구에서는ANTS를위한상황인지서비스와센
서네트워크의관리방안등도연구되었다.  예를들면,

[21]에는 센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인터넷으로의 브
리지개념이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기능을추가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 의한 수동적인
재설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22]는 UPnP 게이트
웨이를 제안한다는 기본 아이디어에 있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지만 센서 노드들을 위해서는
TCP/IP의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원을 가
지는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10],[13]
에서는 상황 수집과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 체계가 제안되었는데, 실제 구현이 매우 무겁고
[10], 서비스의발전을위한유동성과다양한요구사항
을만족하지못한다[13].  또한 보안에대해서는 [23],
[7]에서 악의 있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항상 실
행되는 보안 서비스(침입 방지와 침입 탐지)을 제안하
였는데, 시스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IV장 7절].

ANTS는센서네트워크에부과된자원제약사항을
염두에두면서도진화능력(evolvability)을중심으로모
든기능들을설계하고통합하여강인하며, 진화 가능한
센서네트워크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목표이다. 

III. 센서네트워크의진화능력

앞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센서네트워크(evolvable
sensor network)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센서 네트워크
의 적응성이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에서 어떻게 영향에
미칠것인가를간단히언급하였다.  진화능력이란사용
자의요구가변화함에따라사용자에의해야기되는변
화와네트워크의자체특성과주변환경에의해야기되
는변화에적응하는능력이라고할수있다.  대게현실
적으로그개념은시스템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종류
의변화를다루기위한여러가지필수조건을포함한다.
우리는앞으로이러한필수조건을제시하고, 이것에 관
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있다. 

협의의의미에서, “진화능력은적응능력(Adaptability)
이다”라고말할수있다.  변화에적응하는능력은무선
센서 네트워크처럼 진화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이
다.  그러나이를위하여는많은요구사항들이고려되어
야하며, 시스템차원에서의넓은통찰이필요하다.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
각한다면적응성을가진다고할수있을까?  미래의센
서네트워크에서는이종의네트워크들이함께존재하면
서어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상호작용을하는동
시에외부에서오는정보에대해서현재시스템에변화
를야기하는반작용을유발할것이다.  이것이상호운용
성(Interoperability)의특성을포함하기위하여진화능
력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된다.  여기
서 상호 운용성이란 정보를 교환하거나 교환된 정보를

필수조건

Adaptability

Interoperability

Modularity

Scalability

Upgradability 

Dependability

의미

환경에변화하는능력

외부시스템과상호작용

컴포넌트기반의아키텍처

변화하는필요사항에대해편리한적응성

동적인업그레이드의프로세스

시스템의작동중발생하는에러에대한관용성

표 1.  시스템진화능력의필수조건



한고려가필요하다.  적응성과유연성을위하여우리는
동적이고 안전한 업데이트를 생각해야만 한다. 시스템
의작동을멈추지않고한부분을업그레이드하는데있
어고려해야할요소는성능적인측면과그프로세스과
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컴포넌트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단 없이 하드웨
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수용하는 시스템의
특성으로 업그레이드 능력(upgradeability)을 정의하고,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서예상할수없는에러의발생에도계속작동하기
위한특성으로강인성(dependability)을 정의한다.  마지
막 개념인 강인성은 장애 허용성(fault tolerance) 보다
확장된개념이며, 이것은 발생된변화의결과로서의행
동뿐만아니라어떤다른제어할수없는이벤트상황
표1에서보여주는특징으로서정의될수있다. 

앞에서제시한특성을바탕으로우리는센서네트워
크를위한진화능력의개념을새로이정의하였다.  진화
하는센서네트워크는시스템내부의변화또는다른시
스템과의 상호운용성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
떤예상치못한문제에대해서도강인성을유지할수있
어야하고외부의영향때문에발생하는오류에도대처
할 수 있으면서 시스템 컴포넌트의 동적 업그레이드가
가지는장점과모듈러한구조를채택하게된다. 

IV. ANTS

진화 능력을 가지는 센서 네트워크 공용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ANT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사용하기위한둘이상의시스템또는컴포넌트가가진
능력이다.  상호운용성의 예로 UPnP 네트워크는 상황
인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네트워크와 상호작
용을하는것을(IV장 8절)에서찾아볼수있다. 

그러나만약우리가시스템의추상적인개념이아닌
시스템의디자인에관심을가진다면진화하는아키텍처
를지원하기위한또다른조건들이필요하다는것을알
수 있게 된다.  즉 적응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유연한
구조로디자인되어야한다.  아키텍처가각각의기능을
밀접하게결합하면서전체적으로단일화된구성을이루
는 모노리틱 방법은 최소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계가필요하다.  모듈화된아키텍처는다양한기능을
위하여 잘 정의된 모듈들을 제공하면서 유연성을 제공
할수있다.  단일방식보다는서로교환할수있는컴포
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을 모듈화
(modularity)라고부른다. 

그러나만약이아키텍처가제공하는장점들이시간
에제한적이고또는의존적이라면유연성이라는측면에
서상당히제약을가져오게된다.  이에따라, 여기서확
장성(scalability)을 포함시키며, 이를 언제나 최소한의
비용으로변화에대해적응할수있는시스템의특성이
라고정의한다.  이정의는구성(configuration) 문제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스
템의구성이용이하다면그시스템의범위성또한가장
클수있다.  센서네트워크에적용된범위성과모듈성의
예로센서노드의추가와제거의지원에서부터단일노
드 디자인을 위한 모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컴포넌
트의생성까지를들수있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개념들을 보다 실용적으로 사
용하기위해서는컴포넌트의추가, 대체또는제거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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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NT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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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는 진화능력구현을위하여센서네트워크응용
프로그램의요구사항에따라필요한구성요소들을처음
부터새로디자인하여구조를만들었다.  이 때센서네
트워크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서로간 그리고
주위환경과도상호작용을하게된다.  그림 1은 ANTS
의개략적인구조와계층사이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본 연구의 프로젝트 이름인 ANTS는 다음의 개미
특성에서 따왔다.  개미를 포함하는 곤충 집단의 행동
(Insect Colony Behavior)은 AI를 포함한 많은 개인
협동시스템의모델이되어왔다.  그 이유는물론인간
사회와같은더복잡한상위레벨의시스템이각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나 기질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더 흥미로
워보일수있겠지만, 곤충집단의경우각개체는지능
의 한계를 가지지만, 집단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복잡한 행동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센서 네트워크의 특
성과유사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센서 네트워크는 개미 집단처럼 상호협
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센서네트워크를이루는센서디바이스들도한마리
개미와 마찬가지로 매우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센서노드와센서네트워크자체가유기체와같다고
볼수있다.  센서노드들은소멸되거나새로이생성될
수도있으며상호간의의사소통을통해행동을변화시
킬수도있다.  결국극히제한된능력을가진생명체의
경우,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는 동료들과의
정보공유가이루어질때에만유용한정보가될수있으
며 네트워크 전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여러 센서 노드들과의 정보 교환으로 형성되는 네
트워크전체의환경정보를통해네트워크의상황에대
한 해석과 그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
은네트워크의성패, 즉센서네트워크가주어진기능을
잘수행하는지에대한결과로나타나게된다.

그렇다면앞에서언급한대로센서네트워크의개미
집단비유를이용해서미래발생하게될다양한요구사

항의 해결책이 센서 네트워크의 진화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알수있을까? 개미집단과마찬가지로센서네
트워크에서는현재의필요에국한되어정적인역할만을
하도록설계할수없다.  왜냐하면, 이러한정적인네트
워크의경우환경의작은변화에도적응하지못하고네
트워크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네트워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센서 노드들을 수동으로 재배
치할수밖에없게된다.  이처럼미래에발생하게될잠
재적인요구사항에변화, 적응할수없는시스템을개발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일 뿐 만 아니라 매번 환
경이나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
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ANTS 구조는 오늘날 대부분의 시스템이 가지
고있는이러한단점들을해결하고자환경의변화에맞
추어진화할수있는센서네트워크구조를설계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 

1.  ANTS 하드웨어

ANTS 시스템은다양한센서네트워크응용들의요
구에부합하기위해설계되었다.  ANTS의하드웨어플
랫폼은표 2에서보여진것처럼그응용에따라서계층
적인 구조를 이루는 네가지의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H1과 H2로 명명된 센서 노드는 상대적으로 낮
은프로세싱성능및작은크기의메모리와기본적인센
서들을 장착하고 있으며, 다음절에서 소개될 ANTS
EOS 운영체제를 탑재한다.  H3과 H4로 명명되어진
센서노드는 32비트마이크로프로세서와큰용량의플
래쉬메모리로구성되고, 고성능 센서들을장착하고있
으며, 임베디드리눅스운영체제를현재사용한다. 그리
고 ANTS 하드웨어 플랫폼은 저전력 소모를 위해서
802.15.4 표준을 따르는라디오통신모듈을포함하고
있다. 

그림 2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클리대의

RFID/USN: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를위한ANTS 플랫폼 312

특징

동전크기, 8비트ATMEL, 로컬데이터저장소, 
소수의기본센서들을가지며배터리, 

ZigBee 모듈로구성

단순응용에적합. 8~16비트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래쉬메모리, 배터리, 기본센서들, ZigBee로구성

복잡한응용에적합. 32비트마이크로프로세서
(PXA255 xScale), 플래쉬메모리, 기본센서및
고성능센서들(카메라), 배터리또는유선급전, 

저가디스플레이, ZigBee & 802.11b, GPS를포함.

셋탑박스또는홈서버: 32비트마이크로프로세서, 
플래쉬메모리, 배터리또는유선급전, 고가디스플레이,

ZigBee & 802.11b, GPS

노드

H1(센서노드)

H2(센서노드)

H3(센서노드)

H4(베이스노드)

기능

센싱된데이터를실시간전송(저장능력없음), 
라우팅지원

전송및저장, 라우팅지원

앵커노드, 동기화클러스터헤더

베이스스테이션, 동기화클러스터헤더, 
앵커노드, 인터넷과의연결을위한게이트웨이

표 2.  ANTS 하드웨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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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z급의센서노드인ANTS H2 하드웨어노드를보
였다. CPU는 AMTEL ATMega128L 8bit/8MHz
uController와 ZigBee CC2420 무선 송수신기그리고
센서보드는빛, 온도, 가속도센서, 지자기센서, 가스센
서, 초전센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ANTS 운영체제

ANTS 아키텍처의 핵심인 ANTS 운영체제는 다른
컴포넌트들과협력을통해진화능력(evolvability)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ANTS EOS
(Evolvable Operating System)는 다양한 요구조건을
가지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 두 종류의 쓰레드(공유 스택 쓰레드와 개별 스택

쓰레드)를 제공하는멀티쓰레드방식의운영체제이다.
특징으로는 강력한 병행처리(strong concurrency) 모
델, 다양한스케쥴러, 적은메모리풋프린트, 저전력, 강
인한동작, 그리고협력및분산처리능력등이포함된
다.  ANTS EOS는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센서 노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하드웨어
추상화계층, 그리고로컬과원격통신모두를지원하는
효율적인메시지핸들링엔진등의진보된기능을제공
한다.  그림 3은ANTS EOS의구조를나타낸다.

이러한특성들에서더나아가진화하는센서네트워
크를 지원하기 위해 또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III
장에서논의되었듯이 ANTS OS 진화성의기본은업그
레이드과정을편리하게해주는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
잘정의된모듈로이루어진모듈기반설계이다. 커널과

그림 2.  ANTS H2 하드웨어(왼쪽부터프로그래밍보드, CPU 보드그리고센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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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NTS EOS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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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레벨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미들웨어, 모니터링,
동적업데이트를통한강인한(dependable) OS 구조는
원격에서도제어될수있고커널이나다른시스템기능
의손실없이진화에필요한기능을지원할수있다. 

3.  ANTS 네트워크구조

모든노드가동일한능력을가지며전송매체가공유
되는 단순 네트워크(Flat network)는 다양한 센서 네
트워크응용을고려해볼때많은제약을초래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ANTS 프로젝트는 2계층, 2차원
네트워크 구조(Two-Tier, Two Dimensional, T3D)를
제안한다.  이는이종의노드들로이루어지고다양한목
적을갖는센서네트워크응용에서효율적인노드간커
뮤니케이션과협력을가능하게한다.

2 계층네트워크아키텍처는서로다른능력을가지
는두종류의센서노드로구성된다.  ANTS H1과 H2
와 같이저속의마이크로컨트롤러와기본센서들을장
착한마이크로센서노드와함께좀더복잡하고고성능
의처리를할수있는H3와H4와같은마크로센서노
드를 포함한다.  마크로 노드는 GPS를 장착하여 위치
인식의앵커(anchor), 시각동기화클러스터헤드또는
상위 네트워크와의 상호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등의
역할을수행한다.

한편상황인지와같은특정센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ANTS는 2차원 네트워크
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ANTS는 기존의 베이스 스테
이션으로의 전송 네트워크 위에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
한오버레이네트워크를구성한다.  이오버레이는위치
정보 기반 라우팅(IV장 4절)을 이용하여 기존의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간 전송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효율
적이고 지능적인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노드간 통신
기반을제공한다.  그림 4는ANTS 네트워크구조를보
여준다.

4.  ANTS 통신프로토콜

통신프로토콜역시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중요
요소이며 진화능력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
다.  현재라우팅프로토콜들은진화능력보다는에너지
효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무
선 센서 네트워크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
여라우팅경로를결정하지않고정적인방법으로결정
하게되면, 에너지효율성을충분히높일수없다.  그러
나 동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오버
헤드가필연적으로정적인프로토콜보다커지게된다.
ANTS는전력소모와지연시간을같이고려하는해결책
을제시하며, 진화능력개념을라우팅프로토콜에적용
하려고시도하였다. 

ANTS-PAD[11]는 MEPG(Minimum Energy
Path Graph) 알고리듬을 개선한 것으로최소 전력 사
용, 이동성, 자가복구 기능 등을 지원한다.  PAD는 완
벽한 트리거 방식으로 라우팅 정보를 최소화하였으며,
라우팅트리의갱신주기를조절하고, 라우팅경로의사
이클을 제거하고, 노드의 이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최적
의에너지소모를위한경로를찾아낸다. 

ANTS-PAC[26]은 에너지 효율적인 체인 기반의
라우팅프로토콜로서베이스노드와의통신을전담하는
체인헤더노드를선택할시잔존하는에너지양을고려
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 시간

Intranet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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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NTS 네트워크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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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늘릴수있다.
ANTS-PPVR 라우팅 프로토콜은 전력 소모 값은

물론노드의위치정보를이용하여목적지로빠르면서도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경로를 찾는다.  PPVR은
Greedy 접근방식으로 플러딩 오버헤드를 줄였으며,
온-디맨드 방식의 라우팅 경로 탐색과 void 노드 영역
(노드의전송한계로인해중간에서중계를해줄노드가
존재하지않는지역) 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여높은
전송성공률을보장한다. 

ANTS-SUMMA[24]는 센서 서브 네트워크의 이
동성을 관리한다. 효율적인 서브 네트워크의 게이트웨
이 선출 알고리듬과 데이터 병합(data aggregation)으
로효율적인전송과다른네트워크와의안정된통신, 연
장된 네트워크 수명을 제공한다.  SUMMA는 서브 네

트워크 간의 간섭과 패킷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중-채널할당기법을사용한다.

5.  ANTS 위치인식

위치 정보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과 다양한 위치 기
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
이다. 삼각측량법기반의위치인식을위한대표적인거
리 추정(distance estimation) 방법으로는 range-free
와 range-based 방법이대표적이다.  그러나기존알고
리즘들은 노드가 제거되거나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전력소비
면에서효율적이지못하다.  ANTS 연구에서는무선센
서네트워크를위한더욱효율적인위치인식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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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의노드와다른진화속도(evolution rate, 대체되는노드의비율)와비교하여정확도를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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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ara-LDL-EI 프로토콜시뮬레이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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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동일한 정확성과 적절한
오버헤드를 가지면서도 스스로 진화 가능한 환경을 지
원하도록하고있다(그림5 참조).

ANTS 위치 인식 기술은 진화 가능한 센서 네트워
크의 특성을 고려하며, 센서 네트워크 상황(장애물, 거
리측정 에러율 등)에 최적인 거리 추정 함수를 range-
based와 range-free 정보를 사용하여 찾는 학습 기반
의알고리즘을개발하였다. Para-LDL-EI(Parametric
Learning based Distance localization with
Evolution Improvement)[12]는 측정된 거리와 hop
정보를사용하며노드가제거될시나추가될시적은오
버헤드와높은정확도로각각의노드위치를구한다. 

Para-LDL-EI는 새로운 노드(live node)에 대해서
다시위치인식알고리즘을실행할필요없이위치를자
동으로획득하는기능을지원한다.  이것은새롭게배치
된 노드의 위치를 찾을 시 50%의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며효율적인진화가능한센서네트워크를지원한다.

6.  ANTS 시각동기화

센서네트워크와같은분산시스템에있어서시각동
기화는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각 시스템에서
정확한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모아진 데이터들로
부터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와도깊은연관성을맺을수있게하며에너지소모
를줄이거나중복정보를줄이는것도가능하게한다.

센서네트워크의 노드들과 같은 저가격 장치들의 내

부 크리스탈들은 정확성의 한계 때문에 수일당 수초까
지의오차를가지게된다.  네트워크에서요구하는시각
오류 허용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센서 노드들의
시각 동기화가 필요하며, 레퍼런스 시각으로부터 떨어
진홉수에따라시각정보의에러가증가한다는일반적
인문제가존재하게된다. 

이러한문제를풀기위해서고수준의정확도를가진
HPN(Higher Precision Nodes)과 상대적으로 저수준
의정확도를가진 LPN(Lower Precision Nodes)을가
지는클러스터기반의구조를제안하였다.  이알고리즘
은하나의클러스터헤더인레퍼런스시각에센서네트
워크를 동기화시키며, 레퍼런스 시각을 기준으로 클러
스터헤더들간의동기화후, 클러스터내부적으로는최
소 신장 트리를 구성하여 동기화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최대 홉 카운트(깊이)를 최소화하여 그에 따른 동기화
에러도최소화한다.

그림 6은 센서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의 한 예를 보
여주고있으며, 그림의 중간클러스터는클러스터내의
세부적인동기화방법을보여주고있다.

7.  ANTS 보안

현재까지의 센서 네트워크 분야의 보안은 암호화나
복수 경로를 통한 침입 방지 방법 등에 주로 초점을 맞
춰 왔으며, 침입탐지와 특정 키 관리 기술 등이 부분적
으로연구되어왔다.  또한 센서네트워크의다양하면서
도자원제약적인구조와정보가전, 산업, 군용응용등

RFID/USN: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를위한ANTS 플랫폼 316

Sensor Node (LPN)

Cluster Head (HPN)

그림 6.  ANTS 클러스터기반의동기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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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다양한분야에서의요구들을고려해볼때,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문제들을풀기위하여우리는센서네트워크
를 위한 신뢰값 평가 기반의 보안 구조를 제안한다. 보
안이 필요한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서비스들은 계산된
신뢰값에따라가장안전한방법으로수행된다.  수신되
는 패킷들은 그 특징들이 분석되어져 신뢰평가 매개변
수로연관지어지게되고, 지역적으로그값들이계산되
어지거나전역적, 지역적인신뢰관계를만들기위해서
베이스스테이션으로보내어지기도한다. 

그 후 센서 네트워크는 이러한 신뢰 값과 신뢰관계
들을 고려하여 보안을 고려한 라우팅과 같이 효율적이

고도안전한판단을내릴수있게된다.  우리는보안수
준과 성능, 견고성, 효율성, 센서 네트워크의 배포비용
등의 최적의 조합을 제공하며, 또 신뢰 관계들과 같은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환경에 따라
변하는보안조건에맞추어진화할수있는모델을제시
하였다.  그림 7에제안된방법에대하여나타내었다.

8.  ANTS UPnP를이용한관리및상황인지

지금까지 센서 네트워크는 주로 과학, 군사 응용에
이용되어왔지만, 최근 들어센서네트워크는유비쿼터
스의핵심기술로각광받으며, 그 활용도를스마트홈,
공장자동화, 물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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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넓어질수록 사용자들은
많은센서노드들을배포하고, 관리해야하는문제에직
면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 사용자가 센서 네
트워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친근한 방식으로
센서네트워크를설치하고이용할수있는기술이필요
하다.

UPnP(Universal Plug and Play)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UPnP를 지
원하는장치는네트워크에연결된후, 특별한설정없이
사용자가 해당 장치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UPnP를 센서 네트워크에 적
용하면 센서 네트워크 이용자는 수많은 센서들을 수동
적인설치없이바로이용및관리할수있게된다.  그
러나 UPnP는 TCP/IP 기반의 프로토콜 기반 위에서
동작하기때문에낮은성능의 CPU와 제한된메모리를
사용하는초소형의센서노드에는적합하지않다.  따라
서 ANTS 아키텍처는 UPnP에 적합하지않은센서노
드들을 위해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BOSS(Bridge
of the SensorS)라는 브리지 역할의 센서 네트워크 베
이스노드를제안한다. 

BOSS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UPnP를 적용하기
위한핵심구조로서 UPnP가 적합하지않은센서노드
들을 대신해서 UPnP 프로토콜을 처리해줌과 동시에
센서네트워크환경에서사용될수있는다양한 UPnP
기반의서비스및관리환경을제공한다.

또한센서네트워크에서하나의노드에서얻은센싱
데이터를통해얻을수있는정보는지극히미약하기때
문에 상황 인식(context awareness) 기능을 활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런 효율적인 상황 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UPnP 기반의상황인지프레임워크를제공한다.  이것
은 상황을 정의하기 위한 XML 기반의 언어, 컴파일러
그리고센서네트워크로부터받은상황인지정보를저
장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사
용자는제어장치등을이용해서원하는상황인지를정
의할수있으며, 그러한상황이발생했을때, 적합한처
리를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사용자는특정온도, 습도또는특정지역
의사람의존재유무등과같은상황을정의했을때, 해
당하는 센서들을 통해서 올라온 데이터와 그것들을 융
합하여 그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조건을 탐지하고 그에
따른처리를할수있다.  이것은센싱된데이터를무조
건베이스노드에서전달해서처리하는것이아닌, 노드
레벨의처리를요구한다.  따라서굳이베이스노드까지
전달할필요가없는상황정보는노드레벨에서걸러지
게되므로, 노드간의커뮤니케이션횟수를줄일수있게
되고, 따라서효율적인에너지절약이가능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상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의효율적인정보전달과노드레벨의결정을위
한부가정보등을이용한다.

끝으로UPnP 상황인지프레임워크는전통적인중
앙집중적인구조에비해서사용자의설정이필요없는
자동구성, 조건에따른빠른대응등진화가능한센서
네트워크에서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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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NTS 응용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각의 센서 네트워크 요소 기
술들을 모두 통합하여 단일화된 실제 플랫폼으로 구성
하고최적화하여실제응용할수있는시스템을운용하
기위하여ANTS 팀은두가지의다른응용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ANTS 스마트 홈과 ANTS 무인감시망
이그것이다.  이중에서ANTS 무인감시망은실내가아
닌야외환경에서사용될수있으며군사용도를비롯하
여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ANTS 무
인감시망의테스트베드플랫폼을보여준다.  무인 헬리
콥터는 마이크로(Micro)와 매크로(Macro) 노드를 차
량인식과이동방향과속도등을감시하려는대상이있
는목표지역에배치한다. 센서네트워크는베이스스테
이션을 통하여 무인 헬리콥터와 AODV(Ad-hoc On-
demand Distance Vector)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운영되는무인감시기지국으로감시지역내의정보
를실시간으로보내준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진화능력
(Evolvability)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이것이 어
떻게새로운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을이용한미래응
용을위해서필요한지에대해서알아보았다.  진화능력
을적용한제안된센서네트워크플랫폼인 ANTS는 임
베디드 센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아이디어를포함하며기존연구에서다루어졌던적응성
(adaptability)이나 유연성(flexibility)과는 차별화 되
는새로운구조를제시하여주위환경과변화하는요구
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게 진화가 가능한 통합 시스템으
로발전할것이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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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

센서네트워크에요구되는각기다른필요에적응하기
위한네가지하드웨어디자인

ANTS EOS: 유연한하드웨어추상화계층, 동적인
업데이트를위한API와환경설정관리도구를
가진하이브리드멀티쓰레드운영체제

이계층, 이차원적네트워크구조로다양한응용을위해
최적의통신을할수있도록구성된구조

PAD: MEPG 기반으로이동성과자가보수
기능을갖는라우팅기법

PPVR: 위치정보를이용한저전력의그리디
알고리즘을사용하는라우팅기법

SUMMA: 멀티채널할당을통한서브네트워크의
이동성을지원하는라우팅기법

Para-LDL-EI: 최소비용과최소에러를지원하는
하이브리드위치인식프로토콜

신뢰평가에기반한보안프레임웍으로추상노드행동, 
네트워크트래픽분석과동적보안정책을지원한다.

클러스터에기반한동기화프로토콜로서HPN과LPN의
두가지시각동기화계층을가지고있으며
클러스터안에최소신장트리를만든다

상황에대한정의와이벤트관리, 이벤트에대한
대응을제공하는UPnP 네트워크기반의상황인지서비스

기능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구조

통신프로토콜

위치인식

보안

시각동기화

상황인지

진화성지원

적응성(요구사항에맞는노드를선택사용)

모듈화& 확장성(컴포넌트기반), 업그레이드
& 강인성(결함에강한동적업그레이드), 
적응성(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통한적응)

확장성(노드개수의관점), 
상호운용성(게이트웨이로의손쉬운접근제공)

확장성(노드개수의관점), 적응성& 강인성
(새로운노드, 죽은노드, 이동하는노드,
서브네트워크에대하여)

확장성& 적응성(새로생성된노드들에대하여),
강인성(어떤이유이든죽은노드에대하여)

적응성(들어오는트래픽에의존적인새로운
신뢰값), 확장성& 모듈성(응용프로그램
레벨에서의새로운보안옵션), 
강인성(죽은노드에대한액티브값)

확장성& 적응성
(새로운HPN 이나LPN에대하여)

상호운용성(BOSS를통한새로운네트워크에
대하여), 적응성& 강인성(통신을위한
네트워크가다운됐더라도컨텍스트오버레이
네트워크를통한문맥데이터전달), 
확장성(네트워크의사이즈에의존적이지않음)

표 3.  ANTS 기능요약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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