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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 is that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which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 low cost & 

limitation for installation, has been developed more actively than the wire communication system. Therefore, 

the communic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the wire system with an optical cable to the wireless 

system in the various field of life. In the railroad field, lots of researches on the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safety of infrastructure and the convenience of passenger have been conducted. The 

WSN(Wireless Sensor Network), which means same concept with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pursues 

the ubiquitous environment which means user can access network at anywhere and anytime. In this paper, 

th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are suitable for the WSN of subway station were investigated 

and the best solution of WSN was suggested.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의 통신 기술 개발 현황을 보면 점차 유선보다는 활용도가 높고 구축 비용 및 제약이 적은 무선 통신 

기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 무선 통신 기술들이 개발되어, 여러 

분야에 걸쳐 유선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철도 역시 기존의 광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통신 시스템 및 VHF 밴드를 이용한 기초적인 무선 통신 시스템

에서 고도화된 무선 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역사의 건전성 확보 및 승객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제공하려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WSN(Wireless Sensor Network)은 국내의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와 같은 개념이며,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위식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

롭게 네트워크에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철도 역사에 WSN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선 통신 기술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

인 통신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무선 통신 기술로는 약 50~100m 영역의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기술과 10m 이하

의 좁은 영역의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기술이 현재 표준화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무선 통신 기술 가운데 WPAN으로 분류되는 기술로서 철도 WSN 구축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인 Bluetooth, ZigBee, UWB 등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2.1 무선 단거리 통신 기술 (Short Range Wireless : SRW)

  그림 1은 서비스 영역에 따른 SRW 기술과 광역 네트워크 기술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RW는 최대 100m까지의 거리 내에서 제공되는 무선통신기술을 의미하며 

크게는 무선 개인화 네트워크(WPAN)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로 나뉠 수 있다[4]. WPAN은 

저가, 저전력소모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10m 이하의 단거리 무선 연결 제공을 목표로 하여, 컴퓨터에

서의 직렬 케이블이나 USB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WLAN은 보다 높은 전송속도와 보다 넓

은 서비스 영역의 제공을 목표로 하므로 비용과 전력소모가 WPAN에 비해 많아지게 된다.

   

  

그림1 Concept of SRW

  SRW기술은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3]. 첫째는 50~100Mbps의 전송 속

도를 제공하는 대용량 전송 기술로 초광대역 무선 전송(Ultra wideband: UWB) 기술이 있다. 두 번째

로 1~11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중간 용량 전송 기술로 PC간의 네트워킹이나 WPAN 등에 이

용된다. 예로 WLAN, 블루투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저 비용 및 저전력으로 수십 kbps까지의 전

송 속도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최소한의 부가 비용으로 무선 통신 기능을 지원하며, 

장난감, 백색 가전 기기(white goods), 산업용 제어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등에 이용 가능하다. 예로 



IEEE802.15.4[2]와 Zigbee[8] 등이 있다. 그림 2는 서비스 제공 영역과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

한 각종 SRW기술 및 시스템별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2 SRW Technologies and Systems

2.2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무선 WPAN는 10m 이내의 짧은 거리에 존재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무선

으로 연결하여 이들 기기간의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2]. 

WPAN은 랩탑 PC, PDA 등 개인 휴대형 디지털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이들 기기간의 네트워크화 

요구에 의해 등장하였다. 그리고, IEEE의 표준화 기구와는 별도로 업계들의 SIG(Special Interest 

Group) 위주로 정립된 홈RF나 블루투스 등과의 공존 및 상호 연동의 필요성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

목받기 시작하였다. 1998년에 결성된 블루투스 SIG가 WPAN 연구의 기폭제가 되어 IEEE802를 중심

으로 WPAN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에는 기존의 WLAN과는 다

르게 저전력 소비와 단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개인 영역(Personal Operating Space: POS)에서 무선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하기위해 WPAN SG(Study Group)가 결성되었으며, 1999년에는 

IEEE802.15 WG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WPAN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짧은 도달거리

- 작은 크기

- 저전력

- 사용 편의성(즉 사용자가 기기를 가지고 WPAN 영역에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동기화 됨)

- 통화 간섭이 적음



  IEEE802.15 WG의 연구 범위는 개인 영역에서 무선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 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다[2]. 다음 절에서 이러한 표준 중 Blueth와 UWB, ZigBee에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2.2.1 Bluetooth

  블루투스는 크기가 작고 저가와 저전력으로 휴대폰, 랩탑 PC 등과 같은 휴대장치, 네트워크 접속점, 

여타의 기기들과 10~100m 정도의 작은 영역에서 연결을 제공하는 무선 인터페이스 규격중 하나이다

[2,5]. 1998년에 Ericsson, Nokia, IBM, Intel, Toshiba 등이 주축이 되어 블루투스 기술 표준화를 위

한 컨소시엄으로 블루투스 SIG를 결성하고, 1999년에는 버전 1.0, 2000년 10월에 버전 1.1의 규격을 

확정하였다. 

  블루투스는 2.4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무선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ISM 대역의 사용으로 무선 전화 등과의 예상치 못하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루투스에서는 간섭 방지를 위해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을 이

용한다. 소비전력은 대기상태에서 0.3mA이고 송수신시는 최대 30mA이다. point-to-point 또는 

point-to-multipoint방식의 연결이 가능하며, 최대 전송 속도는 1Mbps이나 실제의 효과 속도는 

723kbps이고, 전송거리는 반경 10m 정도이지만 출력 앰프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m까지 확대 가

능하다. 또한 하나의 피코넷에서 최대 7개까지 액티브 상태의 슬레이브가 접속할 수 있으며, park 상

태의 슬레이브는 최대 256개까지 접속할 수 있다.   

  IEEE802.15.1에서는 블루투스 규격을 IEEE 표준에 맞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유

무선망과의 연결을 위한 MAC 및 PHY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3 Protocols and Layers of Bluetooth



     

그림4 Layer Comparison between ISO 7 Layer IEEE 802 Standard and Bluetooth

표 1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Bluetooth and WLAN

Bluetooth WLAN

최  송속도
1Mbps(Sym)

723Kbps(Asym)

54Mbps

(802.11g)

최  송거리
10m(Sym)

100m(Asym)
100m

주 수 역
5GHz  ISN Open Band 

(Unlicensed)
2.4GHz

변조방식
FHSS

(1 에 최  1600회)
FH/DSSS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DSSS :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블루투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F와 베이스밴드 신호 처리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이를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 시켜주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한다. 블루투스 규격

에서는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계층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림 3은 블루투스의 각 프로토

콜 계층 및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는 블루투스의 각 계층 구조와 ISO OSI 7 계층 및 

IEEE802.15.1 표준과의 관계를 보여준다[2,5]. 도표 1에서는 블루투스와 WLAN을 비교하고 있다.

2.2.2 UWB(Ultra Wide-Band)

  UWB라는 용어는 이 기술의 스펙트럼 특성에서 인용되었으며 기본적인 원리는 임펄스라고 불리 우

는 짧은 펄스를 발생하여 전송한 것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기존의 narrow band 시스템 및 3G 셀룰러 기술로 설명되는 Wideband 시스템과 구분하기 위해 중심 



주파수의 25%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시스템 혹은 1.5GHz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무선 전송 기술 시스템을 UWB(Ultra WideBand)라 정의하였다.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그림 5와 같이 동일 출력을 갖는 세가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UWB 시스

템의 경우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존재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력 스펙트

럼 밀도가 낮고, 기존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아 주파수 공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UWB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존 협대역 시스템들과 주파수를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호 

간섭을 고려하여 사용 주파수 대역과 송신 출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펄스의 형태와 펄스 폭에 의

해 사용 주파수 대역이 결정 될 수 있으며, 일단 사용 주파수 대역이 결정되면 전송 가능한 데이터 율

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에서 보았을 경우 한 채널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율과 User에게 할

당 가능한 채널 수는 그림 6과 같은 trade-off 관계를 갖는다.

   

그림5 UWB Frequency Property

그림6 Spatial capacity of WPAN



표 2 Characteristic of UW?B

범 

송속도 100~500Mbps

범 10m

네트워크 구성 Ponit to point

Frequency 3.1~10.6GHz

류소모 낮음

Security ingerent

  UWB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낮은 비용과 전력 소비로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bits / sec / square-meter로 정의되는 spatial capacity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

는 근거리 무선 통신망과의 비교를 위해 spatial capacity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Bluetooth Group과 IEEE802에서 향상된 표준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제한 주파수 폭 때문에 이

러한 시스템들은 spatial capacity 향상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비해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이용하는 UWB 시스템은 높은 spatial capacity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2.2.3 ZigBee(IEEE 802.15.4)

  IEEE802.15.4 ZigBee는 블루투스보다 낮은 20~250kbps의 낮은 전송 속도와 매우 저렴한 가격, 매

우 긴 배터리 수명, 간단한 구조 및 연결성을 제공하여 10m 이내의 작은 범위 내에서의 무선 연결을 

요구하는 분야에 적합한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다[2,6]. 주요 적용 분야는 무선 센서를 응용하는 화학 

표 3 Characteristic of ZigBee

범 

송속도 869MHz 20kbps 915MHz 40kbps 2.4GHz 250kbps

범 10~20m

Latency < 15ms

Channels 868/915MHz 11, 2.4GHz 16

Addressing Short 8bit, 64bit

Channel Access CSMA-CA, slotted SCMA-CA



표 4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WLAN, , Bluetooth and ZigBee

WLAN Bluetooth ZigBee

범 < 100m 10~100m 10m

송속도(Mbps) 2~11 1 < 0.25

력소비 간 낮음 매우 낮음

크기 큼 작음 매우 작음

Complexity > 6 1 0.2

  

그림7 Layer Structure of 802.15.4(ZigBee)

공정이나 응급 상황 감지 시스템, 자동차 타이어 감지 시스템, 건강 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대화형 장

난감, 시큐리티, 창문 개폐, 냉난방 등의 홈 오토메이션 등이다.

  표 3은 ZigBee의 각 사양별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4는 블루투스 및 WLAN 과의 각 특징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ZigBee의 각 계층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 Zigbee Alliance

  ZigBee(IEEE802.15.4)의 상위 계층 설계를 위해 비영리 조직인 Zigbee alliance 가 결성되었다[8]. 

Zigbee에서는 표준화 기반의 안정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IEEE802.15.4의 MAC과 PHY를 기반으로 그 

상위에 네트워크 구조, 라우팅, 시큐리티 등을 추가한다. 이를 이용하여 Zigbee 프로파일은 서로 다른 

생산자가 만든 비슷한 기기들 사이의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제공하게 된다. Zigbee에서는 다양한 응

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 프로파일의 정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림 8은 

IEEE802.15.4와 Zigbee Alliance 간의 표준화 작업 영역 및 관계를 도시하고 있으며, 그림 9는 데이

터 전송률과 서비스 영역을 기준으로 한 Zigbee와 다른 무선 시스템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8].



   

그림8 ZigBee Standardization

   

  

그림9 ZigBee vs. Other Wireless System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 역사에 적용할 WSN 시스템에 적합한 무선 단거리 통신 기술의 특징과 종류를 

기술하고, 이중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선 개인화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연구 동향을 IEEE 802.15 WG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 

보았다.

  WLAN은 전송거리 및 전송속도에서 단연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소모 전력이 큰 만큼 WSN 시스

템에는 적합지 않고 미들웨어를 통해 전송된 센싱 데이터를 상위 관제 센터로 전송해주는 Gateway 역

할에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표준 중 저가 저전력 서비스를 목표로하는 서비스 명세 표준의 표인 Bluetooth와 

ZigBee의 비교에서는 Bluetooth가 무선랜에 비해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전송속도 역시 적합한 수준이

지만 개발단가, 구현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대량의 센서 노드가 필요한 WSN에 활용하기에는 상대적으

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802.15.4 ZigBee는 Bluetooth의 영역 중에서 low bandwidth, low 

power에 치중한 만큼 응용범위가 Bluetooth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복잡성과 

단가가 낮아지게 되었다. ZigBee는 매우 낮은 전송 속도를 갖지만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속도를 보이고 가격 면에서도 매우 저렴하고, 전력소모 역시 가장 낮은 특성을 갖는다. 전송거

리는 10m 전후로 매우 짧은 편이지만 데이터 수집에 효율적인 센서 노드 배치를 고려할 때 크게 문제

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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