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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biquotuous technology should be adopted in railroad business to provide passenger's security and 
convenience. In this project, IT and smart sensor technologies are reviewed, benchmarked,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target system is the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Korea with the maximum speed of 400km/h.  Wireless sensor network with smart sensors is 
implemented around a train car.  PC-like IT terminal will be designed and implemented so an individual 
passenger can use it to do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the Internet, personal data processing, the 
e-learning, shopping on the railroad, and so on.  These provision will give comfort, convenience, and 
safety of a passenger during his/her trip.
   

1.  서  론

  정부 산하 여러 부처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여 각각의 지원정책을 피고 있으며 최신 IT 신

기술 개발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오고 있다.

  최고 시험 속도 400km/h의 고속철도 차량의 개발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 중에 하나로서 세계에 우리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알릴 수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맞는 유비쿼터스 고속철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차량의 성능과 함께 차량 내외부의 첨단 IT H/W와 S/W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주목이 필요

하다. 

  유비쿼터스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스마트 센서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네트워크 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똑똑한 센서’가 시공간을 초월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각종 장치들이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센서 기술과 마이크로 컴퓨터 기술을 결합하여 우수한 데이터 처리 능력, 판단 기능, 메모리 기

능, 통신 기능 등 기존 센서에선 찾아볼 수 없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USN 

모듈을 개발하여 차량에서의 편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적합한 명령을 내려 인간의 운영 이외

에 자체적으로 차량 내부의 시설,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관련 국내외 최신 IT 기술과 스마트센서에 대한 시장 조사와 선진 벤

치마킹을 통해 적용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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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연구개발 종료 시 차량에 직접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하드웨어 부문에

서는 스마트센서의 개발에 있어서 필요 센서의 기술, MEMS 기술, Embedded software 기술, USN 통신 

기술 등이 집약된 첨단 스마트센서를 개발, 시제품을 완성하여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도록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세계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과 더불어 고속철도사업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필요하며, 선진국에서도 아

직은 고속철도 사업에 IT기술 및 스마트센서, USN분야로의 개발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감성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현재의  IT기술 및 스마트센서 기술 분야로의 개척이 요구된다.

스마트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유비쿼터스 분야로의 개발은 철도산업발

전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발전에도 적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1 기술적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스마트센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노력이 시작되었

으나, 축적된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 기술과 기준을 모방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센서와 USN기술이 점점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스마트센서나 USN, 기타 최신 신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 활동이 미비하여 외

국기준 및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비록 센서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확도나 활용도 

면에서 외국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주요 센서, USN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

다.  스마트센서 개발에 필요한 MEMS 기술과 Embedded 기술 등은 비단 스마트센서 분야만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하드웨어 전반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로써 시급한 기준 마련과 연구 개발 수행을 통

한 전문 인력양성, 기술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2.2 경제□산업적 측면

  최신 IT기술 및 스마트센서 적용 기술 연구는 신개념의 스마트센서, USN 개발, 신기술에 대한 지식

의 축적, 경험에 기초한 기술문제 해결방안 마련, 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발 및 개선 등을 수행 업

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차량 사고 시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경제 비용손실에 비하면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속철도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와 차량 

안전율 제고 등 큰 경제, 산업적 파급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2.3 사회□문화적 측면

   고속철도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와 차량 안전율 제고 등 커다란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3.1.1 국내 기술 및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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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센서나 USN같이 복

잡한 설계와 기능적인 안정성을 요구하는 H/W에 대한 국내 기술력이 해외에 미치지 못하고 고속 철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국내에서 설계/개발 된 스마트센서나 USN 장비로는 실제 적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실제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모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3.1.2 국내시장 현황 및 예측

  센서 네트워크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 진전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직은 연구 개발단계이지만 우수한 성능의 센서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표

준화 및 인프라 확대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면서 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의 USN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오는 2010년에는 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임. 이미 정

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관련시장을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RFID와 센서 기기 개발 등 

기술개발은 물론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시장 확대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홈 시큐리티, 기계 고장진단, 화학적/생물학

적 이상 감시, 의료 분야, 감시, 재난 방제, 환경감시, 지능형 물류관리, 실시간 보안,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을 비롯해 원격감지가 요구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초기 시장단계에서는 기존에 센서들을 이용하던 산업분야의 기계 고장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홈 빌딩의 시큐리티와 자동 공조 부분에 우선 적용되는 추세이며, 공공시설 안전, 차량, 농업, 의료 분야

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좀 더 지능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기상 관찰, 방문자의 제한지역 감시, 실내

의 인력에 대한 위치인지, 생화학적 감시, 생태계 관찰, 생산 품질관리 애플리케이션 등도 차세대 응용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과 함께 USN 응용 분야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u-CITY 사업은 국내의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각 정부 기관들도 다양한 시

범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의 수도 2005년 34개사에서 2007년에 78개사로 

늘어나고 있어 시장형성과 더불어 관련 기술기업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USN 기술이 적용

되는 u-City 시장 규모는 작년에 신도시 위주로 1,560 억 원 규모를 이루었고, 2007 년에는 활발한 신도

시 구축으로 3,538억원, 그리고 2008 년에는 행정중심도시에 집중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4,535 억원 수

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2.1 국외 기술 및 산업동향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은 산업제어 및 모니터링, Home Automation, 전자제품, 보안

과 국방 분야, 자산관리와 SCM(Supply Chain Management), Intelligent 농업과 환경sensing 분야, 건강

모니터링 분야, 그리고 에너지산업 시설 모니터링 등의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될 것으로 업계에

서는 예상하고 있다.

 센서네트워크에는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s)과 WPAN(Wireless Personalized Area 

Networks)을 주종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적용산업의 특수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를 블루투

스(Bluetooth)나 지그비(Zigbee) 또는 UWB(Ultra Wide Broadband)를 함께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USN부문에서는 무선센서통신망의 시장을 통합하고,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성을 가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권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ow 

Rate WPAN부문에서 IEEE 802.15.4 표준을 지정하게 되었고, 이 IEEE 802.15.4의 표준에서는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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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AC(Medium Access Control) layer의 두개의 layer만이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이에 Zigbee라는 근

거리 통신방식의 기술이 칩 제조사, 서비스 제공사, 사용자들의 산업형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되어 2004

년 상반기부터 지그비 네트워크의 peer-to-peer와 star topology방식으로 개발되었다.

3.2.2 국외 기술 및 산업동향

  센서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의 최초 요소로서 시스템의 최 선단에 위치하여 정보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또한 반도체집적화기술, MEMS기술, 3차원미세가공기술과 결합되어 고성능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고, 따

라서 앞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소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핵심사업

의 일환으로 연구개발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센서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246억7천만 불에서 2003년 262억4천만 불, 2004년 279억불을 기록

하면서 매년 6%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량유속, 압력, 근접, 위치, 온도 등 산업용센서의 비중

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센서의 산업분야별 비중에는  2008년에는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133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

이며 뒤이어 공정산업 분야가 91억 달러로 2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센서 생산국은 미국으로 2008년에는 전체 생산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은 일

본이 19.5%, 독일 11.3% 순으로 이들 3개국이 전 세계 생산의 5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월드 (ON World) 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오는 2010 년에 총 사용되는 무선 센서노드의 65% 정도를 

ZigBee 가 차지하게 되며 , 칩셋 가격을 개당 2 달러 정도로 계산할 경우 전체 시장 규모는 53 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ZigBee 는 향후 블루투스 등 인접 WPAN 기술들과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며, 타 기술

과의 컨버전스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ZigBee 칩은 100 만 개 생산 시 개당 4 달러 미만의 가격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4. 주요 연구개발 내용

  승객의 안전성과 쾌적성, 편의성에 중점을 맞추어 최신 IT 및 스마트센서 기술의 시장조사를 하고, 선

진 적용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도출한다.

IT기술 및 Smart Sensor node 및 USN적용 모듈의 Prototype을 개발, 차량의 시제품 개발 시 차량에 

장착하여 적용성을 평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4.1 연차별 진행 계획

4.1.1 1차년도(2007.07.31~ 2008.07.30)

  - 국내외 IT 및 스마트센서의 적용사례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조사 정리하고 각각의 사

례를 통해 고속철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과 함께 적용 가능분야를 파악하여 현

실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 분야를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 국내외 IT 및 스마트센서 적용 사례 분석

  - 국내외 IT 및 스마트센서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선진 적용 사례 중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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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USN 공공분야의 적용사례

    *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

    * 터널 계측 시스템

    * 사면거동 모니터링 시스템

    * 재난 방지 서비스 모델

    * 보안/방범 서비스 모델

    * 문화재 관리 시스템

    *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 국내 USN 민간분야의 적용사례

    * 가스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 홈 네트워크용 헬스케어

    * 장치제어 서비스 모델

   - 국외 USN 공공분야의 적용사례

    * 군대차량 운영 및 유지

    * 센서넷 프로그램

    * NASA의 남극지역 원격탐사 및 데이터수집 시스템

   - 국외 USN 민간분야의 적용사례

    * 트럭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 빌딩, 공장시설 감시 시스템

    * 식품, 산업관리 시스템

      

  2) 고속철도 적용범위 확정

  - 최신 IT기술과 스마트센서의 적용 가능분야를 파악하고 현실적 상황에 입각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적용 분야를 확정한다.

  3) 세부 개발 수행 계획 확정

  - 확정된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중 위험요소 도출 시 해결방안 제시를 통

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4.1.2 2차년도(2008.07.31 ~ 2009.07.30)

  1) IT 및 스마트센서 기능분석

  - 각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바탕으로 기능의 효용성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한다.

  - 현 시점에서의 제공 가능 기능과 연구 개발 할 기술의 향상 가능성을 파악한다.

  2) 고속철도 기술 적용 검증

  - IT 및 스마트센서를 통해 고속철도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업무에 대한 검토를 한다.

  - 검토된 산출물을 본 연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정도 및 기능의 성숙도를 통해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재검증 한다.

  3) 기본설계

  - 기능 정의에 따른 H/W, S/W 기본  스펙을 정의하여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1.3 3차년도(2009.07.31 ~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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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설계

  - IT Architecture, Smart Sensor node, USN 모듈설계를 한다.

  2) 설계 검토 및 확정

  - 설계 된 H/W, S/W에 대한 기능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의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확

정 한다.

4.1.4 4차년도(2010.07.31 ~ 2011.07.30)

   

  1) 시작품 제작

  - IT Architecture, Smart Sensor node, USN 모듈 설계를 한다.

   2) 시작품의 시제 차량 적용

  - IT 및 스마트센서, USN모듈을 시제 차량에 개별 설치하여 각 기능별 단위 테스트를 한다.

  - IT 및 스마트센서, USN모듈을 통합 설치하여 통합 테스트를 한다.

4.1.5 5차년도(2011.07.31 ~ 2012.07.30)

   

  1) 시작품의 성능 평가

  - 통합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파악한다.

  - 기능, 서비스 정의 대비 성취도 결과를 분석한다.

  - 테스트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차후 보완책 연구

  -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책을 모색한다.

  - 시제품에 대한 개선 작업 수행 및 상용화 전략을 수립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부터 시제품 개발이 이르는 단계에 속해 있으며, 현 국내 실정에 비

추어 스마트센서, USN분야에 있어서 성숙된 시장이 열릴 시기는 5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철도 관련 국내외 최신 IT 기술과 스마트센서에 대한 시장 조사와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 

적용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연구개발 종료 시 차량에 직접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스마트센서의 개발에 있어서 필요 센서의 기술, MEMS 기술, Embedded software 기술, USN 통신 기술 

등이 집약된 첨단 스마트센서를 개발, 시제품을 완성하여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차세대 고속철도에 적용할 IT기술 및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이므

로 독창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향후에는 연구 개발에 있어서 기능적인 면 뿐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강화, 편의 증진,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하며 발전하는 최신 기술을 개발

함에 따라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져 국내 기술 향상 및 국제 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이 예견된다.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고속철도에 적용할 스마트센서와 USN, 최신 IT기술 기준이 정립되면 국내의 많은 응용분야에서 

동일 기술에 대한 설계/개발을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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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센서와 USN 모듈 기준은 연구결과를 바로 u-City나 타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3)  국내 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두 번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한국형 고속철도 이후 다시 한 번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과의 경쟁에

서 우위를 점하여, 해외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 진출을 저지한다.

  3)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널리 진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내 IT 시장 뿐 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 IT 및 스마트센서 설계/개발에 대한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 이다.

  2)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일익하며, 고속철도 차량 적용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함

께 시장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400km/h 시험 속력의 최고의 고속철도에 걸맞는 최고의 유비쿼터스 환경 제공을 통해 기능성 뿐 

아니라 편의성으로써도 세계최고의 고속철도를 지향하게 된다. 

  4) 고속철도 차량의 최신 IT 기술적용의 성공 사례로서 국외에 널리 알려져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해

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IT 및 스마트센서, USN모듈 개발은 표준 설계 기준 수립에 반영되고, 표준 설계 기준은 각종 다양

한 Smart Sensor, USN설계, 개발의 기준으로 적용 될 것이며,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첨단 유비쿼터스 

고속철도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신 기술이 탑재된 철도차량의 제작으로 국내 철도기술의 향상과 함께 해외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

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첨단의 기술력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지하철, 일반 철도등 기타 교통시스템에 적용하여 활

용될 수 있으며, 타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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