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 계장기술

기획특집

무선센서네트워크란?

김김 광광 현현 // 한한국국내내쇼쇼날날인인스스트트루루먼먼트트㈜㈜

kh.kim@ni.com

소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는

물리적또는환경적조건을모니터링하기위해센서를

사용하는독자적인디바이스로구성된무선네트워크

이다. 본독자적인디바이스나노드는라우터및게이

트웨이와 통합되어 일반적인 WSN 시스템이 구축된

다. 분산된측정노드는중앙게이트웨이와무선통신

하므로, 측정데이터를수집, 프로세스, 분석및디스플

레이하기위해유선연결을제공한다. 무선센서네트

워크와의거리와안정성을확대하기위해라우터를사

용하면엔드노드와게이트웨이간추가통신링크를얻

을수있다.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무선센서네트워크는 4 AA

배터리로최고3년간작동하며, 장기간원격작동을위

해배포되는안정적인저전력측정노드를제공한다. 

IEEE 802.15.4 및 ZigBee 기술에 기반한 NI WSN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거리와 안정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메시라우팅기능을제공하여낮은전력통신표준

을제공한다. 사용자의네트워크를위해선택하는무선

프로토콜은어플리케이션요구조건에따라달라진다. 

WSN 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 모니터링은 전력 또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제한으로인해유선솔루션의비용이높거나구축이어

렵고심지어불가능한광범위한여러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유선 시스템과 함께

배치하여완벽한유/무선측정및제어시스템을구축

할수있다.

WSN 시스템은수질, 토양또는기후측정을수집하

기위해장기간배포솔루션이요구되는환경모니터링

과같은어플리케이션에이상적이다. 전력망, 가로등,

도시상수와같은공익설비를위해무선센서는에너지

사용을줄이고리소스를더욱잘활용하기위해시스템

상태데이터를수집하는저가형방식을제공한다. 구조

상태모니터링에서고속도로, 다리및터널을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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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니터링하기위해무선센서를사용한다. 건물, 병

원, 공항, 공장, 발전소 또는 제조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위해본시스템을배포할수있다.

WSN 시스템아키텍처

일반적인WSN 아키텍처에서, 측정노드는온도, 전

압, 또는심지어용존산소와같은측정을수집하기위

해 배포된다. 노드는 게이트웨이(클라이언트 인증 및

데이터보안과같은네트워크측면관리)에 의해관리

되는무선네트워크의일부이다. 게이트웨이는각노드

로부터측정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유선연결(일반적

으로이더넷)을통해호스트컨트롤러로전송한다. NI

LabVIEW 그래픽 기반 개발 환경과 같은 소프트웨어

는고급처리및분석을수행하며각요구에맞는방식

으로데이터를표시한다.

전력및네트워크표준

WSN 측정 노드에는라디오, 배터리, 마이크로컨트

롤러, 아날로그회로및센서인터페이스와같은여러

컴포넌트가있다. 배터리전원공급시스템에서는더욱

높은데이터속도와잦은라디오사용으로전력이더욱

많이소비될것이기때문에이로인해다른요소를절

충해야한다는사실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 현재배

터리및전력관리기술은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발전되고있다.

흔히 WSN 어플리케이션에서 3년의 배터리 수명이

요구되므로현재여러WSN 시스템은낮은전력소모

특징이있는 ZigBee 또는 IEEE 802.15.4 프로토콜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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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적인무선센서네트워크아키텍처

그림 2. 고급무선센서네트워크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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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 및 모니터링시스템의 기술 동향

IEEE 802.15.4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모델에서

PHY(Physical) 및MAC(Medium Access Control) 레

이어를정의하므로868~915MHz 및 2.4GHz ISM 대

역통신을제공하며최고250kb/s 데이터속도를제공

한다. ZigBee는 802.15.4 레이어에서 구축되어 메시

네트워킹토폴로지를통해보안과안정성을제공하며

다른디바이스및표준과상호호환을제공한다. 또한

ZigBee는프로토콜내에서맞춤화및유연성을제공하

도록사용자정의된어플리케이션객체또는프로파일

을허용한다.

긴 수명 조건 이외에도, 배터리의 크기, 무게, 사용

가능성뿐만아니라배터리국제기준등도반드시고려

해야한다. 탄소아연(Carbon Zinc) 및알카라인배터

리가저가형으로널리보급되어있으므로일반적으로

선택된다.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 또

한무선센서네트워크에점차적으로널리적용되고있

다. 태양전지를사용하거나환경으로부터열을수집하

는디바이스를사용하여배터리전원에대한필요성을

줄일수있다.

프로세서트렌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WSN 노드는 에너지

를절약할수있도록파워온/오프를반복하면서데이

터를수집하고전송한다. WSN 라디오는반드시신호

를효율적으로전달해야하며, 시스템이최소한의전원

만을사용하여휴면모드로되돌아가도록허용해야한

다.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또한 Wake Up/Power

Up/Sleep 모드를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어야한다.

WSN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트렌드는 전력

소비를줄이는동시에프로세서속도를유지하거나증

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라디오 선택과 유사하게 전원

소비와처리속도를절충해야한다는점도WSN 프로

세서를선택할때고려해야할중요한사안이다. 

이같은이유로PowerPC 및 ARM 기반아키텍처는

배터리전원디바이스에적합하지않다. 더욱일반적인

아키텍처로는 낮은 전력 작동을 위해 설계된 TI

MSP430 MCU가있다. 프로세서에따라, 휴면모드의

전원 소비는 1~50μW 범위이며, On-Mode에서의 소

비범위는8~500mW이다.

네트워킹토폴로지

WSN 게이트웨이, 엔드노드및라우터노드를조정

하기위해여러가지네트워크토폴로지를사용할수있

다. 라우터노드는측정데이터를수집할수있다는점

에서엔드노드와유사하지만, 라우터노드를사용하여

다른노드로부터측정데이터를전달할수도있다. 첫

번째토폴로지인스타토폴로지는가장기본적인토폴

로지이며, 각 노드가 게이트웨이와 단일 직접 통신을

유지한다. 본토폴로지는간단하지만, 네트워크가얻을

수있는전체거리를제한한다.

네트워크가다룰수있는거리를증대하기위해서는

클러스터또는트리토폴로지를실행할수있다. 본토

폴로지는더욱복합적인아키텍처로서, 각노드는게이

트웨이로단일통신을여전히유지하지만데이터를경

로를통해라우팅하기위해다른노드를사용한다. 그

러나본토폴로지에도제약이존재한다. 라우터노드가

노쇠하면라우터노드에의존하는모든노드또한게이

트웨이로의통신경로를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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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네트워크토폴로지는시스템안정성향상을위

해 중복(Redundant) 통신 경로를 사용함으로써 문제

를해결한다. 메시네트워크에서노드는게이트웨이로

여러개의통신경로를유지하며, 따라서하나의라우

터노드가노쇠하더라도네트워크는다른경로를통해

데이터를자동재연결한다. 메시토폴로지는안정성이

뛰어나지만, 데이터가게이트웨이에도달하기전에다

중홉(Multiple Hops)을만들어야하므로네트워크지

연이증대될수있다.

NI WSN의사용장점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WSN 플랫폼을 사용하면 어

플리케이션을위한완벽한유선/무선측정시스템을구

축하기 위해 일반적인 WSN 아키텍처를 직접 구성하

고개선할수있다. NI 소프트웨어통합은WSN 시스

템을 위한 Windows 기반 호스트 컨트롤러 또는 NI

CompactRIO와 같은 리얼타임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유연성을제공하므로재구성가능한 I/O를 무선 측정

과통합하는기능을제공한다. 이같은호스트컨트롤러

로, LabVIEW 프로젝트통합및드래그앤드롭프로

그래밍을 통해 LabVIEW와 NI-WS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WSN 시스템을편리하게구성할수있으며,

고품질측정데이터를추출하고분석을수행하며데이

터를표현할수있다.

또한, LabVIEW 통합은WSN의연결을기업및데

이터베이스레벨로부터인터넷, 최종클라이언트디바

이스{아이폰(iPhone) 또는 노트북}까지 확장할 수 있

다. 본완벽한시스템아키텍처를사용하여NI 무선센

서네트워크로거의모든곳으로부터데이터를수집하

고, 수집데이터를서버에서처리및보관하며, 무선스

마트 디바이스로부터 편리하게 원격으로 데이터에 액

세스할수있다. 

NI Wireless Network 커뮤니티

www.ni.com의 NI Wireless Network 커뮤니티에

서NI의고객들이환경모니터링및기타원격측정어

플리케이션에 무선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볼

수있다. NI Wireless Network 커뮤니티에서는최근

에출시되었거나앞으로공개될무선제품에대한정보

와WSN 노드를직접구성하기위한예제프로그램과

무선네트워크구축에관한상세한내용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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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SN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