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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Non-IP 및 I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연결을 지원하는 게이

트웨이에 대한 구조 및 기능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IP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IP 기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고정

망을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조 및 기능과 IP 네트워킹을 지원하지 않는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고정망을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구조 및 기능을 정의한다. 

이를 위해 게이트웨이 내의 엔티티와 이들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 등이 정의되고 연동 

시나리오에 따른 게이트웨이의 연동 처리 절차가 기술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USN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센서 네트워크와 

IP기반의 네트워크의 연동방법을 정의하여 인터넷과 같은 전달망과 센서망의 연결을 

통한 USN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해당 사항 없음  

  

4.2 국내표준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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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해당 사항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9.12.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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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defin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gateway to 

support inter-connection between non-IP or IP-based sensor network and IP-based 

network such as Internet.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gateway for supporting inter-

connection between non-IP or IP-based sensor network and IP-based network are 

defined. In detail, internal entities of gateway are defined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se entities are also defined according to inter-connection 

scenarios. In addition inter-connection procedures between the entities of gateway 

are given in this standard.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e standard is expected to advance the USN technologies and give advantages in 

USN service deployment through the standardized inter-connection procedures 

between sensor network and IP-based network in USN service environments.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Not applicable 

 

4.2 Domestic Standards  

    Not applicabl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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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Not applicable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Not applicabl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t applicable 

 

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t applicabl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9.12.22.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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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  

Architecture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gateway for inter-

connection between sensor network and IP-based network  

 

1. 개요  

 

Non-IP 및 I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연결을 지원하는 게이

트웨이에 대한 구조 및 기능을 정의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IEEE 802.15.4를 PHY/MAC 프로토콜로 사용하는 Non-IP 및 IP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네트워크의 연결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러한 연결 시나리

오에서 연결 기능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를 정의를 포함한다. 게이트웨이의 내부 구조

를 정의하며 게이트웨이 내부 객체들의 기능 및 시나리오에 따른 객체의 기능을 설명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탑재하고 있는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의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포함한다. 

   

 

3. 정의  

 

3.1. 용어 정의  

 

가. 게이트웨이(GW: Gateway) 

: IEEE 802.15.4 기반의 USN과 IPv4 기반 외부망(또는 타 USN)을 연동시켜주는 

장치  

나. 게이트웨이 사용자   

: 게이트웨이 원격 사용자(GRU: Gateway Remote User)와 게이트웨이 로컬 사용

자(GLU: Gateway Local User)가 있음. 게이트웨이 원격 사용자는 IP 기반 네트

워크 혹은 타 센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게이트웨이 사용자로, 외부 IP 기반 네

트워크 혹은 센서 네트워크 및 게이트웨이를 통해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터를 요청함. 게이트

웨이 로컬 사용자는 게이트웨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사용자로 게

이트웨이 관리자가 이에 해당하며, 게이트웨이를 통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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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이트웨이의 기능 구조  

 

센서 네트워크를 외부 망과 연동시키기 위해 본 표준은 ZigBee, 6LowPAN, TinyOS 

기반 센서 네트워크 등의 IEEE 802.15.4 기반 센서 네트워크들과 IP 기반 외부 망을 

연동시키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정의하며 이를 통한 연동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4.1.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연동 시나리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게이트웨이는 ZigBee, 6LowPAN, TinyOS 기반의 센서 네트워

크를 IP 기반의 유무선 망과 연동해준다. 그림 4-1은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동 시나리

오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에서 센서 네트워크는 싱크 노드를 통하여 게이트웨이

에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4-1) 게이트웨이를 통한 IEEE 802.15.4 기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 네트워크 연동 및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 연동 

6LowPAN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IPv6를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로 사용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에서는 IPv6를 IPv4로 또는 IPv4를 IPv6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

해주면 된다.  

반면 ZigBee와 TinyOS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물리 계층부터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는 센서 네트

워크로부터의 메시지를 역캡슐화(decapsulation)해서 응용 계층 데이터를 추출해낸 후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을 통해 인터넷 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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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 TinyOS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의 네트워크를 연동해주기 위해 트랜

스포트 계층 위에 APDAL(Application Protocol Data Adaptation Layer)이란 적응 계층

을 정의한다.  

 

4.2.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연동 절차  

 

그림 4-1의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연동 시나리오에서 APDAL을 통한 센서 네트워크

와 IP 기반 외부 네트워크(또는 타 센서 네트워크) 간 통신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

된다. 

이 경우 IP 기반 외부 네트워크(또는 타 센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의 센싱 데이터 

요청에 따라 해당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가 사용자가 요청한 센싱 데이터를 게이

트웨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가. 게이트웨이 발견(discovery) 및 센서 네트워크 등록(registration) 

센싱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질의 및 이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센싱 데

이터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센서 네트워크의 싱크 노드와 게이트웨이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싱크가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게이트웨

이 발견이라 한다. 게이트웨이가 싱크 등의 센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센서 네트워크 등록이라 한다.  

나.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센서 네트워크 연관(association) 

센싱 데이터의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

터를 요청하는 인터넷 상의 사용자와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 상의 센서 노드 간 매핑 정보를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매핑 정보를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센서 네트워크 간의 연

관이라고 한다.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센서 네트워크 연관은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 

또는 관리자의 설정으로 생성될 수 있다.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는 

요청하는 센싱 데이터에 대한 요구 조건 및/또는 처리 방법이 명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센서 노드를 지정할 수도 있다. 

초기에 게이트웨이 관리자가 수동으로 연관 정보를 설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요청하는 센싱 데이터에 대한 요구 조건 및/또는 처리 방법을 명시하거나 또는 

특정 센서 노드를 지정할 수 있다. 

다. 센싱 데이터의 전달 

단계 나에서 명시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센서는 해당 

센싱 데이터를 싱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 요구 조건을 명시한 인터넷 상의 사

용자에게 전달한다. 싱크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단계 나에서 

설정된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센서 네트워크의 연관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게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전달한다. 

게이트웨이는 수신한 센싱 데이터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즉, 헤더 캡슐화

(encapsulation) 및 역캡슐화(decapsulation))을 수행한다. 수신한 센싱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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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처리 방법에 따라 센싱 데이터를 조작

(manipulate)한다. 요청하는 센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

우에는 센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raw)로 전달한다. 

 

4.3. 게이트웨이를 사용한 연동을 위한 자료구조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동을 지원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는 

에서 자료구조들는 다음과 같다. 

 

� [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 ] 

센서 네트워크 등록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는 테이블이다. 센서 네트워크 엔티

티로는 센서 네트워크 ID, 싱크, 센서 노드,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다. 

이 테이블의 엔트리는 <Type>, <Entity ID>, <Description>, <Lifetime> 필드들

로 구성된다. <Type> 필드는 해당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가 센서 네트워크 자

체인지, 또는 싱크나 센서, 서비스인지 여부를 나타내며, <Entity ID> 필드는 

각 <Type>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유일하게 식별해주는 식별자를 나타낸다. 

<Description> 필드에는 해당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

함되며,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별 특성에 따라 이 필드는 더 세분화될 수도 있

다. <Lifetime> 필드는 해당 엔트리가 유효한 시간을 나타낸다. 

이 테이블 엔트리의 삭제는 <Lifetime> 필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면 된다. 

<Lifetime> 필드 값은 해당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가 등록될 때 명시되거나 또

는 게이트웨이 관리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 [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USN 엔티티 간 연관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는 테이블이

다. 이 테이블의 엔트리는 <Destination IP Address>, <Destination Port 

Number>, <Source Port Number>, <Sensor Network ID, Sensor ID>, <Query 

ID>, <Lifetime> 필드들로 구성된다. <Destination IP Address>와 <Destination 

Port Number> 필드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를 식별하며, <Source Port 

Number>와 <Sensor Network ID, Sensor ID> 필드는 센싱 데이터 소스인 센

서를 식별한다. <Query ID> 필드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식별자이다. <Lifetime> 필드는 해당 엔트리가 유효한 시간을 나타낸다. 

센싱 데이터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센싱 데이터를 보내오는 센서가 하

나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포트 번호 쌍

(즉, 하나의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해서 센싱 데이터를 보내오는 각 센서마

다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의 엔트리가 하나 생성되며, 따라서 하나의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엔트

리가 생성될 수 있다. 

이 테이블 엔트리의 삭제는 <Lifetime> 필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면 삭제

된다. <Lifetime> 필드 값은 센싱 데이터 사용자의 질의에 의해서 또는 게이트

웨이 관리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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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ry Table ] 

센싱 데이터 사용자와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 간 연관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는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의 엔트리는 <Query ID>, <Sensing Data Requirement>, 

<Sensing Data Manipulation Operation> 필드들로 구성된다. <Query ID> 필드

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식별자이며, <Sensing Data 

Requirement> 필드는 센싱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Sensing 

Data Manipulation Operation> 필드는 데이터 조작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 테이블의 엔트리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의 질의에 의해서 또는 게이트웨이/

센서 네트워크 초기 설정 시 게이트웨이 관리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생성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명시된 처리 방법에 따라서 센싱 데이터를 처리한 후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게 전달해준다.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엔트리가 삭제될 때 이 엔트리의 <Query ID>

와 동일한 <Query ID>를 갖는 Query Table 엔트리도 삭제된다. 

 

5. APDAL(Application Protocol Data Adaptation Layer)의 기능 구조 

 

5.1. APDAL 의 기능 엔티티 

 

APDAL의 기능 블록도는 그림 5-1에 나타나 있다. 4.2절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연

동 시나리오로부터 파악된 APDAL의 기능 엔티티들은 크게 Management FE들과 

Control FE들, Data Processing FE들, Interface FE들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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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APDAL 기능 블록도 

Management FE들은 관리 기능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F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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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 [ Monitoring FE ] 

센서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FE ] 

인증, accounting 등의 기능  

 

Control FE들은 연동을 위해 제어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

들로 다음과 같은 FE들이 있다. 

� [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FE ] 

. 게이트웨이 사용자의 질의 또는 게이트웨이의 광고로 싱크 또는 센서 노드가 

게이트웨이를 발견하는 기능을 제공 

. 싱크나 센서 노드가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옴으로써 게이트웨이를 

발견하는 기능을 제공  

. 게이트웨이 발견 이후 센서 네트워크 등록 절차에 센서 네트워크를 게이트웨

이에 등록하는 기능으로,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을 구축하는 기

능을 제공 

� [ Information Query FE ]  

. 게이트웨이 사용자의 질의에 명시된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센

싱 데이터 요구 조건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 

. 게이트웨이 사용자의 질의에 명시된 센싱 데이터 처리 방법을 Query Table

에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 

 

Data Processing FE들은 센서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터를 IP 기반 네트워크 혹은 

타 센서 네트워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 

FE들이 이에 해당한다. 

 

� [ Header Processing FE ] 

. 특정 네트워크 헤더를 캡슐화 및 역캡슐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때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을 참조함 

� [ Data Manipulation FE ] 

. 게이트웨이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게이트웨이가 Query Table을 참조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 

. 수신한 센싱 데이터로부터 센싱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서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기록 

 

Interface FE들은 APDAL이 상위 응용 계층 및 하위 특정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로 다음과 같은 FE들이 있다. 

 

� [ Upper Layer Interface 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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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계층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 

� [ Lower Layer Interface FE ] 

. TCP, UDP, ZigBee, TinyOS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 

 

이들 FE 외에도 APDAL 관련 FE로 GW Configuration FE가 있다. 

 

� [ GW Configuration FE ] 

. 게이트웨이 관리자가 게이트웨이의 기능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것

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 

 

5.2. APDAL 의 상세 기능 엔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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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APDAL 상세 기능 블록도 

 

그림 5-2는 APDAL의 상세 기능 블록들을 보여준다. 이들 각 기능 블록들의 기능을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6.0224 ８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FE들 ]  

- Advertisement Processing FE 

: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생성해서 전달하는 기능 블록이다. 게이트웨

이 광고 메시지는 주기적으로 또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의 질의가 오면 그 

질의를 포함시켜서 또는 수신한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센서 네트워크로 유니캐스트(질의가 특정 센서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온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멀티캐스트(질의가 특정 센서 노드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브로드캐스트(불특정 센서 노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된다. 

- Solicitation Processing FE 

: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가 없이 또는 질의가 없이 센서로부터 

수신한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게이트웨

이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블록이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 광고 메

시지는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온 센서 노드에게만 유니캐스트로 

전송된다. 

- Registration Processing FE 

: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들에 대한 등록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 후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에 기록하기 위해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 Update FE로 이 등록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블록이다. 

-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 Update FE 

: Registration Processing FE로부터 받은 Sensor Network 엔티티 등록 정

보를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에 기록하는 기능 블록이다. 

 

� [ Information Query FE들 ] 

- Query Parsing FE 

: 수신한 질의를 파싱해서 해석하는 기능 블록이다. 

-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Update FE 

: 질의를 송신한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Sensorr Address 

Binding Table에 기록하는 기능 블록이다. 즉, 질의 메시지의 소스 IP 주소

는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엔트리의 목적지 IP 주소, 질의 메시지

의 소스 포트 번호는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엔트리의 목적지 포

트 번호로 기록된다. 

- Query Table Update FE 

: 질의에 포함되어 있는 센싱 데이터 요구 조건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

를 Query Table에 기록하는 기능 블록이다. 

- Query Conversion FE 

: 수신한 질의를 해당 USN의 질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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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der Processing FE들 ] 

- Header En/Decapsulation for ZigBee FE 

: ZigBee 기반 네트워크로 전달할 데이터/질의/제어 메시지에 대한 

ZigBee 기반 네트워크 헤더의 캡슐화 및 ZigBee 기반 네트워크로부터 전

달된 데이터/질의/제어 메시지 헤더의 역캡슐화를 수행하는 기능 블록이다. 

- Header En/Decapsulation for TinyOS FE 

: TinyOS 기반 네트워크로 전달할 데이터/질의/제어 메시지에 대한 

TinyOS 기반 네트워크 헤더의 캡슐화 및 TinyOS 기반 네트워크로부터 전

달된 데이터/질의/제어 메시지 헤더의 역캡슐화를 수행하는 기능 블록이다. 

- Header En/Decapsulation for IP-based Network FE 

: IP 기반 네트워크로 전달할 데이터/질의/제어 메시지에 대한 IP 기반 네

트워크 헤더의 캡슐화 및 IP 기반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된 데이터/질의/제

어 메시지 헤더의 역캡슐화를 수행하는 기능 블록이다. 

 

� [ Data Manipulation FE들 ] 

- Data Parsing FE 

: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파싱하는 기능 블록이다. 

- Query Table Retrieval FE 

: 수신한 센싱 데이터에 포함된 <Query ID> 값을 갖고 있는 Query Table 

엔트리를 찾아서 해당 엔트리에 명시된 센싱 데이터에 대한 조작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 블록이다. 

-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Update FE 

: 센서로부터 수신한 센싱 데이터 메시지로부터 USN PAN ID, 센서 ID, 소

스 포트 번호 정보를 추출해서 이 센싱 데이터를 요청한 센싱 데이터 사용

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Sensor Address Bindng Table 엔트리에 추출된 

센싱 데이터 소스(센서)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 블록이다. 

- Data Conversion FE 

: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목적지 네트워크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

능 블록이다. 

 

5.3. 연동 시나리오 상의 APDAL 엔티티간 메시지 및 처리 흐름 

 

5.2절에서 정의한 APDAL을 통한 연동 과정 및 센싱 데이터 수신에 따른 메시지 처

리 절차를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APDAL을 통한 IEEE 802.15.4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와 IP 기반 네트워크의 연동 과

정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센서 네트워크 연동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1: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전송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 

연동 

� 시나리오 2: IP 기반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 의한 센서 네트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6.0224 １０

워크 연동 

� 시나리오 3: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가 없거나 질의 없이 게이트웨

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우의 센서 네트워크 연동 

 

또한 이에 추가로 APDAL을 통해 IEEE 802.15.4 기반의 이종 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에 따른 센서 네트워크 연동 시나리오,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로부터의 등록 메시지 수

신 시나리오, 센서 네트워크로부터의 센싱 데이터 수신에 따른 APDAL의 처리 과정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4: 타 센서 네트워크의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 의한 센

서 네트워크 연동 

� 시나리오 5: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로부터의 등록 메시지 수신 

� 시나리오 6: 센서 노드로부터의 센싱 데이터 수신 

 

5.3.1.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전송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 연동 

 

 APDAL은 일정 주기에 따라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센서 네트워크로 전송함으

로써 센서 네트워크 연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Advertisement Processing 

FE에서는 일정 주기가 되면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생성한 후 해당 센서 네트워크 

헤더로 캡슐화해서 목적지 센서 네트워크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한다.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의 전송 주기가 길어지면 센서 네트워크 정보가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 

 

� [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 전송을 위한 처리 과정 ] 

(1) Advertisement Processing FE 

(2) Header Encapsulation for USN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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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APDAL 연동 시나리오 1 

5.3.2.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게이트웨이가 IP 기반 네트워크의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질의 메시지를 수신하

면 헤더를 역캡슐화한 후 질의를 파싱한다.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기록하고 센싱 데이터 요구 조건 및 처리 방법은 

Query Table에 기록한다. 그 후 수신한 질의를 목적지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형식에 

맞게 변환한 후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목적지 센서 네트워크로로 유니

캐스트(질의가 특정 센서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멀티캐스트(질의가 특정 

센서 노드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브로드캐스트(불특정 센서 노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사용해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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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APDAL 연동 시나리오 2 

� [ 질의 수신에 따른 처리 과정 ] 

(1) Header Decapsulation for IP-based Network 

(2) Query Parsing 

(3)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Update 

(4) Query Table Update 

(5) Query Conversion 

(6) Advertisement Processing 

(7) Header En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5.3.3.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가 없거나 질의 없이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오는 경우의 센서 네트워크 연동 

 

게이트웨이가 정기적으로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센서 네트워크로 보내지 않고 

또한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질의가 없이 센서 노드가 게이트웨이에게 게이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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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 센서 네트워크와 연동 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센

서의 초기 설정 시나 또는 센서가 센싱 데이터 송신 전에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5-5) APDAL 연동 시나리오 3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해당 센서 네트워크 헤더를 역캡슐

화한 후 Solicitation Processing FE에서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 게이

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송신한 센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센서 네트워크 Configuration 

Table에 기록한 후,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생성해서 해당 센서 노드로 유니캐스트

한다. 

 

� [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 수신에 따른 처리 과정 ] 

(1) Header De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2) Solicitation Processing 

(3)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 Update 

(4) Advertisement Processing 

(5) Header En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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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타 센서 네트워크의 질의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 연동 

 

 

(그림 5-6) APDAL 연동 시나리오 4 

 

시나리오 2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센서 네트워크 연동이 수행된다. 단, 질의를 하

는 센싱 데이터 사용자가 인터넷 상의 사용자가 아닌 타 센서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가 

된다. 게이트웨이가 타 센서 네트워크의 센싱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질의 메시지를 수

신하면, 헤더를 역캡슐화한 후 질의를 파싱해서 추출한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

보 및 센싱 데이터 요구 조건을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기록한다. 또한 추출

한 센싱 데이터 처리 방법은 Query Table에 기록한 후 이것에 대한 포인터를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기록한다. 그 후 수신한 질의를 목적지 센서 네트워크의 데

이터 형식에 맞게 변환한 후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목적지 센서 네트

워크로 유니캐스트(질의가 특정 센서 노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멀티캐스트(질

의가 특정 센서 노드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브로드캐스트(불특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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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사용해서 전송한다. 

 

� [ 타 센서 네트워크로부터의 질의 수신에 따른 처리 과정 ] 

(1) Header De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2) Query Parsing 

(3)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Update 

(4) Query Table Update 

(5) Query Conversion 

(6) Advertisement Processing 

(7) Header En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5.3.5.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로부터의 등록 메시지 수신 

 

정기적인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나 질의가 포함된 게이트웨이 광고 메시지를 수신

한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게이트웨이에 등록하기 위해 센서 네

트워크 엔티티 등록 메시지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 등

록 메시지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해당 센서 네트워크 헤더를 역캡슐화한 후 센서 네

트워크 엔티티 등록을 수행한 후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에 이 센서 네트

워크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 [ 센서 네트워크 엔티티로부터의 등록 메시지 수신에 따른 처리 과정 ] 

(1) Header Decapsulation for Sensor Network FE 

(2) Registration Processing FE 

(3) Sensor Network Configuration Table Update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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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APDAL 연동 시나리오 5 

5.3.6. 센서 노드로부터의 센싱 데이터 수신 

 

 

센서 노드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해당 센서 네트워크 헤더를 역

캡슐화한 후 수신한 센싱 데이터에 대한 파싱을 수행한다. 센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이 Query Table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수신한 센싱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선행해서 처리된 경우에만 Query Table에 센싱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목

적지 네트워크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센싱 데이터를 목적지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해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서 목적지 센싱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서 (이때 Sensor Address Binding Table에 해당 센서 노드를 소스로 기

록하며, 이 센서 노드에 대한 소스 포트가 이미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스 포트를 

할당한다) 해당 헤더로 캡슐화한 후 유니캐스트로 전송한다. 

 

� [ 센서 노드로부터의 센싱 데이터 수신에 따른 처리 과정 ]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6.0224 １７

(1) Header Decapsulation 

(2) Data Parsing 

(3) Query Table Retrieval 

(4) Data Conversion 

(5) Sensor Address Binding Table Update 

(6) Header Encapsulation for IP-based Network 

 

 

(그림 5-7) APDAL 연동 시나리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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