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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의 작업 환경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의 개인 

안 을 크게 하고 있다. 부에게 산에서 안 사고가 생길 시에는 부의 치가 제일 먼  

악되어야 하고 이는 가장 요한 정보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ZigBee를 이용하여 무선 센

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산에서의 부 치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부의 이동범 에 설치된 ZigBee Reader와 부의 신체  소지품에 

부착된 ZigBee Tag와 ZigBee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리하는 ZigBee 서버  데이터를 기록할 

DB와 지상 리자의 요구를 받아 이 정보를 지상 리자에게 알려주는 치 리 시스템을 설계하

다.

1. 서론

   최근 몇 년간에 세계에서 철강 산업이 속히 발 하

면서, 석탄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석탄 사업은 각

국의 경제 건설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 하지만 

산의 작업 환경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안 사고가 빈

번히 발생한다. 이는 부의 개인 안 을 크게 하고 

있다. 부에게 산에서 안 사고가 생길 시에는 부의 

치가 제일 먼  악되어야 하고 이는 가장 요한 정

보  하나이다. 그 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제공이 가

능한 표 인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부의 치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는 부분 산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한 치 리 시스템을 사용하

고 있다. 이것은 산 출입구와 요한 채  입구에 카드

인식기를 설치하여, 부가 소지하는 RF 카드 정보를 읽

을 통해서 부의 정보를 기록하고 리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시스템은 부 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RFID 시스템에서 필요한 카드인식기의 가격

이 비싸다. 따라서 경제 이고 실시간으로 부 치를 측

정할 수 있는 치 악시스템은 산의 안  생산에 박

한 요구가 되고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렴하면서 통신 데이터의 무결

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ZigBee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부의 치 리를 해 이들의 치를 지상에 치한 

리자들에게 제공하는 부 치 리 시스템을 설계한

다. 

2. 련연구

   Zigbee는 'Zigzag'와 벌을 뜻하는 'Bee'의 합성어로 

벌이 여기 기 구석구석 움직이며 모든 것을 통신한다는 

의미의 합성어로서 유비쿼터스 컴퓨 을 한 근거리 통

신을 지원하는 IEEE 802.15.4 표   하나이다[3,4]. 표 1

은 ZigBee 기술 주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 요구 사항 ZigBee

저전력 소모
WPAN 기술 최저 전력소모 

(100mW 미만)

소형화 1cm 미만 소형 모듈 

단순프로토콜

(사용 편리)

50Kb 프로토콜 

(Bluetooth 1/4 수준)

멀티 모드 

네트워크 지원

1:1, 1:n, Mesh, 다단계 호핑 

(8단계)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 지원
최대 65,536 노드 수용

세계 표준 기반
IEEE 802.15.4(4b)

업계표준(ZigBee Alliance)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신뢰성

최신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성)

신뢰성 있는 라우팅 지원

(네트워크 신뢰성)

<표 1> ZigBee 기술 주요 특징

   IEEE는 2003년 5월 가격, 력과 간단한 Network 

구조를 갖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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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정의하는 802.15.4를 발표했다. ZigBee Alliance는 

IEEE에서 정의하는 PHY, MAC에 네트워크/보안 계층을 

추가로 정의하여 ZigBee 표 화 SPEC Version 1.0을 

2005년 1월에 발표했다. ZigBee는 무선통신 기술이지만 

WPAN 로토콜의 모든 장 을 부각시키진 않는다. 단순

한 로토콜과 긴 배터리 수명 등이 요한 센서 네트워

크, 홈 오토메이션,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액세스 컨트

롤 기능 등에 최 화 된 기술이다. ZigBee는 가정이나 사

무실의 조명, 보안 등을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선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표 의 하나로 연결 기기들의 

력 소모가 은 것이 특징이다. 다음 그림 1은 타 기술과 

ZigBee의 차이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타 기술과 ZigBee의 차이  

     

   ZigBee 기기는 성능별과 기능별로 나 어 볼 수 있는

데 성능별 ZigBee 기기는 FFD(Full-Function Device)에

서의 코디네이터, 라우터, 종단기기와 RFD(Reduce 

-Function Device)에서의 종단기기로 나 어 볼 수 있다. 

기능별 ZigBee 기기는 다른 네트워크와 사이에 라우터처

럼 Tree의 루트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모든 네트워크 

형태에서 작동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로도 작

동 가능한 라우터, 꼭 필요한 기능만 살려 값싸게 생산하

는 것이 목 인 종단기기로 나 어 볼 수 있다. ZigBee 

스펙은 IEEE 802.15.4 표 을 골격으로 하 다. ZigBee 표

을 제정하기 해 국제민간단체인 ZigBee Alliance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IEEE 802.15.4 를 기반으로 표  

스펙을 제정한 것이 ZigBee 스펙이다. ZigBee와 IEEE 

802.15.4의 계는 ZigBee가 IEEE 802.15.4 를 모두 포함

하고 있다. ZigBee는 계층구조를 이루는데, 하 계층이 

IEEE 802.15.4 이며 상 계층이 ZigBee로 구성이 된다. 

3. ZigBee기반 부 치 리 시스템 설계 

   산에서 ZigBee를 이용한 부 치 리 시스템은 

ZigBee 치 정보 수집 모듈, ZigBee 서버, 웹 사이트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２）ZigBee 이용한 부 치 리 시스템 구성도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Zigbee 무선 네트워크의 

Zigbee Reader, Zigbee Tag를 이용한 산에서 부의 

치정보를 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

의 DFD이다. 

  

사용자
Zigbee 위치정보

수집모듈
Zigbee 서버Tag 위치정보

Tag 위치정보

Tag 위치정보
요청

위험알림

사용자등록모듈 등록정보

등록여부

관리자

관리정보
요청

관리정보
응답등록정보

（그림 3）ZigBee 이용한 부 치 리 시스템 DFD

   제안하는 시스템의 Zigbee 치 정보 수집 모듈에서는 

태그정보를 짧은 주기로 수집하여 Zigbee 서버에 송하

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ZigBee 치 정보 수집 모듈은 세 가지 기본 장치로 

구성된다.

ZigBee Coordinator: Coordinator는 각개의 리더로부터 

받은 Tag 정보를 수집하여 ZigBee 서버에게 송한다.

ZigBee Reader: Reader는 부들이 이동하고 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ZigBee Tag: Tag는 부에게 부착되거나 소지되는 장

치이다. 

   ZigBee Reader는 ZigBee Tag를 센싱하여 부의 해당 

지역 존재여부를 식별하고, ZigBee Coordinator는 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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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서버로 송한다[5]. 

   그리고 Zigbee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을 받

았을 때, 웹서비스를 통하여 치 악서비스, 경로 악서

비스, 험지역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ZigBee 서버는 ZigBee Tag의 치를 찾기 한 모든 

정보를 장할 수 있고, 리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 시스템과 무선 센터 네트워크를 통하

여 ZigBee Tag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고객에게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교환/정보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 서버시스템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설계하 다.

(그림 4) 서버 시스템 구성

   서버 시스템은 데이터 교환/정보 처리 모듈에 의하여  

ZigBee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고객단말기와 서로 통신한

다. 이 과정을 해 서버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별 기능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서버시스템 구성요소별 기능  

구성 요소 기능

데이터 교환/

정보 처리

모듈

ZigBee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을 관리

신규 노드의 추가

기존 노드의 변경, 삭제 또한 고장

에 실시간으로 대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ZigBee Tag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고객에게 출력하는 기능

DB
ZigBee Tag의 위치를 찾기 위한 모

든 정보가 저장

DBMS

저장된 ZigBee 정보를 관리

저장된 ZigBee 정보를 검색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등의 DB관리

그래픽 사용

자 인터페이

스(GUI)

Tag 및 Reader 등록 모듈 및 관련 

GUI

Tag 및 Reader 상태 관리 모듈 및 

관련 GUI

Tag 겁색 및 위치 출력 모듈 및 관

련 GUI

   

   표 2와 같이 데이터 교환/정보 처리 모듈이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통하여 리자가 질의하는 다양

한 질의에 하여 DBMS를 통해 DB에 장되어 있는 정

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 수정 혹은 삭제하

는 등의 DB 리를 수행하며, ZigBee 망의 운  상태를 

악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산에서 

안 사고가 발생 시 신속한 구조작업을 해 실시간으로 

부의 치를 리하는 ZigBee를 이용한 부 치 리 

시스템의 설계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는 ZigBee 치 정보 수집 모듈, 

ZigBee 서버, 사용자 등록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ZigBee 치 정보 수집 모듈은 각각의 ZigBee Reader

로부터 받은 Tag 정보를 수집하여 ZigBee 서버에게 송

하고, ZigBee 서버에서는 Tag 정보를 송받고 DB에 

장하고 장 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

템을 설계하고, 이에 한 구성요소별 기능을 정의하 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치 측정 알고

리즘의 효율 인 문제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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