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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개발은 ZigBee 리더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 ZigBee 단말기

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호스트에서 수집/가공/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서론 

지그비(ZigBee)는 저전력,저가격, 사용의 용이성을 

가진 근거리 무선센서네트워크의 대표적 기술중 하나

로 2003 년 IEEE 802.15.4 작업분과위원회에서 표준

화된 PHY/MAC 층을 기반으로 상위 Protocol 및 

Application 을 규격화한 기술이다. 지그비(ZigBee)

는 향후 원거리 모니터링과 제어 및 센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i-Fi 는 무선 노트북에 이용되는 기

술이며, 블루투스는 핸즈프리 이어폰 및 PC 에 많이 

활용되었고, 지그비는 저전력을 요구하는 개인 건강

보호, 산업제어, 전등 및 상업제어, 컴퓨터 주변장치, 

가전제품 분야의 센서 네트워크 등에 두루 활용될 신

기술이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건

으로는 낮은 소비전력, 저가격, 신뢰성을 꼽을 수 있

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제시되

고 있는데 이중 지그비(ZigBee)가 무선 센서 네트워

크 산업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개발은 ZigBee 리더기와 단말기 사이의 통

신 프로토콜을 설정, ZigBee 단말기에서 전송하는 데

이터를 호스트에서 수집/가공/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시스템 구성 

 
 ZigBee Tag  

 - Tag 1 개당 하나의 고유한 ID 값을 가지고 있으며 

ID 값 및 통신세기(RSSI)를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송출주기는 조절할 수 있으며 본 과제 에서는 

0.5 초당 1 번 주기로 ID 값 및 통신세기(RSSI)를 

송출하고 있다. 

 ZigBee Reader 

- Tag가 송출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ZigBee단말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단말과는 USB 를 이용한 

RS232C 통신을 한다. 

 ZigBee 단말 

  - Reader 에서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Server 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본 과제에서는 

정류소안내기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Data Server 

  - 단말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집/저장 하는 기능을 

한다. 본 과제에서는 정류소안내기 서버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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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ZigBee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개발내용 

3.1 ZigBee 통신 및 프로토콜 분석 

ZigBee Tag 에서 송출하는 데이터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1 개의 Tag 당 송출되는 정보는 데이터의 시작문자 

1Byte , ID 값 8Byte, RSSI 값 1Byte,  데이터 끝문자 

1Byte, 이며 총 11Byte 의 데이터를 송출한다. 

  

구분 크기(Byte) 

Start Char. 1 

ID 8 

RSSI 1 

End Char. 1 

<표 1. ZigBee Tag 송출 데이터> 

 
ZigBee Reader 는 주변 ZigBee Tag 에서 발신하는 정보

를 수신하여 단말로 전송한다 

ZigBee Reader 와 단말과는 RS232C 통신을 이용하며 이

를 위한 단말에서의 설정값은 아래와 같다. 

 

항목 값 

Baud Rate 38400 

Parity Bit None 

Data Bit 8 

Stop Bit 1 

Flow Control None 

 <표 2. ZigBee Reader COM port 설정값> 

 
Reader 가 수신하는 Tag 정보를 단순히 확인만 하려면 

단말의 하이퍼 터미널을 이용하여 설정값을 세팅해서 

Reader 가 수신하는 Tag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3.2 ZigBee 어플리케이션 구성 

3.2.1 인터페이스 구성 

 

 
<그림 2 ZigBee 인터페이스 구성도> 

 
 ZigBee 수신 확인용 점멸등 

해당 Tag 가 수신되면 초록색으로  그렇지 않으면 

빨강색으로 표시된다. <그림 2> 에서는 Tag1 번과 

Tag2 번이 수신중으로 표시되고 있다. 

 ZigBee Tag 데이터 수신 리스트 큐 

전송리스트로 넘어가기 전까지 수신된 Tag ID 와 

수신강도(RSSI)값을 표시한다. 이후 전송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리스트큐는 Clear 된다. (반복수행) 

 ZigBee Tag 데이터 전송 리스트 

수신리스트로부터 넘겨받은 값들을 서버로 전송한 

리스트를 표시한다. 이후 수신리스트 큐로부터 새

로운 값을 받으면 리스트는 Clear 된다. (반복수

행) 

 수신시작 

ZigBee Tag 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수집 / 가공 / 

전송 을 시작하며 점멸등과 각각의 리스트에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수신종료 

ZigBee Tag 로부터 데이터 수신을 종료 하고 최종 

상태를 유지한다. 

 현재시간 

내부 프로세스의 초 단위 진행을 확인 하기 위해 

단말의 현재시간을 표시한다.  

 끝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3.2.2 수신모듈 구성 

 

ZigBee Reader 의 RS232C 통신을 위한 시리얼 포트를 

구성하여 설정 값을 세팅해 준다. 

 

 private static SerialPort sp3 = new 

SerialPort("COM3", 38400, Parity.None, 8, 

StopBits.One); 

 

COM port 의 값은 단말의 가용한 포트로 설정한다. 

 

sp3.DataReceived += new 

SerialDataReceivedEventHandler(sp3_DataRecei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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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void sp3_DataReceived(object sender, 

SerialDataReceivedEventArgs e) 

{ 

… 

} 

 

해당 COM port 에 대한 데이터 수신이벤트를 추가하고 

데이터 수신 시 처리할 함수를 구성한다. 

 

3.2.3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구현 

 

3.2 에서 구성된 Sp3_DataReceived 함수내에 수집 및 

가공루틴을 구현한다. 

 

먼저 단말기로 전송된 ZigBee Tag 데이터를 수집한다. 

 

byte[] rspbyte = new byte[11]; 

sp3.Read(rspbyte, 0, 11); 

 

3.1 에서 ZigBee Tag 데이터는 총 11Byte 이므로 해당 

크기만큼 버퍼변수를 설정하고, 설정된 COM port 의 

수신버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온다. 

 

수신된 데이터들 중,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추출

/가공 한다. 

 

if (rspbyte[0] == 0x23 && rspbyte[10] == 0x2a) 

{ 

… 

string temp_hex = 

Encoding.ASCII.GetString(rspbyte, 1, 8); 

int tempRssi = rspbyte[9]; 

… 

regcode = temp_hex.Substring(0, 2);  

  buscode = temp_hex.Substring(2, 2);  

bus_id = temp_hex.Substring(4, 4); 

ZigBeeRssi = ~( tempRssi - 1)+255; 

…  

} 

 

수신된 데이터의 시작 문자와 끝 문자를 먼저 체크하

여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한 후, ID 값과 RSSI 값을 추

출한다. 추출된 ID 값은 다시 의미 있는 값으로 재 변

환하고 RSSI 값은 음수를 2 의 보수로 수신되었으므로 

이므로 다시 부호 있는 정수로 변환 한다. 

가공된 데이터는 리스트에 저장하여 관련된 프로세스

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리스트에 접근시 Mutex 를 설정하여 의도치 않은 접

근을 제한하도록 한다. 

 

DS.EnterZAMutex(); 

DS.ReceiveTable.Add(bus_id, DateTime.Now); 

DS.LeaveZAMutex(); 

 

3.2.4 데이터 전송 구현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메서드를 구성한

다. 

 

public boolean setZigBeeData(String bit_id, 

String crf_id, String reg_dt, String reg_tm, 

String rssi)  

{ 

if(crf_id != null && crf_id.length()!=0 ) 

        { 

          BISDAO BusInfo = BISDAO.getDAO();  
          value = 

BusInfo.setZigBeeDataInsert(bit_id,crf_id,reg_dt,

reg_tm,rssi); 

        } 

      return  true; 

    } 

 

메서드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DB 로 저장한다. 

 

단말에서 상기의 메서드를 호출하여 ZigBee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다. 

 

… 

ZigBeeData.bit_id = bisZigbee.bit_id; 

ZigBeeData.crf_id = bisZigbee.crfid; 

ZigBeeData.reg_dt = bisZigbee.reg_dt; 

ZigBeeData.reg_tm = bisZigbee.reg_tm; 

ZigBeeData.rssi   = bisZigbee.rssi; 

… 

DS.EnterWSMutex(); 

bisService.setZigBeeData(ZigBeeData); 

DS.LeaveWSMutex(); 

… 

메서드 접근시 Mutex 를 설정하여 다른곳에서의 의도

치 않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한다. 

 

4. 테스트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결과를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의 

정류소 안내기 부분에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에 대

해 살펴본다. ZigBee Tag 를 버스에 설치하여 운행하

고, ZigBee Reader 를 정류소안내기 단말에 설치하여 

ZigBee 데이터의 수집/전송 기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3 ZigBee 데이터 수신/전송 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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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ZigBee 데이터의 원활한 수신/전송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수신된 데이터의 단말내 사용 로그  > 

 

또한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말에서 적극활용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전송된 데이터의 DB 저장 확인 화면  > 

 

기 구성된 메서드를 통한 DB 저장이 원활하게 실행됨

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개발은 지그비(ZigBee)를 이용하여 근거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그비(ZigBee)

의 개발 목적과도 부합되는 사항이지만 이를 실제 시

스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은 차후 근거리 네트워

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과제로 

지그비(ZigBee)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방면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그비(ZigBee)가 저전력을 요구하는 개인 건강보

호, 산업제어, 전등 및 상업제어, 컴퓨터 주변장치, 

가전제품 분야의 센서 네트워크 산업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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