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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ypical day in the subway transportation is used by hundreds of thousands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 various workrooms with high underground fire or other less than in the subway users could be damaging 
even to be raised and there. In 2010, in fact, room air through vents in the fire because smoke and toxic gas 
accident victims, and train service suspended until such cases are often reported. In response to these incidents in 
subway stations, even if the latest IT technology, wireless sensor network technology and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integrating fire and structural integrity, such as a comprehensive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urban transit system and are under study. In this study,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monitoring system into the field stations, authors carried out the ZigBee-based wireless sensor 
networks performance analyzation in the Chungmuro station. The test results at a communications room and 
ventilation room of the station are summarized and analyzed.

국문요약

지하철은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지하

철의 각종 기능실에서의 화재 등으로 이하여 지하철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에는 환기실에서의 화재로 환기구를 통해 연기 및 유해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열차 운행 중단사고 등의 사례까지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도 최신의 IT기술인 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 및 지능형영상감시기술 등과 접목하여 화재 및 역

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도시철도지능형종합감시시스템 개발 및 연구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발 중인 도시철도 지능형 종합 감시시스템의 현장 역사 적용에 앞서 ZigBee

기반의 무선센서네트워크 성능 시험을 서울지하철 충무로 역사에서 수행하였고, 본 논문에 충무로역사 내부

통신기계실과 환기실, 전기실에서의 ZigBee기반 무선통신환경 시험결과를 정리, 분석하였다. (주)휴텍21에

서 개발한 ZigBee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무선데이터 전송 시험 결과, 데이터 전송은 기능실 내의

각종 전자 및 기계설비로 인한 멀티패스 페이딩(multi-path fading)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

기계실과 같이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구분되어진 곳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안테나 및 센서노드 설치 지점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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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파형 주파수 Rx Power 분석 내용

도표 1. 통신기계실 무선 주파수 측정 결과 

1. 서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그 중 지하철의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최고 이슈로 대두되면서 영상 및 센서를 기반으로 한 안전감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사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만큼 안전이 최우선되

어야 하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지하철 역사에 지진, 화재, 테러 등의 내외부 위험요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와 각종 센서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 왔으며, 최근 무선센서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한 감시시

스템기술 도입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ZigBee기반의 현장 무선통신환경

시험을 서울지하철 역사 중 충무로 역사에서 수행하였고, 각 기능실에 대한 무선 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충무로역사 내부의 기능실에서의 ZigBee기반의 무선통신환경 시험결과를 무선 데이터 전송항목

에 초점을 두고 정리․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부의 기능실에서

의 무선 데이터 전송 특성을 파악하여 게이트웨이 및 센서노드, 안테나에 대한 설치기준 선정에 반영하

고자 한다.

800MHz, 2.4GHz,
5GHz, 11GHz 안테나

그림 1. 무선 주파수 측정 시험 구성도

2. 본론

2.1 기능실 무선 주파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2.4GHz 대역의 ZigBee 기반의 무선 센서네트워크와 간섭 유무를 확인하고 발견된 주파수

대역과 최대한 이격된 채널을 선정하기 위해 통신기계실, 환기실, 전기실, 신호기계실에 대한 무선 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은 Agilent社의 “PSA Series Spectrum Analyzer E4445A”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충무로역사 기능실 무선 주파수 측정을 위한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스펙트럼 분석기에 각기

다른 주파수대역의 안테나를 사용하였으며 500MHz~8GHz대역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절에 지하철 역사 내부 기능실에서의 무선 환경 측정 및 분석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2.1.1 통신기계실

통신기계실에서의 무선 주파수 측정결과는 도표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아날로그 이동통신과WiBro, 위성

DMB, WLAN 대역의 주파수가 측정되었으며 ZigBee 주파수 대역인 2.4GHz대역의 WLAN 주파수가 측정

되었으나 ZigBee의 11번 채널과는 10MHz정도로 이격되어 있어 무선주파수 간섭을 회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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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MHz -59.23 dBm
TRS 혹은 아날로그 휴

대전화의 주파수

923 MHz -66.40 dBm

833MHz -66.94 dBm
아날로그 휴대전화의

주파수

1.865 GHz -57.17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LGT

1.843 GHz -66.04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KT

2.415 GHz -42.02 dBm WLAN 주파수 대역

2.437 GHz -43.99 dBm WLAN 주파수 대역

2.637 GHz -56.22 dBm 위성 DMB 주파수

2.340 GHz -57.76 dBm WiBro 주파수(KT)

무선 주파수 파형 주파수 Rx Power 분석 내용

873.2 MHz -65.40 dBm
TRS 혹은 아날로그 이
동통신 기지국 주파수

882.2 MHz -68.45 dBm
TRS 혹은 아날로그 이
동통신 기지국 주파수

878.8 MHz -69.90 dBm
아날로그 휴대전화의

주파수

924.8 MHz -69.72 dBm

도표 2. 환기실 무선 주파수 측정 결과 

2.1.2 환기실

환기실에서의 무선 주파수 측정결과는 도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아날로그 이동통신과 WLAN 대역의

주파수가 측정되었으며 WLAN주파수 대역과 ZigBee의 11번 채널과는 20MHz정도로 이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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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GHz -56.15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KT

2.425 GHz -57.92 dBm WLAN 주파수 대역

2.447 GHz -58.39 dBm WLAN 주파수 대역

무선 주파수 파형 주파수 Rx Power 분석 내용

873 MHz -50.96 dBm
TRS 혹은 아날로그 이

동통신 기지국 주파수

185 MHz -61.33 dBm 지상파 DMB 주파수

827 MHz -63.19 dBm
아날로그 이동통신 휴

대전화의 주파수

1.866 GHz -64.21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LGT

1.878 GHz -62.66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LGT

도표 3. 전기실 무선 주파수 측정 결과  

2.1.3 전기실

전기실에서의 무선 주파수 측정결과는 도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아날로그 이동통신과 WiBro, 지상파

DMB, WLAN 대역의 주파수가 측정되었으며 WLAN주파수 대역과 ZigBee의 11번 채널과는 20MHz정도

로 이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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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GHz -56.22 dBm WLAN 주파수 대역

2.638 GHz -58.39 dBm WiBro 주파수 대역

무선 주파수 파형 주파수 Rx Power 분석 내용

873 MHz -45.85 dBm
TRS 혹은 아날로그 이

동통신 기지국 주파수

208 MHz -63.58 dBm 지상파 DMB 주파수

183 MHz -63.77 dBm 지상파 DMB 주파수

1.868 GHz -51.71 dBm
아날로그 이동국(PCS)

- LGT

2.437 GHz -50.96 dBm WLAN 주파수 대역

도표 4. 신호기계실 무선 주파수 측정 결과 

2.1.4 신호기계실

신호기계실에서의 무선 주파수 측정결과는 도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아날로그 이동통신과 지상파DMB,

WLAN 대역의 주파수가 측정되었으며 WLAN주파수 대역과 ZigBee의 11번 채널과는 32MHz정도로 이격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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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신기계실 배치도(구조도)

2.2 기능실 무선데이터전송 시험

ZigBee기반 무선 데이터 전송 시험을 위한 측정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은데, 기능실의 주요 지점에

센서노드를 설치하고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간 ZigBee기반 무선데이터 송수신을 하고, 게이트웨이와 이더

넷으로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으며 gateway GUI 프로그램을 통해 에러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2. 무선 데이터 전송 시험을

위한 측정시스템 구성

2.2.1 통신기계실

그림3에 ZigBee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설치 지점을 나타내었으며, ZigBee기반 무선 데이

터 전송 시험조건 및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테나의 높이는 2m, 센서의 높이는 2m, 안테나 이득은

0dBi, 측정시간은 30분이며, 한 시간 동안 ZigBee 센서노드의 frame은 총 180회 송신하며 이를 기준으

로 몇 개의 프레임이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이 수행되었다.

항목 1 2 3 4 5 6 7 8

ZigBee Data
Error Rate

0% 0% 0% 0% 0% 0% 3% 0%

도표 5. 통신기계실 ZigBee 데이터전송 에러율

도표 5.는 통신기계실에서의 에러율 측정 결과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유리로 나누어져 있어 수신율이

양호하였다. 하지만 센서노드 위치 7번은 숙직실로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밀폐되어 수신율이 상대

적으로 저조하였다.

2.2.2 환기실

그림4 에 ZigBee 센서노드와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설치 지점을 나타내었으며, ZigBee기반 무선 데이

터 전송 시험조건 및 시험 방법은 통신기계실에서 측정했던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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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기실 배치도(구조도)

항목 1 2 3 4 5 / 5-1 6 7 8

ZigBee Data
Error Rate

0% 0% 0% 0% 79.5% / 0% 0% 1.5% 0%

도표 6. 환기실 ZigBee 데이터전송 에러율

도표6.은 환기실에서의 ZigBee 데이터 전송 에러율 결과이다. 환기실의 상단부는 통풍 덕트로 전부 차

폐되어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 설치 위치를 천정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원활한 수신 가능하였다. 센서

노드 2번 위치는 벽으로 둘러싸이고 문만 열려져 있는 장소로 다른 위치에 비해 수신율이 저조하나 데

이터 전송에 지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5번 위치에서는 수신율이 굉장히 저조하나 위치상 센서

노드의 설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수신율이 양호한 5-1 위치에 센서노드 또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2.3 전기실

그림 5. 전기실 배치도(구조도)

항목 1 2 3 4 5 6

ZigBee Data
Error Rate

0% 0% 0% 0% 0% 0%

도표 7. 전기실 ZigBee 데이터전송 에러율

도표 7.은 전기실에서 측정한 결과이며 전기실은 실내 넓이가 그리 넓지 않고 차폐되거나 LOS에 방

해가 되는 장비들이 많지 않아 수신율이 양호하게 측정되었다.

2.2.4 신호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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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호기계실 배치도(구조도)

항목 1 2 3 4 5 6

ZigBee Data
Error Rate

0% 0% 0% 0% 0% 0%

도표 8. 신호기계실 ZigBee 데이터전송 에러율

도표 8.은 신호기계실에서 측정한 결과이며 신호기계실 또한 실내 넓이가 그리 넓지 않고 차폐된 부

분이 없고 LOS가 확보되어 수신율이 양호하게 측정되었다.

3. 결론

지하철역사의 기능실에 대한 무선 주파수 측정 결과 아날로그 이동통신과WiBro, 위성DMB, WLAN 대역

등의 주파수가 존재했으나 이는 ZigBee 의 주파수 대역과는 10MHz 이상 이격되어 있고 각 주파수의 출력

이득이 크지 않아 채널간 간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능실에서의 ZigBee 무선 데이터 전송시험 결과 통신기계실은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숙직실의 경우 게이트웨이와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전송률이 저조하였지만 그 외 나머지 구역에

서는 에러율 없이 전송되었다. 환기실에서는 일부 구역에서 대형 환풍기 덕트로 인해 LOS가 확보되지 않아

에러율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센서노드의 위치 변경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센서노드와 안테나

의 설치는 천정에 함으로써 천정과 지면 사이에 있는 환풍기 덕트로 인한 LOS 방해 요인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실과 신호기계실은 면적도 넓지 않을뿐더러 LOS에 방해가 되는 장비가 없어 에러율이 발생하

지 않았다.

통신 토폴로지가 스타형으로 구성된 게이트웨이와 센서노드간의 무선데이터 전송 시험은 게이트웨이의

안테나 위치에 따라 수신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ZigBee 기반의 센서네트워크 구축시 본 연구와 같

은 시험을 통해 센서노드 위치 선정과 안테나 설치 지점에 대한 검증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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