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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기기 대량 보급과 무선통신망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달로 인하여 IT분야 
기술은 다른 영역과의 점진적인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IT 융합 분야 중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s)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된 인텔리전트 빌딩의 상위 개념으로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무선 센서 네트워크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스마트 빌딩 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과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빌딩을 대상으로 
빌딩 내 네트워크 장비들과 무선 센서 장비들 및 영상 장비를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하 이를 Smart Network Management System: SNMS 라 
한다)과 원격 SNMS 에이전트를 제안한다. SNMS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기존 NMS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스마트 빌딩을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능평가는 
본교 캠퍼스 내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진행하였으며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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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세대 이동통신(3G)의 대중화와 4세대 이동통신(LTE) 등장은 무선통신망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대량 보급은 모바일 환경 확산에 도화선이 되었다. 이로 인해 스마트 
기기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및 부가적인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와 
이기 종 디바이스들 간의 네트워크 기술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는 무선 생태계의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스마트 단말의 분화 및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의 발전은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IT 융합기술 분야는 컨버전스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이 기기간의 융합 중심에서 더 나아가 건축, 토목, 조선, 
기계, 군사,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IT 분야와 건축 및 전기∙기계 분야 등의 기술들이 융합된 ‘스마트 빌딩’ 은 건물의 자동화와, 
통신, 사용자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고기능 최첨단 건물이다. 스마트 빌딩은 건물 외부와 건물 내부 공간에 
수많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장비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물 관리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빌딩 내 공간과 빌딩 전체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스마트 빌딩에 있는 다양한 무선 센서장비들과 영상 정보 및 네트워크 장비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각종 장비들의 오류 및 

장애발생 시 해당 문제점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빌딩과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들의 제어와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NMS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상태, 장애 및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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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 NMS의 한계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기존 
NMS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콜 센터를 통하여 장애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 비용 유지보수 문제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의 인트라(intra)넷 중심의 특정 제한 지역에서의 관리로 접근성의 제약을 갖는다. 셋째. 기존 
NMS는 모니터링 및 제어의 기능이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의 
이동성을 제약하여 관리의 범위가 한정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기존 NM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스마트빌딩 관리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인 
SNMS(Smart Network Management System) 와 원격 SNMS 에이전트를 제안한다. SNMS를 통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 빌딩 내 다양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장비들을 
포함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영상 장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오류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스마트 빌딩에 대해 기술하고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SNMS의 원형인 유비쿼터스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기술한다. 4장에서는 스마트 빌딩 
관리를 위한 원격 SNMS 에이전트와 구현 결과를 설명한 뒤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2. 스마트 빌딩 

 
2.1 스마트 빌딩의 정의 

스마트 빌딩은 기존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포함하되 유비쿼터스 환경에 네트워크 특성을 종합한 
새로운 개념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빌딩의 운영자와 스마트 빌딩의 사용자 그리고 
스마트 빌딩을 출입하는 고객 등 세 종류의 사용자 상호간 통신 개념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된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본 고에서 의미하는 통신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례에서 명확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는 어떤 스마트 빌딩이 있다고 하자. 이 곳에는 백화점의 관리자가 있으며 백화점에 입점한 
점주들이 있고 또한 백화점을 찾아와서 쇼핑을 하는 고객이 있다. 이것을 세 종류의 특정 스마트 빌딩의 
사용자로 정의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는 것은 이 세 종류의 사용자들이 이동 중에도 상호간 
통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을 말하며 스마트 빌딩의 모든 인프라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첨단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센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융합 및 영상 정보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백화점에 들어온 고객은 백화점의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 (또는 주차장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 감지된 
순간)부터 스마트 빌딩을 통한 네트워크의 가입자로 등록되며 백화점의 매장정보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한 사전 동의절차나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입장고객은 쇼핑리스트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매장의 정보와 동선을 제공받는다. 또한 매장의 신상품이나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전달받는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은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서버나 정보 송신 서버간에 이루어지며 위치기반 시스템은 정보전달의 순서와 시간을 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보전달의 요청 자는 고객이나 입점 업주가 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 전달에 대한 계약을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고객이 백화점에 입장하기 전에 
쇼핑리스트를 입력해 두었다면 최적동선이 제공될 것이며 고객이 쇼핑 도중에 동선을 바꾸거나 새롭게 
생각난 상품을 입력한 경우 서버간의 통신으로부터 새로운 동선이나 판매정보 등 꾸준한 필요정보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업주나 백화점의 운영자는 고객정보로부터 모든 판매정책이나 
고객관리를 위한 많은 정보를 유추하여 백화점 경영에 유용한 자료로 다시금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나 판매 마케팅, 전략 등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주요문제는 아니므로 이 정도로 기술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갖은 입력정보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과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서로 연관된 
자료를 결합시키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백화점의 예를 들었지만 이를 테마파크(theme park), 
사무용빌딩, 아파트단지 등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사용자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빌딩의 관리자는 스마트빌딩에서 기존의 NMS(네트워크 운영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기본 정보는 네트워크 운영관련 정보이며 여기에 
새로이 결합된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정보들은 NMS에서와 같이 센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정리되어 
관리된다. 또한 CCTV와 홍보영상 정보도 필요에 따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연구[3]에 제시되었기에 이 논문에서는 기술을 생략한다. 

스마트 빌딩은 건물, 전기, 에너지, 환기, 보안, 방재시스템 등이 통합되어 운용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물 자동화, 통신, 사용자 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 빌딩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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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건물 내부 공간에 대한 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물 관리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빌딩 내 
공간과 빌딩에 대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SNMS는 ISO에서 정의한 FCAPS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장애관리(Fault Management) 

SNMS는 이동성 관리 서버의 IP 매핑(mapping) 메커니즘을 통해 끊김 없는 핸드오버가 가능하다.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관리자는 건물의 종합적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장애 발생 지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 서버를 통해 장애가 발생된 네트워크를 원격제어 한다. 

나.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관리자는 SNMS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비의 위치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장비를 선택적으로 등록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 계정관리(Account Management) 

MAC인증을 통과한 클라이언트에 IP를 제공한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계정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 빌딩 내 센서 정보와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빌딩의 내부 정보(건물 내부 지도 등)를 포함한다.  

라.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 

SNMS는 MIB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합 DB에 저장 
하며 원격 SNMS 에이전트의 어플리케이션 GUI로 관리한다.  

마.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스마트 빌딩의 관리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 IP 주소를 할당 받은 원격 SNMS 
에이전트만이 네트워크 관리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성관리서버(MMS)는 네트워크 관리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의 MAC 인증 절차를 수행한 후 터널링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2.2 스마트 빌딩의 구조 

기존의 빌딩이 단순 주거 및 생산활동의 바탕이 되는 건축물이었다면 스마트 빌딩은 주변 환경 정보와 
정성 및 정량적 데이터를 빌딩 내∙외부에 구축된 다양한 무선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빌딩 내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빌딩을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스마트 빌딩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1. 스마트 빌딩(Smart-Buildings) 구조 

그림 1은 스마트 빌딩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빌딩의 각층에는 다양한 무선 센서 장비들과 CCTV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장비들의 각 센서 별 데이터 및 비디오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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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특정 주기에 맞추어 액세스 라우터(Access Router: AR)를 통해 전송되어 통합 데이터베이스(Integrated 
DB :IDB)로 수집된다. IDB에 수집된 정보들은 스마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SNMS)으로 전송되며 SNMS는 
모든 정보를 종합 및 분석 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빌딩 내 정보를 푸쉬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 
관리자로 하여금 빌딩 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빌딩 각층에 
설치된 AP는 이동성 관리 서버(MMS: Mobility Management Server)의 수행된 IP매핑 메커니즘 수행 결과를 
전달하여 관리자에게 끊김 없는 핸드오버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각 센서별의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즉 빌딩 내의 모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각 종 센서 
및 영상데이터 및 네트워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포워딩이 가능하므로 스마트 빌딩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양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경제성 및 편의성, 신뢰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빌딩[4,5]이라 할 수 있다.  

 
2.2.1 스마트 빌딩 내 무선 센서 

스마트 빌딩 내 다양한 무선 센서들은 빌딩 내 여러 곳에 산재하여 Wi-Fi, ZigBee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빌딩의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빌딩의 
온도 측정, CO2 농도확인, 건전도 측정, 환풍 관리 등의 무선 센서들은 빌딩 내 거주하는 사용자들의 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빌딩의 안전진단이나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빌딩 내 무선 센서들의 정보를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하여 제어할 시 빌딩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공조 에너지를 절약을 통한 Green IT의 구현도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스마트 빌딩 내 무선 센서 장비들은 빌딩에 무수히 존재하고 종류 또한 다양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센싱 데이터 값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빌딩 내 무선 
센서들의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관리 할 수 있는 모듈과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2.2.2 스마트 빌딩 내 영상 

초고층 빌딩,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 등의 대형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사건의 종류와 강도가 점점 다양화 및 대형화 되고 있다. 스마트 빌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CCTV 등의 스트리밍으로 끊임없이 제공되는 영상을 
통한 빌딩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보안 및 안정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스마트 빌딩 내 다양한 
이용자들도 스마트 빌딩 내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쇼핑 정보 이용 및 영화 예고편 감상, 차량 상태 
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상 정보들은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효과적인 영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적합한 기술들이 요구된다. 현재 
스마트 빌딩에 영상 제공에 적합한 DVC를 이용한 영상 복호화 및 DVC-SVC 변환 부호화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6, 7] 

 
2.3 스마트 빌딩 내 네트워크 관리 모듈 

스마트 빌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빌딩 내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NMS 만으로는 스마트 빌딩 내에 다양한 정보(CO2정보, 가속도 정보, 온도 정보 
등)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빌딩 내 무선 센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 및 분석 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스마트 빌딩 내 네트워크 관리 모듈의 수행 흐름도를 
나타낸다. IDB(Integrated Data Base)는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영상 네트워크 데이터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이다. 

제안한 SNMS는 기존 NMS에서 제공되는 관리정보베이스(MIB) 데이터 관리와 더불어 스마트 네트워크 
관리 모듈을 기반으로 하여 무선 센서 장비(Wireless Sensor Information Base: WSIB) 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다. 분석된 센서 장비의 정보는 WSIB 제어 모듈, 이동성 지원 모듈을 거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제공한다.  

 WSIB Control 제어모듈 (WSIB Control Module, WCM) 

WCM은 그림 2에서와 같이 IDB로부터 스마트 빌딩의 각 WSIB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센서의 종류에 
따라 전송 받는다. 전송 받은 WSIB는 정의된 기준치를 기반하여 관리되며, DB는 MySQL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WSIB 전송모듈 (WSIB Transmission Module, WTM) 

WTM은 WCM으로부터 WSIB 전송에 관한 명령을 받는다. 스마트 빌딩 내 관리 대상이 되는 무선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변화(오류 발생, 장애 발생 등)가 있거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JSP기반의 
정보를 기반의 정보를 HTML 형태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KNOM Review, Vol. 14, No. 2

25



  

 이동성 지원모듈(Mobility Supporting Module, MSM) 

MSM은 이동성 관리 서버를 기반으로 스마트 빌딩 내에서 이동 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모듈로써 WTM에게 관리자의 위치정보, 상태 등을 보고한다. 이동성 관리 서버는 다음 3장에서 
기술한다  

 

 

 

 

 

 

 

 

 

 

 

 

그림 2. 스마트 빌딩(Smart-Buildings) 네트워크 관리 모듈의 수행 흐름도 

 

3. 유비쿼터스 통합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Ubiquitous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ystem: u-NMS) 

 
스마트 빌딩과 같은 대형 건물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NMS의 한계를 극복 한 

방안으로 SNMS의 원형인 ubiquitous integrated network management system(u-NMS)를 기술한다. u-NMS란 
이동성 관리 서버(MMS)를 통해 스마트 기기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편의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NMS 제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다.  

그림 3은 802.11g[8]를 기반으로 하는 Wi-Fi망에서 u-NMS를 구현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구조이다. 
하나의 AP가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을 BSS(Basic Service Set)라고 하며 동일한 ESSID를 사용하는 AP의 
집합을 ESS(Extended Service Set)라고 한다. 스마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에이전트(Smart NMS agent) 및 무선 
기기들은 두 개의 ESS(MMS-AP-A, MMS-AP-B) 통신망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장애이력 검색, 장비등록 등의 NMS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이동성 관리 서버의 신호 흐름도 

KNOM Review, Vol. 14, No. 2

26



  

이러한 이동성단말이 동일한 ESS 지역 내에서 BSS 사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제 3계층에서의 
핸드오버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ESS 지역에서 다른 ESS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제 
3계층 핸드오버가 발생하게 되는데 백본 라우터에 위치한 이동성 관리 서버가 MAC 인증 절차, MAC 
포워딩, MIB 데이터 버퍼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이동 단말의 핸드오버 과정 시 발생하는 지연 시간 및 
부가적인 문제점을 처리하고 단말의 ESS간 신속한 이동성을 보장한다. 

 

3.1 이동성 관리 서버 

기존의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NMS 방식은 스마트 기기의 이동성을 지원해주는 제어 서버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네트워크 관리자가 핸드오버를 수행하면 기존의 TCP/IP 연결은 새롭게 구성되고 이로 인하여 
모니터링 웹 서버나 네트워크 관리 센터와의 접속이 끊어지게 된다. 이는 스마트 빌딩 내 하나의 
AP가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AP에 접속하는 경우 새롭게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시간 외에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의 인증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시간이 소요 된다. 

(2) 핸드오버 시 이러한 지연은 심각한 패킷 손실을 초래하며, WTM에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긴급한 
장애가 발생하여 문제를 처리할 때 그로 인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3) 무선 네트워크에서 초기 접속 시간은 복잡한 수행 절차, 링크 대역폭의 감소, 스마트 빌딩 내 이동 
단말의 수에 따른 채널간섭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로서 MIPv6, FMIPv6, PIMPv6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들 프로토콜들은 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이동 중 재설정 되는 제 3계층 IP주소, 인접 주파수 검색 등의 과정 때문에 시간지연과 패킷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실시간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NMS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성 관리 서버를 제안한다. 그림 4는 무선 랜에서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성 관리 서버에서 수행되는 신호 흐름도이다. 그림 
4의 트리거링 ACK는 무선 랜에서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핸드오버 시 발생되는 제 2계층 핸드오버 
트리거링 ACK를 의미한다. 신호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이동성 관리 서버는 핸드오버를 기준으로 하여 
무선통신지원 모듈과 핸드오버 제어 모듈로 구성된다. 

무선통신지원 모듈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처음 접속 하였을 때부터 핸드오버 전까지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이동성을 지원하며, MAC 인증절차, 접속로그 캐싱, MAC 포워딩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핸드오버 지원 모듈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핸드오버 시 이동성을 지원하며, MIB 데이터 버퍼링 기능을 
포함한다.  그림 4의 신호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을 참조한다. 

  

그림 4. 이동성 관리 서버의 신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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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선통신지원 모듈 

IEEE 802.11g 표준에서는 무선 통신망에서 제 2계층 프레임이 802.3 유선 통신망으로 변환되는 
프로토콜 스택 과정을 정의하였다. [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토콜 스택 과정을 기반으로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MAC 테이블을 정의한다. MAC 테이블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MAC 주소, 내부 IP 주소(Internal IP address) 그리고 각각의 스마트 NMS 에이전트에 대한 우선순위로 
구성되며, 이동성 관리 서버가 구축 될 때 작성된다. 여기서 내부 IP 주소는 MAC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성 관리 서버로부터 부여 받는 사설 IP 주소이다. 스마트 NMS 에이전트는 내부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만 네트워크 관리 센터와 통신을 할 수 있다. 실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 즉, 스마트 
NMS 에이전트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동성 관리 서버에서는 이러한 내부 IP 주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동성 관리 서버는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 전송되는 모든 패킷을 대상으로 MAC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MAC 인증 절차는 MAC 주소가 저장된 MAC 테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등록되지 않은 이동 노드의 
MAC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 센터와 통신이 차단된다. MAC 인증 과정 후, 이동성 관리 서버는 접속로그 
캐싱 과정을 수행한다. 접속로그 캐싱의 수행 절차는 이동성 관리 서버가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access 
log 파일을 할당된 캐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프록시 서버에서 접속로그를 캐싱하는 수행절차와 
동일하다. 접속 로그 캐싱의 역할은 핸드오버를 수행한 후, 접근하는 스마트 NMS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MMS가 직접 캐싱 파일을 포워딩 함에 따라서 접속 시간을 단축한다. 

그림 5는 이동성 관리 서버가 MAC 테이블을 사용하여 MAC 포워딩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여준다. 
MAC 포워딩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핸드오버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초기 접속 시 
이루어지는 터널링 과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 3계층 핸드오버는 MIPv6[11]에서의 처리로 가정하며, 
이동 감지, 주소 생성, 주소검증, 그리고 홈 에이전트와 상대 노드에게 차례로 새로운 주소에 대한 바인딩 
정보를 갱신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핸드오버 절차에서 홈 에이전트와 corresponding node (CN) 
사이의 터널링 과정은 핸드오버 시 지연시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홈 에이전트와 CN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제안된 이동성 관리 서버의 특징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하여 
이동성을 지원하고,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특징은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항상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 접속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MAC 포워딩을 정의한다. 

그림 5. MAC 테이블을 이용한 MAC 포워딩 수행 절차 

 
첫째, 이동성 관리 서버는 제 3계층 IP 주소를 내부 IP 주소로 변환 한다. 핸드오버 완료 후,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서는 제 3계층 IP 주소의 재설정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의 접속이 끊어진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5에서 이동성 관리 서버는 초기 설정 시 MAC 주소를 변환 
하는 것과 동시에 제 3계층 IP 주소 또한 변환 시킨다. 이로써 이동성 관리 서버는 핸드 오버 동안 스마트 

NMS 에이전트와 네트워크 관리 센터 사이 접속 로그가 끊이지 않게 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스마트 
NMS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된 패킷은 MAC 테이블을 기반으로 일치하는 MAC 주소를 찾는다. 일치하는 
MAC 주소가 발견되면, 이동성 관리 서버는 그에 상응하는 내부 IP 주소와 이동성 관리 서버의 맥주소로 
제 2, 3 계층 헤더를 변환 한다. 변환된 헤더는 터널을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 전송된다. 이와 같은 
MAC 포워딩 과정은 네트워크 관리 센터가 이동성 관리 서버를 목적지로 인식하게 하고, 핸드오버 시 
스마트 NMS 에이전트와의 접속이 끊이지 않게 유지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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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터널링 과정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관리 센터로 초기 접속 시 이루어진다. 기존 

터널링은 핸드오버 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연시간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이동성 관리 서버는 스마트 NMS 에이전트가 초기 접속 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서 목적지 주소를 이동성 

관리 서버의 MAC 주소로 변환함으로써 터널링 과정을 수행한다. 이것은 스마트 NMS 에이전트의 목적지 

주소는 항상 네트워크 관리 센터라는 가정으로부터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핸드오버 시 터널링 때문에 

발생되는 지연시간은 없어진다. 

셋째, 이동성 관리 서버는 백본에 위치함에 따라서 핸드오버 시 터널링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연시간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 터널링 과정은 터널링이 수행되는 processing delay에 비례한다. 즉, 이동성 

관리 서버가 백본에 위치하여 네트워크 관리 센터와 이동성 관리 서버간의 터널링 과정에서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패킷 필터링을 수행 할 수 있다.  

 

3.3 핸드오버 제어 모듈 

본 논문은 Wi-Fi 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핸드오버 시 평균 패킷 손실률을 실험하였다. 실험은 
재전송되는 패킷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측정 결과에 따르면 평균 5%로의 패킷 손실률을 보였다. 
네트워크 관리에서 5%의 패킷 손실률은 MIB 데이터의 손실 가능성을 높이며, 지연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패킷 손실률이 높아진다. 특히, 장애 관리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센터의 장애 이력을 조회하고, 장애 관리 
DB(Data Base)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본 절에서는 MIB 데이터 버퍼링을 제안하여 손실되는 패킷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요소를 해결한다. 스마트폰이 본 논문에서 제 2 계층 핸드오버 과정에서 트리거링 ACK는 사전에 
핸드오버를 AP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ACK를 트리거링 이벤트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핸드오버 제어 모듈을 수행한다. 기존에 연구 되었던 패킷 버퍼링은 모든 이동 노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에 연속적으로 수행 되었다[12]. 이러한 방법은 버퍼링이 수행되는 시스템의 CPU 처리 
속도와 대비하여 그보다 많은 패킷이 전송 되었을 경우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핸드오버 지연시간 
보다 더 많은 processing delay을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버퍼링이라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MIB 
데이터 버퍼링의 특징은 핸드오버 시 트리거링 ACK에 의해서 동작을 시작하며, 원격 SNMS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그림 6는 버퍼링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6과 같이 MIB 데이터 버퍼링은 계층화 모듈에 의해서 
패킷의 버퍼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권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며, 
체계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MAC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MAC 주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달리 
한다. 또한 버퍼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분화하지 
않았으며, 세분화에 따른 계층화 모듈에서의 processing delay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각 패킷들의 계층화 
작업 이후, 버퍼링이 수행된다.  

그림 6. MIB 데이터 버퍼링의 구조    

  

4. 원격 SNMS 에이전트 
 
 이 절에서는 3절에서 제시한 이동성 관리 서버를 바탕으로 스마트 빌딩에 구축된 무선 네트워크 

센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 된 원격 SNMS 에이전트에 대해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원격 S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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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스마트 빌딩 내 NMS데이터, 스마트 무선 센서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을 제공하며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된다. 관리자 기능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 스마트 빌딩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빌딩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장비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모니터링 및 전문적인 제어를 
수행하게 하며 사용자 기능은 스마트 빌딩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관리자 
기능에 비해 간단한 기능을 가진다. 다음은 실제 테스트 베드를 통해 구현한 원격 SNMS 에이전트 중 
하나의 구현 예를 설명한다. 현재는 기존의 상용NMS를 기반으로 원격SNMS에이전트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추가되는 센서데이터네트워크로부터 수용된 센서정보가 부가된 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GUI와 영상정보를 
통합한 GUI는 현재 설계와 모듈 테스트단계에 있다. 

 
4.1 원격 SNMS 에이전트의 특징 

원격 SNMS 에이전트는 안드로이드(Android 2.3.4) 플랫폼으로 제작되었으며 갤럭시 탭(Galaxy Tab, 
SHW-M180S)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7. 원격 SNMS 에이전트 구조 

 

 개발 된 원격 SNMS 에이전트는 안드로이드 OS를 지원하는 다양한 통신 장비 기기에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원격 SNMS 에이전트는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13]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7은 원격 SNMS 에이전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원격 SNMS 에이전트의 외관부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언어로 구성되어 내부 콘텐츠를 감싸고 
있으며 화면 이동, 인터넷 연결 등의 단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원격 SNMS 
에이전트의 내부는 HTML, Java Script, JSP, XML 등의 브라우저 기반의 웹(Web)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IDB로부터 정보를 전송 받아 구성 된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 빌딩 내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반 모바일 앱(App)에 비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4.2 원격 SNMS 에이전트 UI 구성  

그림 8는 그림 7을 바탕으로 제작된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원격 SNMS 에이전트 UI의 일례를 
나타낸다.  실질적인 스마트 빌딩 내의 네트워크 장비들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담당하는 기능은 화면 
상단에 구성되어 있으며 웹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IDB의 업데이트된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화면 하단 부분은 메뉴 탭으로 IDB에서 수집된 각각의 컨텐츠의 내용을 
불러와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표 1은 메뉴 탭의 종류와 각 탭이 수행하는 기능을 설명한다. 
그림 8 (a)는 원격 SNMS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장비관리 및 제어 화면이다. 실제 데스크톱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화면 구성을 스마트기기 해상도(1024 X 860, WSVGA)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그림 7의 ID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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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각 DB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명, IP주소, 이벤트 
리스트, 포트 번호 등의 정보를 표현하는 상태 테이블이 작성된다. 상태 테이블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관리자는 문제가 있는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action)기능을 이용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의 기능도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8 (b)는 그림 7의 무선 센서 DB에서 수집된 데이터 중 CO2 무선 센서 장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무선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들은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그림7의 IDB로 
전달되며 IDB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의 파서(parser)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XML형식으로 
변환한다. 원격 SNMS 에이전트는 변환된 XML 데이터를 SAX 파서[14]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림 9는 원격 SNMS가 IDB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파싱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SNMS Agent IDB

 

그림 9. IDB로부터 원격 SNMS 에이전트의 파싱 과정 

 

 

 

(a) 네트워크 장비관리 (b) CO2 센서 데이터 실시간 그래프 

그림 8. 안드로이드 기반의 원격 SNMS 에이전트 UI 
 

 

메뉴 탭 주요 기능 

Home 원격 SNMS 에이전트의 메인(main) 화면 표시 
Error 하위 에이전트의 오류 상황 항목별 표시 

Warning 하위 에이전트의 경고 상황 항목별 표시 
Graph 무선 센서 장비로부터 받은 데이터의 실시간 표시 

 

 

표 1. 원격 SNMS 에이전트 UI 메뉴 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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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SNMS 에이전트는 IDB로 쿼리(Query) 명령을 통해 원하는 센서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IDB에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의 값이 존재며 센서 고유 아이디(Sensor ID)로 센서 종류를 구분한다. 만약 
원격 SNMS 에이전트가 특정 센서 데이터 값을 요구할 시 IDB에서는 해당 센서를 ID로 판별 및 구분한 뒤 
센서 데이터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Tag -List와 속성값(Attribute)을 전송하게 된다. 이후 원격 SNMS 
에이전트는 전송되는 값을 수신한 뒤 각 센서 별 XML 데이터를 SAX 파서를 통해 그래프 브라우저로 
표시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IT 융합 분야 중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빌딩 환경에서 빌딩 내 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센서네트워크 장비 및 CCTV등의 영상장비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구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빌딩 내 이동 단말의 신속한 핸드오버를 보장해 주는 
이동성 관리 서버와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원격 SNMS 에이전트는 향후 스마트빌딩의 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구현 되어야 할 개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위한 이동성 관리 
서버는 스마트 빌딩 내에서 스마트 기기의 끊김 없는 핸드오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격적으로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고 향후 센서네트워크 및 영상데이터 네트워크가 통합 구현된 SNMS에서 원격 
SNMS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앞에서 제시한 기존 NM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스마트 빌딩 내 네트워크 관리 및 스마트빌딩 운영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네트워크 관리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NMS로부터 센서 네트워크가 포함된 통합 NMS로 구현하는 것이다. 
NMS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된 이동성 관리 서버를 스마트 빌딩 내의 각종 센서 네트워크와 결합된 

대규모 네트워크 구조의 NMS로 구축하여 스마트 빌딩 내 네트워크 장비의 정보와 더불어 센서 장비들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 빌딩에서 사용되는 영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SNMS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영상 정보가 결합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격 SNMS 
에이전트에서도 CCTV 등의 영상을 통해 스마트 빌딩 관리자가 텍스트, 이미지 및 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건물 내 위치 기반 서비스(local based service: LBS)구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 빌딩에서 LBS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스마트 빌딩 사용자 및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스마트 빌딩 관리자에게는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 각 네트워크 장비들이 포워딩 하는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데이터 요청 시 전송 지연을 
단축하고 패킷 송수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평가와 비교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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