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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소형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여 무선 인터페이,

스를 통하여 다른 센서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은.

전장에서 적의 침투를 감지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

등 주변에 산재한 물리적 현상을 감지하여 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군사목적용 센서 네트워

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군 감시시스템에 적용될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

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주요 적용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새롭게 구성될 무선 센서 네트워.

크를 이용한 군 감시시스템의 기본구조 기술구조 운영구조를 제시하고 구축시 필요한 고려사항, , ,

에 대해 설명한다.

서 론.Ⅰ

정보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의 전

장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무인 항공.

기 레이더와 같은 지상 감시체계가 출현하여, '

정보 정찰 감시체계(ISR: Intelligence,ᆞ ᆞ

를 구축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할 수가 있고 지구상 어느 곳이든 전송이 가,

능한 디지털 통신과 실시간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대역 전송체계의 출현으로 지휘통제 개

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물리적인 수단이

중요한 구성요소인 군 감시시스템을 획기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다.

현재 군은 군사분계선을 비롯하여 해강안․
지역 공항항만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 전술지, ,․
휘통제소를 포함한 주둔지 지역에 대해 시24

간 철통같은 경계근무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경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레이더 라,

지트 음파탐지기, , UAV(Unmanned Air

등의 최첨단 기기를 배치Vehicle), CCTV ,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많은 부분을 이.

런 최첨단 기기보다는 장병들의 시청각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경계병에 의한,

의존도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

장병들의 의한 물리적 감시시스템은 전장 상

황 파악에 대한 정확성의 장점이 있으나 다단,

계 지휘계통을 통한 신속한 보고의 제한 장병,

들의 심적체력적 부담감에 따른 완벽한 경계․
근무의 제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병력 유지 기상 및 지형에 따른 경계 및,

감시범위의 제한 적의 은닉 기만에 따른 경계, /

상의 어려움 등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감시시스템의 단점 및 제약사

항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아주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년대부터 군사 및'90

생태연구 물류관리 등의 산업분야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센서의 초.

소형화 성능향상 및 가격하락 등으로 실생활,

의 응용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

의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와DARPA

버클리 대학에서 공동연구 중인 Smart

프로젝트가 있으며 군사적 이용을 목Dust[1]

적으로 기상상태 생화학 오염 및 병력과 장비,

의 이동 등을 감지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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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

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군 감시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논문의 구성은 장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2

기술 및 군사적 응용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장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3

감시시스템을 제안한다 장은 감시시스템 구. 4

축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끝으로 장에. 5

서는 결론을 맺는다.

관련 연구.Ⅱ

센서 네트워크1.

센서 네트워크는 필요한 모든 것 곳 에 센서( )

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정보를

기본으로 주변의 환경정보 온도 습도 오염정( , ,

보 균열정보 등 까지 탐지하여 이를 실시간으, )

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에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부여하여 Anytime,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Anywhere, Anything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2].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수많은 센서가

감시대상지역에 배치되고 자체 구성된 네트워

크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

되는 구조를 갖는다 센서 노드들은 가까운.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센서 노드로Sink

집적된 데이터는 게이트웨이로 전송된다 게이.

트웨이에서는 관리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는

위성통신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런 는 기존의 인프, Access Network

라를 이용한다[3].

그림 센서 네트워크와 기존 통신망 연동구조1.

그림 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기존 통신1

망연동구조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군사 응용사례2.

미국은 년 발표한 합동비전1997 “

에서 미래전투 시2010(Joint Vision 2010)"

스템 의(FCS : Future Combat System)[4]

년 전력화를 목표로 군사력 정비2010~2015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센서 시스템은 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FCS

군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

소이다 따라서 미 육군은 적을 조기에 탐지할.

목적으로 미래의 전장에 배치할 격자형 센서"

네트워크 에 관(grid of networked sensors)"

한 연구를 하고 있다[5].

또한 소규모 지휘체계와 무기체계에서 얻어

진 정보를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처럼 상호 실

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전 전장에서

필요에 따라 동시에 작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 Centric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상 살Warfare)"

포형 공중 탑재형 및 이동차량 탑재형 센서에,

관해 연구 중이다[6][7].

이 밖에도 미국은 사 여단의 정보를 지/ ISR

원하기 위한 IREMBASS(Improved

Remotely Monitored Battlefield Sensor

와 체계System, version II) REMBASS-II

를 연구 실전배치 중이며 특히 이라크 전[8] / ,

과 아프가니스탄 전에 센서 네트워크를 배치하

여 운용 중이다.

미국 외에도 영국 노르웨이 등 다른 여러,

나라들도 군사목적상의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Ⅲ

군 감시시스템

본 장에서는 장에서 소개된 무선 센서 네2

트워크 기술과 미군의 발전 프로그램을 고려하

여 군 감시시스템의 기본구조 기술구조 운영, ,

구조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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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1.

무선 센서네트워크 감시시스템은 격자형 분

산네트워크 구조와 선형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구조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격자형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은 대규모 적의 이동을 감시

하고 추적하여 전장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범위한 전장 및

등지에서 적합하DMZ(DeMilitarized Zone)

고 선형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시스템은 공항,

및 항만 전술지휘소 등 주요시설의 외곽에서,

소규모 인원에 의한 침투를 감시하기 적합한

시스템이다.

격자형 분산 센서 네트워크는 넓은 지역을

감시정찰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하

며 계층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림 는, 2-tier . 2

격자형 분산 센서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격자형 분산 센서 네트워크 구조2.

격자형 분산 센서 네트워크의 계층은 수십1

수백 개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된다 센서 노~ .

드들은 마그네틱 진동 소리 빛 열을 감지할, , , ,

수 있는 센싱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지를 포,

함한 비우호지역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

는 자기구성 능력과 센서(self-configuration)

파괴 및 고장에 대비한 자기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센(self-healing) . ,

서는 화포나 비행기에 의해 투하하여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며 등 직접 네트워크가, DMZ

설치 가능한 지역은 위치정보 및 라우팅 정보

을 미리 저장할 수 도 있다 계층에는 다수의. 2

싱크노드들로 구성된다 싱크 노드들은 센서노.

드보다 많은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뛰어난

계산능력과 확장된 전송능력을 가진다 싱크노.

드는 센서들이 전송한 정보들을 수집 처리하,

여 전술 인터넷 또는 에 전송하여 적의UAV

침입여부와 위치 이동경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선형 중앙집중식 네트워크는 격자형 분산 네

트워크와는 달리 싱크노드가 없는 센서노드들

로만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격자형 분산 네트.

워크보다 센싱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기존의,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거

리가 짧아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 쓰

인다 센서노드들은 획득한 정보를 직접 지능.

형 경계로봇 및 지휘통제실로 전송하여 주요시

설에 접근하는 물체에 대하여 경보를 취할 수

있다 그림 은 선형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시. 3

스템의 기본구조이다.

그림 선형 중앙집중식 센서 네트워크 구조3.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술구조2.

무선 센서 네트워크 감시시스템의 센서노드

들은 적의 시야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소형이

어야 하며 저전력을 소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

이에 적합한 프로토콜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스택은 그림 와4

같으며 각 계층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군 감시시.

스템에 적합한 계층별 관련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물리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로 간단하지만 견고한

변조기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전평시 작전간 주파수 중복에 따른 혼란을 피․
하기 위해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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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Medical)

적일 것이다.

그림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4.

데이터 링크계층에서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

한 센서 노드의 통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

기 위한 프MAC(Medium Access Control)

로토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표.

적인 프로토콜인MAC SMAC[9],

은 저비용 에너지 소모에만 중점을TMAC[10]

두어 상당한 전송지연이 발생한다 이는 신속.

성을 중요시하는 군사용으로 부적합하며,

과 같이Adaptive SMAC[11], DSMAC[12]

전송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콜을MAC

적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주소 기반 라우팅 기법보다

는 데이터 중심의 라우팅 기법이 널리 연구되

고 있으며 센서별 에너지 소모를 균등하게 하

는 방식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라우팅 프.

로토콜은 Directed Diffusion[13],

등이 있다 그러나 군사용으로써LEACH[14] .

의 센서네트워크는 실내보다는 주로 실외에 구

성되고 군사위성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

으며 데이터 플러딩 에 의한 자료 중(flooding)

복 및 에너지 소모가 적은 GPSR[15],

등이 더 유용할 것이다GeRAF[16] .

현재 은 물IEEE 802.15.4 LR-WPAN[17]

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 표준화를

하였다 또한 라우팅 기법에도 많은 부분을 표.

준화 진행 중이다 는 대역. 802.15.4 2.4Ghz

을 이용하면서 데이터 전송속도는 를250Kbps

가지며 배터리의 수명이 년 정도 사용될 수1

있는 저전력 통신기술이다 따라서 군 감시시.

스템의 센서 네트워크 초기 도입시 802.15.4

통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시시스템 운영구조3.

국방부는 정통부와의 협력으로 소형 센서들

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근거리에서 감시하고 탐

지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 처리하는 감시정“ᆞ

찰 센서 네트워크 를 개발키로 했다” [18].

운영초기에는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적의 침입을 감지하여 경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감지정보는.

주변에 있는 경계병에게 무선으로 전달되어 적

의 침투방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이툰 부대에서 운용중인 경계로봇과의

연계를 통해 주요지점을 방어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적 제한사항이 해결되

면 향후에는 체계와 연동이 가능할 것이, C4I

다 전장에서 수집된 정보는 또는. UAV

를 통해서UGV(Unmanned Ground Vehicle)

멀티미디어 형태로 지휘체계에 전송될 것이고,

더불어 이러한 영상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없는

은닉하여 기동하는 적에 대한 정보 및 화학오염

정보까지 제공하여 전장정보에 의한 작전을 가능

하게 한다 그림 는 센서 네트워크 감시시스템. 5

에서 센싱에서 타격까지의 일련의 정보흐름을 보

여준다.

그림 군 감시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흐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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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 감시시스템.Ⅳ

구축 고려사항

군 감시시스템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센서 정보의 정확성 및 신속성1.

감시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감

지된 객체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제공의

신속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대치 상.

황에서는 정보의 부정확성은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에 배치된 센서. ,

들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선두에 있던 미 기갑,

대대는 획득된 정보의 적 장비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적과 조우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

었다[19].

또한 센서 정보전송에 중요한 요소인, MAC

프로토콜 설계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

의 연구는 전송지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선통신과는 달리 센서네트

워크에서의 정보 전송은 많은 시간을 소모한

다 이러한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은 실시간 정.

보가 중요한 감시시스템에서는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시스템은 열악한 운용환

경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센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성2.

대부분의 군 통신과 같이 센서 네트워크에서

도 높은 보안성이 요구된다 특히 센서 네트워.

크에서는 에너지 및 계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효과적인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감시 시스템에 이용되는 센서 네트워크의 보

안 프로토콜은 정보의 도청에 따른 기밀성보다

는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무결

성과 지정된 센서에서 전달된 정보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인증성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주.

파수 재밍 공격이나 재전송 요구 공(jamming)

격 으로 센서의 에너지 자원을(replay attack)

조기에 소모시켜 네트워크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에 대비한 정보DoS(Denial of Service)

전송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더불어 센서 네트워크의 파괴를 위한 물리,

적 공격을 회피하고 적으로 하여금 센서 네트,

워크 구성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센서노드의 크

기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센서 네트워크의 효율성 및 경제성3.

센서 네트워크 구성시 구성환경과 작전임무에

맞는 센서 노드를 배치해야 한다 즉 센서 노드. ,

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감시지역 임무 수행에 적,

절한 센서노드의 수 적 장비 및 인원의 침투 감,

시 또는 적 화생방 공격 감시 등 임무에 맞는 물

리적 화학적 센싱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적 지역에서

장기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프로토콜이 요구energy-aware

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재 달러 정도600

하는 센서노드의 가격이 달러 미만으로 대10

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설이 요구된다.

이는 경계에 소요되는 병력감축으로 이어져 전

체 국방비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60%

운영비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타 체계와 연동성4.

전장에서 획득된 정보가 보고되어 지휘관이

지휘결심하기 위해서는 센서 네트워크와 전술

인터넷 체계 등과 연동성이 보장되어야, C4I

한다 기존 네트워크와 센서 네트워크의 연. IP

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크게 두 네트워크 사이에 위,

치한 게이트웨이 기반 연동 과 인터넷 상[20]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동기법

으로 나눌 수 있다[21] .

센서 네트워크와 타 체계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으로는 도입 센서 노드IPv6 ,

의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불IP ,

필요한 상의 오버헤드 제거 이동 센서TCP/IP ,

네트워크 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지시

하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엑츄에이터

기술을 병행 개발하여 화생방 오염(actuator)

지역 제독체계 적 주력에 대한 타격체계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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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가 군 감시시스

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아키텍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 론V.

현재 군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력을 감축

하고 군의 과학화정보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
상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다.

무선 센서네트워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

시 및 정찰이 제한되는 적지 및 관심 전장지역

에 구성되어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여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게 하여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수단이 될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군 감시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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