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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Ad-hoc 네트워크는 기반 망의 도움 없이 통신 기기간의 능동적인 연결 설정이 가능하고, 기기의 자
유로운 네트워크의 참여와 이탈을 보장하여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이 용이하다. 지금까지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기반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파괴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
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주로 군사용 네트워크나 긴급 구조 및 통신 재난 백업 목적의 비 상업용 네트워크
로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립된 네트워크의 구성 및 다양한 정보 통신 단말간의 상
호 연결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여러 분야로 Ad-hoc 네트워크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Ubiquitous) 네트워크로 기대되는 차세대 네트워크에서의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활용은 다양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이동 Ad-hoc 네트워크가 적용되기 용이한 응용 서비스 분야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다양한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활용과 안정된 이동 Ad-hoc 네트워크 기반 기술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의 PRNET(Packet Radio NETwork)을 시작으로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고정된 기반 망의 도움

기반 망의 사용이 어렵고 빠른 적응성이 요구되는

없이 이동 단말만으로 구성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군사용 네트워크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이동 Ad-

네트워크이다[1]. 이동 Ad-hoc 네트워크에서의 단

hoc 네트워크는 군사 지역이나 산악 지역과 같이 기

말은 능동적이고 네트워크의 참여와 이탈이 자유로

반 망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반 망의 구축이 어려운

우며 대등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

상황, 또는 기반 망이 파괴된 통신 재난 등에 적합한

는 고정되고 중앙 집중적인 기반 망에서의 단말이 수

비 상업용 네트워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사용자

직적이고 수동적으로 동작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지

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이 가능하

금까지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구성이 단순하고

므로 상업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 사업

융통성 있으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임시 네트워크

자 또는 통신 장비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의 관심에

의 구성에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서 제외되어 현재까지는 적절한 활용을 보여 주지

이 논의되어 왔다[2],[3].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 Ad-hoc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DARPA

특히, 이동 통신 네트워크 또는 무선랜과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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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빠르고 편리한 무선 통신 인프라 및 다양한 콘

비스에 이동 Ad-hoc 네트워크와 접목되거나 일부

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과 같은 막강한 기반 망들과

기능을 연계한 서비스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IV

경쟁하기에는 아직도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기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술적인 난이도와 복잡성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부
재와 사용자의 인식 부족 등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통신 단말의 출현과
단말끼리의 자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 개인 영

II.
II. 이동 AdAd-hoc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역 네트워크(Personal Area Network, 이하 PAN)

본 장에서는 이동 Ad-hoc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

로의 응용 및 네트워크 구성의 용이성 등에 의해 다

스 실현 가능성을 기술한다. 기존의 기반 통신 시설을

양한 분야에서의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실현이

배제하고 순수한 이동 Ad-hoc 네트워크로만 구성

기대되고 있다.

이 가능한 서비스로는 회의 및 그룹 통신 서비스, 긴

네트워크의 구성에 필수적인 통신 단말은 과거의

급 구조 서비스, 그리고 군용 통신 서비스 등이 있다.

고정(fixed/wired) 단말에서 휴대(portable) 단말,
이동(mobile) 단말, 정보(information) 단말, 그리고
최근에 급속히 논의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단말로 점차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복합된 개념
을 가진 지능화된 단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단말간의 상호 통신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의 전개는 이동 Ad-hoc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다종 다양한 컴퓨터들이 현실세계의 사물
과 환경에 스며들어 상호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사물, 정보간의 최적 컴퓨팅
환경”으로 정의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3]에서도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직접적인 통신을 위한 이동 Ad-hoc 네트워크
개념이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응용 서비스 분야들을 종합하고 가능한 시나
리오들을 기술한다. 해당 분야들은 이동 Ad-hoc 네
트워크 고유의 서비스 영역도 있지만, 많은 분야가

1. 회의 및 그룹 통신 서비스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가 집중되는 회의장 또는
전시장에서의 통신망 구축은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개인이 소유한
노트북이나 휴대 단말 또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등의 이동 컴퓨팅 기기들을 상호 연결
하여 이동 Ad-hoc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하면, 일시
적 사용을 위한 별도의 망 구축 및 사후 제거가 필요
없어지므로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정
그룹간의 통신에 있어 중앙의 통제가 필요 없기 때
문에 망 구성이 단순해진다.
(그림 1)은 개인이 가진 노트북을 이용하여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 홉 통신 서비스를 보
여준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전시장이나 회의장에서
개인들간의 정보 교환이나 화상 회의, 채팅 등의 서
비스가 가능하며, 제품 정보나 명함 등을 참가자들
에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존의 기반 망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들로서 이들
이 이동 Ad-hoc 네트워크와 접목되었을 때 또는 부
분적으로 응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짚
어보고자 한다.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 서론에 이어 II

Zeus
Hermes

장에서는 이동 Ad-hoc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 제

Flora

공되는 서비스들을 기술한다. III장에서는 기존의 서

(그림 1) 개인 정보 교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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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그림 1)을 확대하여 유선 망이나 무
선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의장에서 무선을 통해

집하는 작업들이 별도의 망 구축 없이 이동 Ad-hoc
네트워크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고 있
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성으로 작게는 두 사

2. 긴급 구조 서비스

람간의 전자 명함 교환에서부터 크게는 신속한 문서
태풍, 집중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나 지하

의 공유나 발표 자료의 분배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깊은 지하 동굴이나 도심에서 외떨어

철 붕괴, 대형 화재와 같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하

진 지역에서 유적지 발굴 또는 탐사와 같이 제한된

는 경우, 통신 설비의 파괴 또는 폭주로 인한 기능

기간에 일시적으로 여러 조사 팀이 그룹으로 나뉘어

마비, 서비스 불능 등의 통신 재난으로 기반 통신 시

작업을 하는 경우, 각 그룹간의 음성 교환이나 데이

설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터 전달, 또는 발굴된 유물들의 이미지 정보를 실시

또한 이와 같은 재해가 사막이나 정글, 깊은 산속 등

간으로 전송하여 비교 분석하거나 하나의 서버로 수

의 기반 통신 시설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 지역과 같이 기반 통신 시
설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나 지역에서의 구조 작업이나
피해 사항 보고 등의 긴급 통신을 위한 별도의 네트

Flora
Apollon
Janus

워크 구축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무리
Projector

가 따른다. 따라서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기반으

Altas

로 하는 즉각적이고 적응이 용이한 통신 네트워크의
Hermes

구성이 가장 적당하다.
(그림 3)은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이

Zeus

동 Ad-hoc 네트워크 기반 긴급 구조 서비스를 나타

(그림 2) 회의 및 그룹 통신 서비스

무선감시카메라를 통한
멀티홉 통신

피해상황 및 인명
구조 정보제공

위치정보제공

GPS

G

명령 및 대책 지시

상황파악 및
문제 해결
재해

재난
Infrastructure
Network

(그림 3) 긴급 구조 서비스 상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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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이러한 긴급 구조 서비스는 사람의 접근이 어

악되므로 효율적인 인명 구조가 가능하며 뜻밖의 사

려운 상황과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누어

태에 의한 구조 대원들의 생명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구조 중에 긴급한 응급 치료가 필요하면 원격
진료에 의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 비상 응급 처

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
방사능 오염 등과 같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지진, 홍수 또는 전염병 등과 같은 천재지

치도 가능하다.

3. 군용 통신 서비스

변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피해지역이 넓고, 사람 또

군사적인 응용은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가장

는 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며, 기반 시설이 없거나 파

유용한 응용 분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동 전

괴된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인명 구

진 배치되는 군사용 네트워크의 특성과 기존의 일반

조 작업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무인 감시 카메라와

적인 기반 통신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스피커, 마이크가 부착된 다수의 무인 비행체 또는

통신 필요성이 결합되어 전쟁터나 군 시설에서 군인

이동 로봇을 피해 지역으로 보내어 피해 상황과 인

들간 또는 군인과 장비들간의 통신을 위해 능동적이

명 구조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무인 비행체

고 적응이 용이하며 이동성 대응이 강한 이동 Ad-

와 로봇의 원격 조종과 수집된 정보의 전달은 이들

hoc 네트워크의 구성이 고려되어 왔다. 이에 대한 연

간의 멀티 홉 통신에 의한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구는 1973년부터 시작된 미국 DARPA의 군사 통신

구성으로 가능하다. 노드간의 릴레이 기능에 의해

용 프로젝트로서 앞 장에서도 언급한 PRNet을 시작

카메라에 찍힌 비디오 정보는 실시간으로 피해 지역

으로 SURAN(Survivable Adaptive Networks)[4]

인근에 세워진 베이스 캠프나 기반 망이 무사한 지

을 거쳐 1994년부터 GloMo(Global Mobile) 프로젝

역의 중앙통제소로 보내져 신속한 상황 파악과 그에

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5]. (그림 4)는 군사 목적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스피커

의 이동 Ad-hoc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낸다.

를 통해 피해 지역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진에 배치되어 이동 전진되는 군인이 가지고

길을 안내하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를 지시할 수 있

있는 전투모나 소총과 같은 병기들간의 PAN 기능

다. 한편, 무인 비행체에 GPS 수신기가 부착되면 위

과 군인과 군인, 군인과 탱크간의 멀티 홉 통신과 전

치 기반의 서비스가 부가되어 구조 서비스가 더욱

투기들간의 멀티 홉 통신 그리고 기반 망과의 연동

용이할 것이다.

을 위한 능동적인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구성이
고려된다.

나.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
화재 현장, 산악 지역, 또는 해상에서의 인명 구

4. 망상 구조 네트워크

조, 그리고 통신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대원들간의

망상 구조 네트워크(Mesh Network)는 인터넷

즉각적인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구조

과 연결된 무선랜과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결합

대원이 가지는 모자나 허리 벨트, 잠수경 등에 소형

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림 5)와 같이 인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등이 부착된 착용 가능한

터넷과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이하 AP)로

(wearable)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 대원들간의 멀티

대표되는 기반 망과 단말로만 이루어진 이동 Ad-

홉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구조 대원이 움직이는 위치

hoc 네트워크가 무선 라우터(Wireless Router)를

에서의 소리 또는 비디오 정보가 실시간으로 본부로

통해 결합된 것이다[6]. 이와 같이 망을 구성하면

전해진다. 이를 통해 구조 현장의 상황이 정확히 파

셀의 통신 가능 영역이 확대되고 AP를 최소 1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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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공중전

GPS
위치정보제공

전투기를 통한 멀티홉 통신

PAN

관제소

지상국

통제
Infrastructure Network
군인 또는 병기를 통한
멀티홉 통신
기존의 해상 통신

육지전

해상전

(그림 4) 군사 목적의 응용

스텔 등의 소규모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등 임시로

이동 단말

네트워크를 가설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이 유리하다.

무선라우터

Internet
& PSTN
AP

따라서 망 설계가 용이하고 망 구축 비용이 절감되
므로 건물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특히, AP 1개와 몇 개의 무선 라우터를 패키지로 만
들어 장비 업체들이 공급한다면, 사용자들이 외부
DSL 또는 인터넷과 AP를 연결한 다음 필요한 곳에
무선 라우터들을 배치하여 전원을 연결하면, 큰 전
문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망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5) 망상 구조 네트워크

지 줄일 수 있으므로, 유선 라인의 최소화가 가능하

III.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서비스

며 여러 개의 AP 설치에 의한 셀 배치(Cell Plan-

본 장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에 이동 Ad-hoc 네

ning) 문제가 감소된다. 또한, 무선 라우터를 필요한

트워크를 접목하거나 일부 기능들을 활용하여 보다

곳에 배치하고 전원만 연결하면 쉽게 무선 네트워크

나은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술한다. 여

의 구성이 가능하다.

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홈

이러한 망상 구조 네트워크는 학교나 공장과 같

네트워크, Automated PC-interaction, 무선 센서

이 지역이 넓으면서 통신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소

네트워크, 셀룰러 망을 위한 이동 Ad-hoc 네트워크

호(Small Office Home Office: SOHO) 또는 오피

및 텔레매틱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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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자기 조직화 (Self-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정보 통신 용어

organizing) 기능과 자동 인식(Auto-recognition)

가 “유비쿼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기능을 이용하여 지능화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

컴퓨터, 통신 및 가전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비쿼

하다. 이는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구성 단말이 언

터스 컴퓨팅 또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논의되고

제 어디서든 자신이 위치한 장소 또는 상황에 맞게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소형 컴퓨터 칩을 가

적절하게 동작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시점에서 제

진 사물들이 도처에 편재(遍在, 보편적으로 존재)하

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여 이들간의 상호 연결에 의해 구성된 네트워크”이

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의 이동 Ad-hoc 네트

다. 또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워크 기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단말

않으면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

기를 들고 대형 쇼핑몰에 가면 현재 보고 있는 제품

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에 대한 온라인 카탈로그나 해당 제품의 사용법을 보

기존의 컴퓨터 또는 통신 단말이라는 정해진 위치에

여주는 동영상이 디스플레이 되고, 제품의 가격 비교

있는 단말기를 중심으로 편재(偏在, 한 곳에 치우쳐

또는 현재 제고 물량 등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단말

있음)되어 있던 네트워크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기를 통해 볼 수 있다.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가면 사

[7].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사람과 사

무실 또는 가정의 기기들 또는 전등, 벽 등의 환경이

람의 통신에서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물과 기

나 사물들이 개인을 인식하고,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계,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 등으로 통신의 대상이 다

전달해준다. 또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카운터를

양해지고 특정 위치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상호 통

지나면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행기 체크

신에 의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이동 Ad-hoc

인이 된다.

지능화된 빌딩넷
사용자 인증,
물체 자동 인식

U-Office

U-Airport
사물 자동 인식
지능화된 홈 넷

U-Airplane

자동 체크인
온라인 여객 정보

U-Home
자동 항법,
무인 조종,
음성 인식

스마트카드/ /
신분증
Smart Car

U-Shop
온라인 카탈로그,
물건 인식,
자동 계산 및 지불

U-Bridge
U-Playground

자동 티켓 발매
온라인 관람 정보

(그림 6)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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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검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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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네트워크

유리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혼합 사용과 그의 적절한 구성이 요구된다.

홈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

이때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홈 네트워크의

한 가정 내 정보 가전 기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기기들간에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기능을 부여

통합되어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를 일

하여 망상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기기간의

컫는다. 초기에는 “가정 내 정보화”란 의미에서 다

직접 통신과 다수의 기기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다.

수의 개인용 컴퓨터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도

또한 전파 세기를 미약하게 하고 멀티 홉 통신으로

입하여 가전 기기들과 연결하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유도하면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나 최근에는 네트워크 기술과 정보 가전 기기와

공간에서의 이웃간의 전파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이

의 통합,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를

와 같은 홈 네트워크의 구성은 (그림 7)과 같이 생각

모두 통합하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또한 유비쿼터스

해 볼 수 있다.

컴퓨팅 개념이 빠르게 흡수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 통신 단말의 형태와 전달되

3. AutomotiveAutomotive-PC Interac
Interaction
tion

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제어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제어 네트워크는 냉장고

Automotive-PC Interaction은 (그림 8)과 같이

나 TV와 같은 고정된 가전 기기에는 전력선이나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컴퓨터와 운전자나 승객이 휴

IEEE 1394와 같은 유선 인터페이스가 용이하고, 전

대한 노트북 컴퓨터, PDA, 헤드셋, 또는 오락기기

화기나 리모콘과 같은 이동 기기에는 적외선이나 홈

등과의 접속 및 정보를 교환하는 데 이동 Ad-hoc

RF와 같은 저속의 무선 인터페이스가 유리하다. 또

네트워크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한 데이터 네트워크는 PC나 스피커, 비디오와 같은

이는 좁은 자동차 내에서 개인의 PAN을 확장하

장치는 적외선이나 무선랜, UWB(Ultra Wide-

여 차량 내의 CD(Compact Disk) 플레이어나 테이

Band) 등과 같은 초고속 광대역 무선 인터페이스가

프 플레이어, 스피커 또는 네비게이션, 리모콘 키,

출입문 및
창문 개폐 확인

온도센서
화재
감지

보안제어
출입제어

환경제어
중앙제어
시스템
(홈게이트웨이)

스위치제어
원격 제어 및
상태 통보

센서제어 리모콘
원격검침
수도 검침

광센서
조도 조절

Internet/
PSTN/
PLMN

전기검침
가스검침

(그림 7) 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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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전자결재
차량정보송신
과금정보
핸즈프리
GPS

Keyless Entry

센서네트워크

수집된 데이터 전달

센서

네비게이션
센서제어

제어 장치

무선인터페이스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영상 전송

기기 접속

(그림 8) 차내 기기간 Ad-hoc 통신

(그림 9)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조

가방에 들어 있는 PDA 등의 기기들이 스스로 다른

취합하고 분석하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제어 메시

기기들을 발견하고 식별하여 제어하는 단대단 통신

지를 센서에게 전달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센서는 소형으

예를 들면, 자동차 내부의 스피커를 MP3 플레이

로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통신 거리상의 제약을

어나 휴대폰의 사운드 출력 장치로 활용하고, 온도

가지므로 원거리 제어기와의 통신을 위해 센서간의

측정 센서가 자동차 내부의 온도를 감지하여 스스로

Ad-hoc 네트워크 구성에 의한 멀티 홉 릴레이 기능

냉난방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자동

을 사용할 수 있다.

차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가 동작중에 이상이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 특성

생기면, 동작 상태를 기기 스스로 자동차 내부 콘솔

에 따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가정/사무

모니터에 출력한다.

실의 환경 및 보안 제어, 환경 모니터링, 교통 상태
모니터링, 주차 지원이나 건축물의 안정성 검사 등

4. 무선 센서 네트워크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는 무선 인터페이스에 의한 통신 기능을 가진 다수
의 센서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센서 네트워크는
유선으로도 구성될 수 있으나, 센서를 대규모로 설
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임시
적으로 긴급히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선에 의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센서 네
트워크는 (그림 9)와 같이 다수의 센서와 하나 이상
의 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센서는 주로 특정 위치에 고정된 형태로 지속적

(그림 10)과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사
능 오염 지역이나 폭발물과 같은 위험한 물질이 있
는 지역에서, 또는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적
진에 이동 전진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 센서 네트워
크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Ad-hoc
네트워크 기반의 긴급 구조 서비스 또는 군용 네트
워크 서비스에서 센서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가정/사무실에서의 환경 및 보안 제어

또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어 장치로 전

홈 네트워크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주거 및

달한다. 제어 장치는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무 환경 제어 및 보안 유지, 또는 원격 검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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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지 않는 센서

바다, 섬 표면 등

저공비행체로 센서 유포

지역제어
시스템
적진동향감시

지뢰지역 또는 방사능
오염 지역

(그림 10) 비 접근 지역의 센서 네트워크

사막, 황무지, 오지 등

중앙제어시스템

산, 계곡, 들판 등

(그림 11) 환경 모니터링용 센서 네트워크

한 센서 네트워크의 활용이 다양하다. 센서가 환경
제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온도 센서, 습도 센
서, 광 센서 등이 곳곳에 배치된다. 보안 유지를 위
해서는 ID 카드 인식 센서나 접근 센서 등이 이용된
다. 또한 원격 검침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수도, 가
스, 또는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여 홈 게이트웨이로
전달한다. 이때 센서와 센서, 센서와 사용자의 ID 카
드, 센서와 통신 단말간의 직접 통신이 요구된다.
다. 환경 모니터링
(그림 11)과 같이 들판, 사막, 산, 또는 바다 표면
등에서의 환경적인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데 센서
네트워크가 사용될 수 있다. 환경 모니터링은 넓은
지역 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기상 예측 시스템으로 입
력되어 일기 예보를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거나, 환

라. 교통 상태 모니터링
(그림 12)와 같이 시내 또는 고속도로에서 트래
픽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센서 네트워크가 사용
될 수 있다. 고속도로 상에 교통 트래픽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설치되고 센서에 의해 수집된 정
보는 지역적으로 위치한 지역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
된다. 각 지역 제어 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다시
전국적인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교통 방송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차량 내에서
센서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갖
추고 있을 경우, 교통 방송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
로 센서로부터 교통 상태 정보를 수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언급되는 텔레매틱스와 그 맥
을 같이 한다.
마. 주차 지원

경 변화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대규모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의 점유 상태를 확

들어, 생태 보존 지역의 수질을 관측할 경우 온도,

인하고 빈 주차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각

유속, 오염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를 주요

주차 공간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차량의 주

지역 또는 전체 지역에 설치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차 상태는

측정하게 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환경 연구원이 휴

센서 간의 통신에 의해 주차장 입구에 마련된 주차

대한 제어 장치 또는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무

관리소 내의 주차 관리 시스템에게 전달되며, 주차

인 제어 장치로 전달된다. 고정형 제어 장치는 원거

관리 시스템에서는 각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리까지 전달이 가능한 유 • 무선 통신 수단을 사용하

에 의해 주차장 전체에 대한 주차 상태를 관리할 수

여 수집된 데이터를 환경 연구소로 전달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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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휴게소 20km 전방부터
정체가 심하니 국도로 우회바랍니다.
교통방송

중앙제어시스템
우회도로

교통혼잡지역

교통트래픽센서
지역제어시스템

(그림 12) 교통 트래픽 모니터링

바. 건축물의 안전성 검사
노후 교량, 건물 등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사
하기 위한 센서(하중 등)를 건물의 주요 위치에 부

또는 거리의 차량을 통해 중계가 가능하다.
가. Ad-hoc 릴레이 게이트웨이를 통한 중계

착시키고 필요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게 한

기존에 연구된 iCAR(an integrated Cellular and

다. 교량이나 건물은 규모상 다수의 센서를 필요로

Ad-hoc Relay)[8] 등과 같이 전파가 미약한 지역이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를 구성하는 것은 많은 어

나 핫스폿(hot spot)의 과부하 상태를 부하 분담

려움이 있다. 센서는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데이

(load balancing)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Ad-hoc

터를 획득하여 센서간의 통신을 이용해서 건축물

릴레이 게이트웨이라는 제 3의 릴레이 노드를 두어

단위로 존재하는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건축물은

단말과 기지국간의 통신을 멀티 홉으로 릴레이 할 수

통신을 위한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센서와 제어

있다. Ad-hoc 릴레이 게이트웨이는 고정체로서 전

장치간의 데이터 전달은 센서간의 멀티 홉 통신을

원의 공급이 일정하며 망의 지시를 받게 되므로 그

사용한다.

특성상 망 사업자에 의해 필요한 곳에 놓이게 된다.
신규 호 발생 시나 핸드호프에 의한 호 전환 시에 특

5. 셀룰러 망을 위한 AdAd-hoc 네트워크
(그림 13)과 같이 셀룰러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이동 Ad-hoc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셀의 경계 또는
셀 영역을 벗어났거나 전파 장애 또는 폭주로 인해
통신이 어려운 단말기를 멀티 홉 통신을 통해 서비
스 가능한 기지국까지 릴레이 할 수 있다.
릴레이는 고정된 Ad-hoc 릴레이 게이트웨이
(Relay Gateway)를 통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단말
32

정 기지국이 폭주하는 경우 다른 셀의 서비스를 유도
하거나 음영지역에서의 통화의 단절을 막을 수 있다.
나. 단말기를 통한 중계
상기 언급한 별도의 릴레이 시스템 없이 사용자
의 이동 단말이 릴레이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경
우 이동 단말간의 릴레이를 위한 별도의 무선 인터
페이스가 요구된다.

이동 Ad-hoc 네트워크 서비스

다른 단말기에 대한 릴레이
기능

전파 미수신에 의한
통신 두절

폭주로 인한 통신 두절

Ad-Hoc 릴레이
게이트웨이

전파 장애로 인한
통신 두절

Ad-Hoc 릴레이 게이트웨이를 통한 릴레이
기능

차량을 이용한
릴레이 기능

(그림 13) 셀룰러망을 위한 이동 Ad-hoc 릴레이

다. 이동 차량을 이용한 중계
거리의 이동 차량을 릴레이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이 경우 상기 단말기를 통한 릴레이 기능보다는 안
정적인 전원의 공급이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나 릴레
이 노드의 이동이 빠르므로 네크워크 토폴로지의 유
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이 또한 다음에서 기
술하는 텔레매틱스와 접목이 가능하다.

6. 텔레매틱스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매틱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센터와 정보를 제공받는 차량간의 통신 서비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량 내의 다른 기기,
즉 운전자의 휴대 전화나 노트북 등의 정보 단말과
텔레매틱스 단말간의 직접 통신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차량과 차량간의 직접 통신을 통하여 자동
차간의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 대중 교통 수단의 경
우, 버스나 기차에 승차한 승객은 자신의 PAN을 차
량 내부에 위치한 텔레매틱스 단말과 연동시키거나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통신(Telecommuni-

다른 승객의 PAN과 연동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을 합친 신조어로

이동 Ad-hoc 네트워크 개념을 부여하면 충분히 가

서, 차량에 부착된 정보단말기(즉, 텔레매틱스 단말

능하다.

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술이다[9].

(그림 14)는 이동 Ad-hoc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
하여 차량간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나타낸다.

즉, 텔레매틱스 기술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주

이와 같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간의 통신이나 릴

체를 도로를 달리는 차량으로 두고, 차량에 부착된

레이가 가능하여 앞이나 옆 또는 뒤에서 달리는 차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통해 GPS(Global Position-

량을 통해 자신의 통신 서비스가 릴레이 된다. 이는

ing System) 및 GIS(Geographic Information

이동 통신 네트워크나 무선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System) 기반의 위치 정보와 무선 인터넷, 차량의

기지국 또는 AP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안전과 보안, 관리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또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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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트북 또는 휴대 단말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의 텔레매
틱스 단말에 접속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나 승객간
의 통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승객은 텔레매틱

AP

스 단말을 통해 현재 자신의 여행 목적지 또는 현재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텔레매틱스 단말은 기반 망을 통해 정보 센
터와 연결하거나 외부 ITS(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기지국과 접속, 또는 인접한 차량과의 직접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4) 차량간의 Ad-hoc 통신

IV. 결 론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
용자간 상호 통신 또는 동일인의 통신 단말간 원활
한 통신 접속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관리자 관점에서는 사무실이나 임시적인 회의장에

중앙제어시스템
PAN
중앙제어시스템

승객 PAN

적 관점으로 보면 기반 망이 파괴되거나 시설이 불
가능한 지역, 또는 사람의 근접이 어려운 지역에서

승객 PAN
승용차

서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사회

대중교통

(그림 15) 대중 교통에서의 텔레매틱스

의 정보 수집과 통신 수단으로 활용이 용이할 것으
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응
용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앞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이동 Ad-hoc 네트워크는 통신 단말간

릴레이한다고 해도 전원 제약의 문제가 없으며, 인

의 독립된 네트워크 구성과 단말의 라우팅 기능에

접한 차량간의 직접 통신으로 인해 도로 상태나 위

의한 멀티 홉 통신,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

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 특히,

및 자기 치유(Self-healing)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통신 설비의 고장, 통신 폭주로 인한 통신 기능 마비,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통신 서비스 불능 등의 통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

한편으로, 이동 Ad-hoc 네트워크 단독의 서비스

처할 수 있으며, 교통 사고의 발생으로 도로가 막혀

도 중요하지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차량이 줄을 서있는 상황에서 사고 지점의 맨 앞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 또는 텔레매틱스 등과 같은 기

운전자가 보내는 사고 경보 메시지가 차량에서 차량

존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동 Ad-

으로 전달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hoc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또한 (그림 15)와 같이 버스나 기차와 같이 다수

보인다. 특히, 특정 위치에 구애 받지 않으며 다종,

의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다양한 단말기에 액세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네트

나 음악,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요구-기반

워크 시대가 도래하면 이동 Ad-hoc 네트워크의 활

방식으로 승객에게 제공된다. 승객은 좌석별로 설치

용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된 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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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이동 Ad-hoc 네트워크 서비스

이동 Ad-hoc 네트워크 서비스

의 실현은 안정된 이동 Ad-hoc 네트워크 기반 기술

Issues and Evaluation Considerations,” IETF RFC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하위 계층의 전파

2501, Jan. 1999.

(電波) 전파(傳播), 전파 간섭 및 전력 제어에서부터
링크 계층의 다중 접속 및 자원 할당, 네트워크 계층
의 라우팅, 트랜스포트 계층의 연결 설정 및 유지,
그리고 보안 및 상위 계층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10].
또한 기존의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망 또는 무선
랜과의 상호 연동을 위한 IP 이동성 문제나 주소 관
리 및 망 관리 기술들의 문제들도 계속 해결해 나가
야 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동 Ad-hoc 네
트워크 서비스 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기반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

[2] C.E. Perkins, Ad Hoc Networking, Addison-Wesley,
2001.
[3] C.K. Toh, Ad Hoc Mobile Wireless Networks:
Protocols and Systems, Prentice Hall PT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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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M. Leiner, R.J. Ruth, and A.R. Sastry, “Go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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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meshnetworks.com/pages/technology/intro_
technolog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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