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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기존의 IPv4 프로토콜 스택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 고성능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데스

크탑 및 서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교적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 표준에서 고려하는 센서 노드들은 8비트 이상의 프로세

서, 50K 이상의 프로그램 메모리, 소형 배터리 탑재 등 기존의 장치보다 저전력과 초소

형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IPv4를 센서 노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자

원 소모가 많거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최소한의 통신 기능을 지원하면서 호스트로 동작하는 (이하 센

서 노드)들의 자원 소모를 최소하기 위해 IPv4 프로토콜의 기능을 최적화한 구현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에서는 소형 센서 노드들에 적합한 IPv4, ICMP프로토콜 스택의 기능을 단일센

서 네트워크에 하나의 게이트웨이와 라우터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구현 가이드

라인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센서 노드에 탑재되어야 하는 IPv4 프로토콜 스택의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센서 노드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 RFC1122 : Requirements for Internet Hosts – Communication Layers 
 

 

4.2 국내표준  

- 해당 사항 없음 
 

4.3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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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참조 표준 RFC 1122는 안정적 전원공급과 고성능 기반의 호스트를 대상으로 IP 
프로토콜 스택의 기능 분석을 위해 인터넷 호스트의 요구 조건을 정의한 표준임. 

본 표준은 4.1절의 참조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IPv4 프로토콜의 기능 중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하도록 선별된 기능을 제시한 것임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본 표준은 4.1절의 참조표준 RFC 1122에서 정의하고 있는 IPv4 프로토콜의 기능 
중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기능들을 선별한 것으로, 본문 설명 외의 별도

의 비교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 축약된 IPv4 관련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IPv4에 전체 기능에 대한 적합성 시
험을 만족하지 않으며, 본 표준을 위한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필요로 함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 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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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s 

 

IPv4 protocol is designed for desktops or server systems which have high 

performance processing capabilities with main powered. The full stack of IPv4 protocol 

could be heavy and energy-inefficient for small memory size, low capacity, and low-

powered sensor nodes (e.g, minimum 8bit processor, 50K program memory, battery 

operated node), on which this standard targets. This standard defines minimum 

functionalities of IPv4 protocol which allow IPv4 communication with energy 

optimization for such sensor node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minimum functionalities of IPv4 and ICMP protocols for low-

power and low-capacity sensor nodes in a sensor network in which only one gateway 

and one router are placed.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will contribute to provide interoperability for sensor nodes to 

communicate on IPv4, by defining common set of minimized IPv4 protocol 

functionalities for sensor nodes. 

 

4.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RFC1122 : Requirements for Internet Hosts – Communication Layers 
 

4.2 Domestic Standards  

 

- Nothing is referred  
 

4.3 Other references 

 

- Nothing is 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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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 This standard minimizes functionalities which are defined in the reference 
Recommendation in the Section 4.1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This standard provides minimized functionalities. Thu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RFC 1122 and this standard is shown in the main text of this 

standard. Separate table to show the differences are no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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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s.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thing is specified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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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호스트를 위한  

IPv4 구현 가이드라인 

(IPv4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the Hosts  

in a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1. 개요 
 

기존의 IPv4 프로토콜 스택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 고성능 프로세싱 능력을 가진 데스

크탑 및 서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비교적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를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 표준에서 고려하는 센서 노드들은 8비트 이상의 프로세

서, 50K 이상의 프로그램 메모리, 소형 배터리 탑재 등 기존의 장치보다 저전력과 초소

형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IPv4를 센서 노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자

원 소모가 많거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용량의 메모리 환경과 저전력의 전력 소모를 기본 사양으로 하는 호스트로

동작하는 센서 노드(이하 센서 노드)들의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는 IPv4 기반 프로토콜

들의 기능 최적화가 필요하다. 본 표준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의 센서 노드와 인터넷

을 연동하기 위해, 저 성능의 센서 노드에서 실행 가능한 최소 사양의 IPv4 기반 인터

넷 프로토콜의 기능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각 프로토콜 별 기능 구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센서 노드들의 전력 소모, 프로세싱 오버헤드, 메모리 소모를 최소화함 
- 일반 외부 인터넷 호스트와 종단간(end-to-end) 프로토콜 호환성을 보장함 
- 프로토콜이 탑재되는 센서 노드는 IPv4 라우터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호스트 기
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호스트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함 

- 일반 가정 
 프로토콜이 탑재되는 센서 노드는 IPv4 라우터나 게이트웨이 역할은 수행

하지 않고 호스트 기능만 수행함 

-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가정 
 센서 네트워크의 PHY/MAC은 IEEE 802.15.4 기반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센서 네트워크는 802.15.4에서 정의한 Multi-Hop 전송을 지원하되, 이를 

위하여 IP계층 하위의 멀티 홉 전송 기능이 지원된다고 가정하고, 본 표준

에서는 서브넷 안에서 IP routing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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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PAN ID로 정의되는 PAN에는 오직 하나의 IPv4 게이트웨이만 존재

한다고 가정함 

 센서 노드는 IEEE 802.15.4의 단일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진다고 전제함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다음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IPv4 프로파일로 구성된다. 

- 초소형 초경량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IPv4 
- 초소형 초경량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ICMPv4 
본 표준에서는 저전력 무선 센서네트워크 내 호스트 센서노드의 제한적 자원을 고려

하여 IPv4 프로토콜 규격 가운데 구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IPv4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을 명시한다. 따라서 각 센서 네트워크의 자원 특성에 따라 본 표준에서 지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3. 정의 
3.1 용어정의 
호스트(host): RFC 2460 정의를 따른다 

(라우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노드: any node that is not a router)  

 

 

 

4. 프로토콜 별 최적화 방안 
 

4.1 프로토콜 구성 
 

본 표준에서는 단일센서 네트워크에 하나의 게이트웨이와 라우터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IPv4통신 환경을 위하여 다음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 IPv4: 외부 인터넷 호스트와의 프로토콜 호환성을 위해 기본 기능을 포함함  
- ICMPv4: 에러 보고 등 경량화된 기능이 포함됨 
- ARP: 브로드캐스트를 센서 네트워크 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량화가 필요함. ARP는 본 표준에서는 다루지 않음 

- RARP: IPv4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구현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IPv4주
소의 자동 설정 환경에서는 지원되어야 함. RARP는 본 표준에서는 다루지 않음.  

다음 프로토콜은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 IGMP: IP 멀티캐스트는 저전력 센서네트워크서는 자원소모가 커서 일반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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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음.  

 

 

4.2 IPv4 최적화 
IPv4는 외부 인터넷 호스트와의 프로토콜 호환성을 위한 기본 기능을 포함하며, 일반 

IPv4 호스트에서 지원되는 기능 중 경량화를 위하여 센서 노드를 위한 IPv4 구현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기능 
- 게이트웨이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IP 스펙은 지원하지 않음 
- 다중 IP 주소 지원을 의미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은 지원하지 않음 
- 버려진(Discarded) 데이터그램 패킷 (Datagram packet)의 로그(log)를 남기는 기능
은 지원하지 않음 

2) ToS 
- 일반적인 저전력 센서네트워크 응용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음 
3) TTL 
- 전송계층에서 TTL을 세팅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음 
- 고정 TTL이 구성 가능 (configurable)하도록 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음 
4) 단편화 및 재조립 기능 
- 센서 네트워크의 링크계층의 프레임보다 커지는 응용데이터의 경우 IP 상위 계층에
서 단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센서 네트워크 안의 호스트 노드들로 전달되는 패킷

은 라우터에서 링크에 맞도록 전달되므로 호스트 단에서의 단편화(fragmentation)기

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재조립(Reassembly)기능은 지원함  

5) 라우팅 관련 
- IP 라우팅 기능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Source Route Option과 Source Route 
Forwarding은 지원하지 않음 

- 링크 계층의 브로드캐스트를 유발하는 IP 멀티캐스트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IPv4 의 
멀티캐스트의 경우 IGMP 등 지원해야 하는 프로토콜 및 프로세싱의 복잡도가 일반 

센서노드에 부담이 되며, 지원하지 않아도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않음.  

 그러므로, ‘Broadcase address as IP source address’를 ‘MUST NOT’으로 정의
한 RFC1122는 그대로 따라야 하며, L2 broadcast 주소이면서 non-IP 

broadcast 주소를 버리는 기능도 구현되어야 함. 또한, broadcast주소 패킷을 

버리기 위하여 모든 broadcast 주소 포맷에 대한 인식도 제공되어야 함 

- ‘라우팅 아웃바운드 데이타그램(routing outbound datagrams)’은 게이트웨이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센서 노드간의 통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use address mask 

in local/remote decision’과 ‘Operate with no gateway on connected network’ 기능

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음 

6) IP Options 
7) IP 계층에서 전달된 IP 옵션을 응용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를 필요로 하는 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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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응용이 있을 때 유효하다. 일반적인 통신망 환경에서 UDP를 통과해서 상

위 계층에게 전달해야 하는 IP 옵션은 “Source Route”와 “Record Route”, “Time 

Stamp” 세 가지인데, 이들 옵션들은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IP 옵션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음 멀티캐

스트 

- 가정에서 설명한대로 멀티캐스트 관련 기능은 고려하지 않음 
 

4.3 ICMP 최적화 
1) ICMP 패킷 일반 기능 
- ICMP 에러를 전송 프로토콜로 Demux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음. 
2) Destination Unreachable 
- 패킷 생성은 지원하나, 패킷 수신 처리는 지원하지 않음. ICMP ‘Destination 
Unreachable’ 패킷을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도 지원하지 않음 

3) Redirect 
- 이 표준의 대상이 하나의 라우터가 하나의 센서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고, 
저전력 센서 노드에서 Redirect 처리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하지 

않음 

4) 파라미터 오류 
-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Parameter오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를 상위 계
층으로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 보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않음 

5) ICMP 에코 요청 및 응답 
- Echo server외에는 지원하지 않음. 이때, Echo Reply에서 128byte까지 같은 데이터
를 보내도록 된 부분은 Header만 전송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함 

6) ICMP 주소 매스킹 
-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주소 매스킹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므
로 지원하지 않음 

7) Source Quench 
- 이 기능은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할 수 있고 센서노드에서는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아
도 되므로 지원하지 않음 

8) Interface 
- 이 기능은 저전력 센서 세트워크에서 IPv4통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
므로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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