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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구성요소와 프로토콜

에 관한 참조모델을 명시한다.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

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요소기술의 기능 요건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구성요소와 프로토콜

에 관한 참조모델을 명시한다. 본 표준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요소기술의 기능 요건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유비

쿼터스 서비스 분야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없음 

 

4.2 국내표준  

 

없음  

 

4.3 기타  

 

없음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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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없음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본 표준과 관련하여 2005 년 12 월 현재까지 확인된 지적 재산권은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없음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5.12.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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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describes a reference model defining components and interfaces 

for providing sensor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This model describes sensor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and defines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ir 

technical component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the basic concept of sensor network. In addition, this 

standard includes the functional definitions about technical factors such as S/W 

and H/W components of sensor node, communication protocols among sensors, 

and communication protocols among sensor network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promotes the activation of businesses in ubiquitous service 

domai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necessary for providing 

sensor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  

 

None 

 

4.2 Domestic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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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ther Standards   

 

None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None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ould not discover of the presence of IPR related to this standard.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5.12.21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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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1. 개 요  

 

센서 네트워크는 온도, 습도, 소리, 이미지, 자장의 변화, 화학 성분 등 다양한 

특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과 이들을 처리하고, 무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진 초소형의 센서 노드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센서 네트워크는 단독 

또는 협동 작업을 통해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능형 정보와 유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외계 인지에 사용하는 센서 자체의 

기술, 정보 전송을 위한 센서간 혹은 기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위 응용 시

스템 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1.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구성요소와 프로토

콜에 관한 참조모델을 명시한다. 본 표준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에 대

하여 기술하고, 이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요소기술의 기능 요건을 정의한다. 이

를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기술교류

를 촉진하고, 유비쿼터스 서비스 분야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1.2 표준의 요구사항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은 센서 기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응용 시스템 기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표준에서는 

추후 개발될 기술 및 표준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공통의 기술 기반으로 참

조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요건 및 기술적 특성만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 체계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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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 사용 지침  

 

본 표준에서 명시한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구

현을 위한 기능 요소들과 프로토콜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그것의 기능 및 

기술적 특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앞으로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의 바탕이 되

는 기술들과 그 기술들에 관한 표준들을 일관성 있게 개발하고 통합하기 위한 

기술 참조로써 본 표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에서 제안하는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노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센서간 또

는 네트워크간 연동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등에 관한 기능 정의를 포함한다.   

 

2.1 표준의 구성 체계 

 

본 표준 문서에서 기술하는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

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와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

인 정의와 특성을 먼저 기술한다. 다음으로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를 제시

하고, 그것의 구성요소인 센서 플랫폼, 센서노드 연동 프로토콜, 센서노드 플러

그인, 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프로토콜,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과의 연동 

프로토콜 등에 관한 기능과 특성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센서 네트워크 관련 용

어들을 정의한다. 추후에 개발될 표준은 (그림 2-1)의 표준 구성 체계에 따라 본 

표준의 참조모델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일관성을 보장하고, 통합된 하나의 표준으

로서 참조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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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

센서 네트워크 개념 정의 센서 네트워크 용어 정의

센
서
노
드
플
랫
폼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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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드
간
연
동
프
로
토
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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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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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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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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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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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동
프
로
토
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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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
워
크
와
인
터
넷
간

연
동
프
로
토
콜

 

(그림 2-1)  표준의 구성 체계 

 

2.2 표준화 범위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센서노드 플랫폼에서부터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 및 유기적 결합이 요구된

다. 본 표준 문서에서 제시하는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은 센서 네트워크 정의,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 정의, 센서노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성, 센서간 또는 네트워크간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의 기능 등에 관하여 기술한

다.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에서 다루는 표준화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센서 네트워크 정의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 정의 

 센서 네트워크 구성요소 및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성 정의  

 센서 네트워크 관련 용어 정의  

 

3. 센서 네트워크 정의  

 

센서 네트워크는 연산, 센싱, 그리고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센서들이 네트워크

로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설명하면, 센서 네트워크는 필요한 모든 것

(곳)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사물의 인식정보는 물론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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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까지 탐지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네

트워크에 연결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기술에는 외부 환경의 인지에 사용하는 센서 자체의 기술, 정보를 운반

하기 위한 센서끼리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 얻어진 정보

를 활용하기 위한 상위 응용 시스템 기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로 구성되

는 센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에너지 소모의 효율성 (Power Consumption) –센서 노드는 제한된 전원 소

스에 연결되며, 센서 노드의 수명은 전원 소스의 수명에 크게 의존한다. 센

서 노드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는 센싱, 무선통신, 연산 등 3 가지 종류의 

기능 수행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센싱, 무선통신, 연산 등의 기능 수행이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한다.  

 동적인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건실성 (Fault Tolerance) –센서 노드는 전원 

부족, 물리적 손상, 환경 간섭 등의 이유로 정확한 기능 수행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센서 네트워크는 그 기능을 허용된 범위의 시

간 이내에 다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의 노드 구성에 의한 확장성 (Scalability) –센서 노드의 수는 센서 네

트워크 응용 분야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연결되

어 확장될 수 있다.   

 다수의 노드 구성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 개발 비용 (Production Costs) – 

센서 네트워크는 많은 수의 센서 노드로 구성되므로, 단일 센서 노드의 구

축 비용이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구축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력, 컴퓨팅 능력,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의 제한성 (Hardware 

Constraints) –센서 노드는 필요한 모든 곳에 배치되어 응용될 수 있어야 하

므로, 센서 노드는 소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센서 노드의 소형화로 

인하여 전력, 컴퓨팅 능력,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

적이다.   

 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가변성 (Topology Changeability) –센서 네트워

크의 토폴로지는 매우 수시로 변화한다.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변화 및 

유지는 크게 3 가지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센서 노드 배치 단계 (Predeployment and deployment phase)  

 센서 노드들은 집단으로 혹은 하나씩 센서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  

 센서 노드 배치 이후 단계 (Post-deployment phase) 

 센서 노드의 배치 이후에 센서 노드의 위치 변화, 반응력, 가용 에너지, 

오동작 등으로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변할 수 있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1.0038 ５

 센서 노드 재배치 단계 (Redeployment of additional nodes phase) 

 오동작 노드의 대체 또는 동적인 작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센서 노드들

이 임의로 재배치될 수 있다.  

 

 센서 노드의 배치 환경 (Environment) –센서 노드는 일반적으로 밀집되어 

관찰하고자 하는 외계에 배치된다.   

 노드간 통신 매체 (Transmission Media)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 서로 

통신하는 센서 노드들은 무선방송, 적외선, 광 매체 등의 무선 매체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4.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는 (그림 4-1)에서와 같이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종류의 기술 영역들(A~D)로 구성된다. 즉, 센

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는 외부 환경의 인지에 사용하는 센서 자체의 기술과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상위 응용 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는 센서노드에 대

한 센서 플랫폼, 정보를 운반하기 위한 센서끼리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연동 프로토콜(센서 노드간, 센서노드 

플러그인, 센서 네트워크간,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을 포함한다.  

[A] [A] 센서노드센서노드 플랫폼플랫폼 [B] [B] 센서노드간센서노드간 연동연동 프로토콜프로토콜 [ C] [ C] 센서노드센서노드 플러그인플러그인

[D] [D] 센서네트워크간센서네트워크간 연동연동 프로토콜프로토콜 [E] [E] 센서네트워크와센서네트워크와 인터넷간인터넷간 연동연동 프로토콜프로토콜

Sensor Network

Sensor NodesSensor Nodes

Sensor Network

Sensor NodesSensor Nodes

Sensor Network

Sensor NodesSensor Nodes

Sensor NodesSensor Nodes

[A][A]
[B][B]

[C][C]

[D][D] [E][E]

InternetInternet

 

(그림 4-1) 센서 네트워크 참조 아키텍처 

 

4.1 센서노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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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노드는 연산, 센싱, 그리고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유비쿼터스 

환경의 필요한 모든 것(곳)에 부착되어 기본적인 사물의 인식정보는 물론 주변의 

환경정보(온도, 습도, 오염정보, 균열정보 등)까지 탐지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전

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센서노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센서노드 플랫폼의 하드웨어 구성 

센서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로는 센싱 유닛, 프로세싱 유닛, 송수신 

유닛, 그리고 파워 유닛 등 크게 4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응용 분야에 따

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모듈 형태의 컴포넌트로는 위치인식 시스템, 전

원 생성 장치, 모빌라이저, 호스트 인터페이스, 구동기(actuator), 외부 메모

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센서노드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구성 

센서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는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미들웨어, 전력관리, 보안, 위치인식 및 클럭 동기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중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엄격하지는 않다.  

 

4.2 센서노드간 연동 프로토콜 

 

센서노드간 연동 프로토콜은 동종 또는 이기종 센서간에 정보 교환 및 상호작

용을 지원한다. 특히 이기종 센서간에 상호 연동을 위해서는 센서 간에 주고 받

는 메시지 규격 및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 규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다. 센서간 연동 프로토콜에서는 센서간 연동시 이용되는 메시지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표준 메시지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메시지/데이터 규

격을 정의한다. 본 표준 문서에서는 단지 센서간 연동을 위한 메시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메시지  

센서 네트워크내에서 이기종 노드들이 연동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하는데 필요한 메시지  

 보안을 위한 메시지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서 키 분배와 같이 베이스 노드와 센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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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보안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메시지 

 위치 인식(Localization)을 위한 메시지 

위치 인식 프로토콜의 연동을 위한 위치의 정의 및 교환되는 메시지 

 클럭 동기화를 위한 메시지 

전체 센서 네트워크내 노드의 클럭을 동기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정의 

및 동기화 알고리즘 수행에 필요한 메시지 

 

이외에도 상황인지, 소프트웨어 버전 제어 등 미들웨어 연동을 위한 메시지 등

이 있을 수 있다.  

 

4.3 센서노드 플러그인  

 

센서노드 플러그인 기술은 다양한 벤더에 의해 개발되는 센서를 다양한 프로

토콜을 가지는 임의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동작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센서 노드들은 그 특성상 응용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센싱 기능과 서

비스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다양한 벤더들에 의해 개발된다. 그러므로 사용

자들이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사용자들

이 쉽게 센서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Plug-and-Play’기능이 필수적이다. 

센서 플러그인은 크게 연결 및 구성, 분리 3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연결 및 구성 (Connection & Configuration) 

센서가 임의의 네트워크에 설치되면, 센서들은 자신의 설치 관련 정보를 기

존의 네트워크 노드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전달되는 정보는 센서 노드

들에 대한 기본적인 장치 정보 및 센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어 및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분리(Disconnection) 

센서 노드들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때, 분리를 통지

하는 메시지를 주변 노드에게 보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주변 노드들

은 해당 노드와 관련된 정보를 지우게 된다. 

 

4.4 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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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프로토콜은 센서로 구성된 Ad-hoc 특성을 갖는 네트워

크에서 서로 다른 센서 네트워크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본 표준 문서에서

는 추후에 개발될 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프로토콜에서 포함하게 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임의의 통신 채널, 데이터 타입,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

간에도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 상호연동

을 위한 협업 메시지 규격이 정의되어야 하고,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 요소가 요구된다.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메시지 규격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협업 메시지 규격은 센서 자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채널 정보, 센싱 및 상황 정보 등을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 종류와 데이터 포멧을 정의한다.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이기종 센서 네트워크간 상호연동을 위한 통신은 브릿지(Bridge) 역할을 하

는 요소를 통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 이때 브릿지는 이기종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 전송이 투명하도록 물리적 변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주파수 혹은 통신 모듈을 사용한다면 이기종간 데이터 송

수신시 전송 하고자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에 맞는 반송 신호로 변환하

여 주어야 한다. 

  

4.5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연동 프로토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인터넷과

의 연동을 통하여 센서 네트워크간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

와 인터넷간의 연동 프로토콜은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시지 규격과 통신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본 표준 문서에서는 추후에 개발될 센

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연동 프로토콜에서 포함하게 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연동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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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통신 채널, 데이터 타입,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

이 인터넷과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와 인

터넷간에 공통의 메시지 규격을 정의하고,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 요소가 요구된다.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연동을 위한 메시지 규격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연동을 위한 협업 메시지 규격은 센서 자체

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채널 정보, 센싱 및 상황 정보 등을 전송하기 

위한 메시지 종류와 데이터 포멧을 정의한다.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연동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상호연동을 위한 통신 기능을 하는 요소를 통하

여 상호 독립적으로 연동될 수 있다. 이때 게이트웨이는 센서 네트워크와 

인터넷간 간에 데이터 전송이 투명하도록 물리적 또는 통신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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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  

 

센서 네트워크 참조모델  
(Sensor Network Re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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