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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USN용 

운영체제 API의 구조와 기능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USN용 

운영체제 API의 구조와 기능을 정의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USN용 운영체제는 초

소형 센서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것으로서, 나노 HAL, 센싱 및 구동, 태스크 관리, 전

력 관리, 그리고 메시지 핸들링 모듈들로 구성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홈, 지능형 로봇, 텔레매틱스 등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분야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없음 

 

4.2 국내표준  

 

없음  

 

4.3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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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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operating system conducting 

sensor network application program for support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service. 

Operating system for ubiquitous sensor network defined in this standard is entrained 

on micro-sensor hardware and consists of nano-HAL, sensing and actuating, task 

management, power management, and message handling module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Contribution of industry evolution requiring ubiquitous sensor network application 

service: digital home, intelligent robot, and telematic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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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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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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용 센서 운영체제 API 프레임워크 

Sensor Operating System API Framework for USN 

 

1. 개 요 

 

본 표준은 센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USN용 운영체제 API의 구조와 기능을 정의한다. 본 표준에서 정의하는 USN용 

운영체제는 초소형 센서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것으로서, 나노 HAL, 센싱 및 구

동, 태스크 관리, 전력 관리, 그리고 메시지 핸들링 모듈들로 구성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문서는 임베디드 USN용 센서 운영체제 규격을 정의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기술한다.  

• 본 문서의 목적, 범위, USN용 센서 운영체제 구조 및 기능을 정의한다.  

• 본 문서에서 정의하는 USN용 센서 운영체제의 모듈별 인터페이스와 타 모듈

과의 인터페이스는 추후 정의한다. 

• 본 문서에서는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기능 제공을 위해 나노 수준의 하드웨

어 추상화계층(Nano Hardware Abstract Layer)의 기능을 정의한다. 

• 본 문서에서는 센서 노드들간의 통신을 위한 RF 메시지 처리 기능을 정의한

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1.0044 ２

• 본 문서에서는 태스크들의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태스크 상태를 

관리하는 멀티 태스크 관리 기능을 정의한다. 

• 본 문서에서는 운영체제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략을 위한 전력관리 기능을 정

의한다. 

• 본 문서에서는 환경감시, 위치추적, 안전관리 등의 응용들을 위한 센싱 기능

과 센싱 결과에 따라 구동 모터 혹은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한

다. 

 

3. USN용 운영체제 구조 

 

USN용 센서 운영체제는 배터리 동작이 가능한 저전력 MCU(Micro Control Unit)

와 RF 무선통신 하드웨어, 그리고 센싱 및 구동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초소

형 운영체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USN용 센서 운영체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nHAL(nano Hardware Abstract Layer)

OS API

MCU
(32bit)

RF
(ZigBee) Sensor & Actuator

Task
Mgmt

RF Message
Handling

Power
Mgmt

Sensing &
Actuating

Router Map Router Sensor/Actuator
Application VM

LED CLOCK UART ADCRFMPOWER

H/W

OS

Application

 

(그림 1) USN용 운영체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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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응용을 위한 USN용 운영체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USN용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응용 사이에 위치

하며, 다음과 같은 모듈들로 구성된다.   

•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 멀티 태스크 관리 모듈 

• 전력 관리 모듈  

• 센싱 및 구동 모듈  

• RF 메시지 핸들링 모듈  

 

4.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Hardware Abstraction Layer)  

 

3.1. 기능 정의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구

성된다. 연산에 사용되는 프로세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RF 모듈 또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영체제의 하드웨어 독

립적인 이식성을 높이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의 투명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해 하드웨어를 추상화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 제공을 위해 하

드웨어 추상화 계층(HAL)를 정의한다. 

 

• LED 

•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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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M 

• UART 

• ADC 

• INT 

 

위에 열거된 HAL은 일반적으로 센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변 모듈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며 USB, LCD등 다른 추가 모

듈에 대해서도 필요시 별도의 HAL로 추가 구현할 수 있다. LED는 외부 LED를 

구동 하기 위한 HAL로, 외부 I/O Port를 이용하여 LED를 On/Off 할 수 있도록 

제어 함수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HAL 기능은 추후 확장되는 상위 계층의 

API에서 하드웨어 독립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3.2.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  

 

API 설명 

ADC_INIT() Analog 측정값을 Digital로 변환하기 위한 모듈 초

기화 

ADC_GET_SAMPLE() ADC를 이용하여 데이터 변환값을 읽어 오기 위한 

함수 

SET_ADC_MUX(channel) 일반적인 멀티 채널 ADC의 MUX의 채널 값을 설

정 하기 위한 함수 

ADC_ENABLE() ADC 변환 모듈 활성화 함수 

ADC_DISABLE() ADC 변환 모듈 비활성화 함수 

timer_init() 타이머 하드웨어 초기화  

timer_detach() 타임머 적용 함수 제거  

timer_attach() 타임머 적용 함수 연결 

LED_INIT() LED 포트 초기화 

SET_LEDX() X번째 LED turn-on 

CLR_LEDX() X번째 LED turn-off 

UART_INIT() UART 하드웨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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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c() Character uart 출력  

Puts() String uart 출력 

Wake_up() 외부 인터럽트 ISR 연결 함수  

RF_INIT() 무선 통신을 위한 RF 모듈 초기화 함수  

rf_send_pkt() Law Data Format의 데이터 RF 전송 함수  

rf_recv_pkt() Law Data Format의 데이터 수신 함수  

 

5. RF 메시지 처리 

 

4.1. 기능 정의 

 

센서 노드들 간의 통신을 위해 RF 모듈을 사용한다. 센서 노드들은 이 RF 모듈

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며, 이러한 메시지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RF 메시지 핸들링 모듈이 필요하다. RF 모듈은 센서 노드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

은 모듈중에 하나이다. 때라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RF 메시지 관리 기능이 가

능한 API들을 지원해야 한다. 

 

• PHY Layer: RF 통신에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한다. Industrial 

Alliance인 ZigBee를 사용할 경우 IEEE802.15.4의 물리계층 통신 규약에 

따른 RF 인터페이스를 제공받게 된다. 

• Mac Layer: 무선 매체의 접속기능과 제어 기술을 담당하며 PHY Layer로부터 

받은 Data를 재구성 하여 Packet화 하며 수신 및 전송 관련 Control 기능

을 제공한다.  

• Link Layer: 상위 Layer가 다른 노드간에 Packet을 전달함에 있어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전송 및 Packet Assembler및 Fragmentation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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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F 모듈은 센서 노드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모듈중 하

나이다. RF 메시지 핸들링 모듈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API를 제공한다. 

 

4.2.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 

 

API 설명 

send_datagram () Datagram 수준의 데이터 전송 기능 지원 API 

recv_datagram() Datagram 수준의 데이터 수신 기능 지원 API 

mac_protocol_init() MAC 계층 수준의 프로토콜 초기화 기능 

start_end_point_search() 네트워크상의 특정 노드의 경로를 Discover하기 

위한 API 

net_protocol_init() 네트워크 계층 수준의 프로토콜 초기화 기능 

mlme_ll_link_start() Link 계층 수준의 수신 함수를 등록 하기 위한 API

conection_open() 컨넥션 기반의 통신 채널 형성을 위한 API 

connection_close() 컨넥션 기반의 통신 채널 종료를 위한 API 

Bind() 커넥션 기반 통신 채널 Binding 기능  

 

 

6. 전원 관리  

 

6.1. 기능 정의 

 

배터리를 동작전원으로 사용해야 하는 센서 노드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하드웨어 설계에서부터 저

전력을 고려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력 관리가 가능한 MCU를 사용하여 운

영체제 차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API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 노드에서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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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의 설계에 있어서도 전력 관리가 가능한 RF Module로 설계하여 센서 노

드 전체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에너지 관리는 이

처럼 센서 노드 하나에 국한된 관리 모듈이 있으며 이에 더해 센서 노드들이 구

성하는 센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RF Message를 주고 받는 전체 네트워크 차

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 기법을 위해서는 운영체제 

상에서 에너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각 모듈에 해당하는 전력 제어 기능의 API들

을 지원해야 한다. 전력관리 API들은 MCU Processor의 State와 외부 Device의 

State를 감지하여 적절한 Power Level을 조절함으로써 System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API 기능을 제공한다.  

   

• Power Monitoring 기능 API 

• Sleep Controller 기능 API  

• System Idle Monitoring 기능 API 

• External Device Power Control 기능 API 

 

Power Monitor의 경우 Battery의 전력 양을 가용한 수치로 표현하여 주는 기능

을 제공한다. Battery 전력양의 상,중,하에 따라 Batt.Full, Batt.Middle, Batt.Low 

세가지 단계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정 값은 Routing의 경로 설정 시 판

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Sleep Controller 기능은 MCU의 Processor 활동 상

태에 따라 전력 소모 단계를 조절하여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기능

의 API를 제공한다. Sleep은 MCU의 전력 소모 단계와 Wake-up 조건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leep Mode에

는 Idle, Power Down, Power Save Mode 가 있으며 추가로 ADC Noise 

Reduction, Standby, Extended Standby Mode가 MCU의 종류에 따라 추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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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Sleep Mode의 설정은 set_sleep_mode API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의 시스템의 CPU, 메모리 및 각종 기기들은 복수의 전력상태를 가지고 있

고 이러한 전력상태는 시스템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각 전

력상태에 따라서 소모되는 전력과 성능은 trade-off관계에 있다. 즉 한 전력상태

에서 소모되는 전력소모량이 적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성능이 낮거나 또는 정

상상태로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latency가 크다. 따라서 전력소모를 줄이면 성능

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요구사항이 항상 시스

템의 최고 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감 성능의 감소는 최소화하면서 전

력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능동형 전력관리는 시스템 내의 workload 및 사용자 요구를 판단하여 기

기들의 전력 상태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전력 소모 요구를 운영체제에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의 

요구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통해 들

어온 요구조건들을 분석하고 중재하여 가능한 기기별 전력상태를 결정하는 모듈

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에 의해 시스템의 각 기기들의 전력상태를 변화시키는 

인터페이스들이 요구된다. 

6.2.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 

 

API 설명 

set_sleep_mode() 운영체제 커널의 전력 관리 모드 설정  

get_sleep_mode() 현재 커널의 전력관리 모드 확인 기능  

set_sensor_power_state() 외부 센서 모듈 전원 공급 상태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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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get_sensor_power_state() 외부 센서 모듈 전원 공급 상태 확인 기능 

set_rf_power_state() 무선 통신 모듈의 전원 상태 설정 기능 

get_rf_power_state() 무선 통신 모듈의 전원 상태 설정 확인 기능 

set_ext_md_power_state() 외부 모듈의 전원 상태 설정 기능 

get_ext_md_power_state() 외부 모듈의 전원 상태 설정 확인 기능 

set_rf_tx_power() 무선 통신 모듈의 전송 전력(mdB) 설정 기능 

get_rf_tx_powre() 무선 통신 모듈의 전송 전력(mdB) 설정 확인 기

능 

 

 

7. 멀티 태스크 관리 (Multi-Task Management)  

 

7.1. 기능 정의 

 

멀티 태스크 관리에서는 태스크들의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태스크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모듈은 태스크 스케줄링 및 인터럽트 처리

기능, 태스크 생성 기능, 태스크 소멸 기능, 태스크 실행 기능, 태스크 컨텍스트 

스위칭 기능, 태스크 딜레이 기능들을 지원해야 함으로, 아래의 기능이 필요하

다. 

 

• 태스크 스케줄링 및 인터럽트 처리기능  

• 태스크 생성 기능 

• 태스크 소멸 기능 

• 태스크 실행 기능 

• 태스크 컨텍스트 스위칭 기능 

• 태스크 딜레이 기능 

 

7.2.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  

 

API 설명 

_initialize_msgq 메시지 큐 모듈 초기화 한다.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KO-11.0044 １０

MSGQ_Accept 메시지 큐 수신 허용한다.  

메시지가 사용가능 하다면 큐에서 체크를 하고, 사

용가능하지 않다면, 태스크를 suspend 하지 않

는다 

MSGQ_Create 메시지 큐 생성한다. 

MSGQ_Query 메시지 큐로부터 질의를 보낸다.  

MSGQ_Delete 큐에서 메시지를 제거한다. 

MSGQ_Post 큐에 메시지를 등록한다. 

MSGQ_Pend 큐에 메시지를 대기시킨다.  

mutex_init Mutex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한다. Mutex 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호출해야 한다. 

mutex_lock Mutex 잠금을 요청한다.  

mutex_unlock Mutex 잠금을 해제하고, 다른 쓰레드가 protected

된 code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mutex_try_lock 다른 쓰레드가 이미 lock 상태이면 MUTEX_LOKED, 

그렇지 않다면 MUTEX_OK 

pthread_create pthread_create 는 새로운 쓰레드를 생성한다.  

pthread_exit pthread_exit 는 현재 호출되어서 실행중인 

쓰레드를 종료시킬때 사용한다.  

pthread_cancel 이 함수는 하나의 쓰레드에서 실행중인 다른 

쓰레드를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좀더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다른 쓰레드에게 

쓰레드 취소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을 

위해 사용된다.  

pthread_setcancelstate 이 함수를 호출한 쓰레디의 취소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pthread_setcanceltype 취소 요청을 받은 쓰레드가 어떻게 반응 

할건지(취소타입)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pthread_join 실별번호 th 로 시작된 쓰레드가 종료되는걸 

기다린다.  

pthread_ms_delay 쓰레드 수행을 일정시간동안 지연시킬수 있다. 

pthread_set_timeslice 쓰레드 수행을 시분할적으로 나누어서 제공한다. 

reschedule 스케쥴 큐에 해당 쓰레드를 재설정한다. 

start_threads 쓰레드 시작을 한다. 

_pthread_set_timeslice 쓰레드 time slice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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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pthread_fork 쓰레드를 생성한다. 

_pthread_exit 쓰레드를 종료한다. 

_pthread_suspend 쓰레드를 suspend한다. 

_pthread_continue 쓰레드 연속 등록한다. 

_pthread_sleep 쓰레드 sleep time을 설정한다. 

_pthread_wake_up 쓰레드를 깨운다. 

_pthread_current 현재 수행될 쓰레드 포인터를 리턴한다. 

_pthread_deferred_delete 종료 쓰레드 큐에서 제거한다. 

display_thread_list 해당 쓰레드 리스트를 출력한다. 

_pthread_cancel 쓰레드 cancel 한다. 

sem_init Semaphore 초기화한다. 

sem_post Semaphore 등록한다. 

sem_wait Semaphore 대기한다. 

sem_try_wait Semaphore 대기 시도한다. 

 

 

8. 센싱 및 구동 (Sensing and Actuating)  

 

8.1. 기능 정의 

 

환경감시, 위치추적, 안전관리 등의 응용들을 위한 센싱 기능과 센싱 결과에 따

라 구동 모터 혹은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 예로 사용 가능한 

센싱 기능들에는 빛 센서 – 빛 센서 on/off 및 조도값 읽기 기능, 온도 센서 – 

온도 센서 on/off 및 온도값 읽기 기능, 가스 센서 – 가스 센서 on/off 및 가스

값 읽기 기능, 적외선 센서 – 적외선 센서 on/off 및 적외선값 읽기 기능,초음파 

센서 – 초음파 센서 on/off 기능 및 초음파 송신 혹은 수신 기능들이 있다. 

• 빛 센서 – 빛 센서 on/off 및 조도값 읽기 기능 

• 온도 센서 – 온도 센서 on/off 및 온도값 읽기 기능 

• 가스 센서 – 가스 센서 on/off 및 가스값 읽기 기능 

• 적외선 센서 – 적외선 센서 on/off 및 적외선값 읽기 기능 

• 초음파 센서 – 초음파 센서 on/off 기능 및 초음파 송신 혹은 수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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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  

 

API 설명 

ACTUATOR_INIT 구동기 포트를 초기화한다. 

ACTUATOR_ON 구동기를 켠다. 

ACTUATOR_OFF 구동기를 끈다. 

get_xxx_adc_raw_data 해당 xxx 센서의 값을 읽어온다. 

IR_RX_INTERRUPT_ENABLE ir rx interrupt 활성화 

IR_RX_INTERRUPT_DISABLE ir rx interrupt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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