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지경부의 산업발전종합대책(‘09.10)에서 명시된 환

경관리(물관리), 에너지 절감(AMI), 재난·재해 예방

등 국가․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RFID/USN 융합

서비스 기술에 포함되어 있고, 저전력 중거리 전송

이 가능하며 환경정보를 센싱할 수 있고, 양방향 통

신 및 제어가 가능한 센서노드 및 네트워킹 기술(1

단계 : ‘13년) 정책에 부합한다.

현재 IEEE 802.15.4 기반의 2.45GHz 및 900MHz

센서노드 SoC 기술은 MAC 기술, 나노 운영체제

및 ZigBee 기술 등의 네트워크 기술 및 운용 체제

와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다[1][2]. RadioPulse사가

2.45GHz 대역 센서노드 칩을 양산하고 있으며,

Maxfor, 옥타컴, 휴인스, SNR 등에서도 국외 칩을

활용한 센서노드 제작 및 판매 중이다. 또한 KETI

는 Binary CDMA 방식을 ISO/JTC1 SC6에서 센서

망 전송 표준으로 승인받았으며, 무선전송 칩을 개

발하여 u-City의 AP, 미터기의 전송용으로 적용 시

도 중이며, ETRI는 IEEE802.15.4g TG에 Smart

Untility Network용 PHY 방식으로 기존 IEEE

802.15.4의 DSSS에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Constant-Amplitude Coded Division Multiplexing

방법을 제안, 표준화중이다[3].

IEEE802.15.4의 비컨 제어를 개선한 WiBEEM은

u-City 포럼의 표준으로 선정되고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며 IP-USN에서는 센서네트워크를 인터넷과 결

합하고자 센서네트워크의 IEEE 802.15.4 LWPAN

MAC/PHY계층 위에 IPv6 계층을 접속시키는 시도

의 일환으로, IP-USN 연구 포럼이 2006년 12월에

창설되었으며, IETF IPv6와 LWPAN 을 결합하는

규격을 작성하는 6LoWPAN 워크그룹에 참여하여

표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2장에서 환경 관리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구

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환경 관리 센서네트워크 구성 방안

다양한 종류의 센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하

천의 가뭄․홍수․오염 등의 감시․예측을 하기 위

한 환경정보 분석․예측 기술, 환경 오염, 홍수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처를 위한 액츄에이터

제어/관리, 센서정보 웹 서비스 등의 환경정보 기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이종 센서네트워크

를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지능형 환경관리 서비스

기술, 광역 환경관리 센서네트워크 요소기술의 현장

검증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적

용 실증시스템 구축 기술로 구성되며 이를 (그림 1)

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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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한 지능형 환경관리 서비스 기술, 광역 환경관리 센서네트워크 요소
기술의 현장 검증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적용 실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
크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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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환경 관리 네트워크 구성.

물 관리에 각종 환경 및 시설물 진단 센서를 부착

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의 중추 신경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지식정보를 축적을 통한 국가의 핵

심분야별 미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이다.

(그림 2) 환경 관리 네트워크 구현 예상도.

광역 환경관리 센서네트워크 기술은 다음과 같이

수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주요 시설물

(댐, 교량, 사면 등)의 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국가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센서, 네트워크 등

해당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예상된다. 현재 지

방 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지자체 등이 전국 1,500개

소에서 직접 채수 방식(수동식)에 의한 수질 측정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농업수리 시설 1,200개소 및 농

수로(약11만2천Km) 수위 측정 및 용수공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였고 국토부는 주요 시설물(교량, 댐,

보, 저류지, 절개지 등)의 안전진단 시스템 구축하였

다. 또한, 현재 기상청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10Km 격자 간격으로 전자식 강우계를 설치한 강우

측정망을 한반도 기후환경변화에 대처하기(집중호우

가 속출하는 아열대 기후로 변화) 위해 보다 조밀하

게 센서가 설치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하천, 호소, 농수

로에서 오염, 홍수 등의 실시간 감시, 제어 및 센싱

정보 기반의 친환경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SN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

라, 구현 필요 기술은 환경정보 분석․예측 기술과

하천 환경에 맞는 상황 정의, 상황 모델링 기술, 다

수의 이질적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센싱값을 획득.통

합 처리 미들웨어 기술, 환경변화 분석, 예측 기술,

하천 유역 3D 시각화 기술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구현 기술은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텨 특히

RFID/USN 미들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3].

광역 환경관리 센서네트워크 기술개발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및 기상청의 수질, 수위, 수량(우

량), 기상, 주요 시설물 등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적용 및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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