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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Zigbee Sensor Node to transmit harmful gases CO and CO2 information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within the ground and underground structures were developed. Wireless communication protocol was used 

Zigbee Stack included IEEE 802. 15.4 MAC protocol. For wireless transmission of detected harmful gas signal from ADC 

of MCU was implemented Zigbee Sensor Node that was developed protocol using Serial-Port-Profile(SPP) here. The 

proposed Zigbee Sensor Node was verified transmission distance from experiments. Transmission distance was into 90m 

in experiments. Distance experiments were measured at 10m intervals using sine ＆ pulse wave input signal at indoors. 

The proposed Route Sensor Node was applied mesh routing protocol. When built up USN(Ubiquitous Sensor 

Network)using Route Sensor Node, transmission distance was not limit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harmful gas 

values between direct measurements and USN measurements were consistent. The semiconductor CO sensor and N-DIR 

CO2 sensor module as a harmful sensor was used. 

  Therefore, the proposed Zigbee Sensor Node was verified about reliability and validity to build USN for transmission 

of harmful ga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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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의 폐된 공간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1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는 유해가스 독으로 

인한 폐 공간 내에서의 사고로 총 89명이 사망하 다.[1] 

이와 같이 사고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기  산소

량을 하시키는 물질로 CO2(이산화탄소)와, 인체의 액

의 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방해, 조직 의 산화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CO(일산화탄소) 

등이 있다.[2] 유해가스 발생은 화석연료의 불완 연소로 인

한 경우와 가스 로의 손상으로 거주자공간에 가스가 유입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의 거주자공간에 유해

가스 CO, CO2의 발생 원인이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거주

자를 보호하기 한 감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하  지상건축물 부분이 복잡한 공간구조로 

되어있어 감지장치의 설치가 매우 어려우므로 거주자를 보

호하기 한 효율  무선감지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으로 최근 IT 기술  

언제․어디서나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무선기반의 지

그비 센서노드에 해서 연구하 다. 제안된 센서노드를 이

용하여 넓은 지역의 유해가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USN(Ubiquitous Sensor Network)를 구축하 다. 센서노드

에서 감지된 유해가스 정보를, 구축한 USN를 통해 앙감

시시스템에 달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검증은 

유해가스감지용 지그비 센서노드의 입력단자에 사인 와 펄

스  기신호를 각각 인가하고 USN을 통하여 송된 정보

가 상 편 센서노드에 정확히 수신되는지 여부를 실험하

다. 한, 실제 가연물질을 연소하여 CO, CO2를 발생시킨 

모의실험장치에 감지센서를 부착시키고 센서로부터 직  측

정한 값과 USN에서 송된 값을 비교분석하여 제안된 지그

비 센서노드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2 . 제안된 CO, CO2 감지 지그비 센서노드

2 .1  지그비 센서노드 하드웨어 구성

지그비 센서노드 체구성은 그림 1과 같이 Zigbee 

Protocol을 바탕으로 무선통신을 한 ①RF유니트(Radio 

Frequency Unit), 원격제어  Gas검출 로그램 구 을 

한 ②MCU(Micro Controller Unit), 유해가스 검출을 한 

③Gas Sensor Unit 으로 구성하 다. 그림 2는 제작된 CO, 

CO2 감지를 한 제작된 지그비 센서노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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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그비 센서노드 구성

Fig. 1  Configuration of Zigbee Sensor Node  

그림 2  제작한 지그비센서노드

Fig. 2  Prototype of Zigbee Sensor Node

2 .2  지그비 무선통신장치

지그비 무선통신장치 RF-Module은 측정하고자 하는 장

소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 한 넓은 범 에 걸쳐 측

정이 가능하여 최근 사물의 환경모니터링에 무선데이터 

송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실 하기 

하여 표 1과 같은 규격으로 된 Digi사의 Xbee-Pro 모델의 

Zigbee RF-Module를 사용하여 개발하 다. 이것은 센서노

드와 노드사이의 송거리 유효범 가 실내에서 90m내로 

송효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Zigbee Protocol 표 규격에

도 합하다. 

그림 3은 지그비 장치에 사용된 Zigbee Protocol의 계층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각 계층에 한 기능은 크

게 기 신호를 다루고 있는 IEEE 802.15.4 PHY 물리  

계층과 송매체 흐름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 물리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의 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DLC(Data Link Control) 계층, 각 센

서노드사이에 경로설정(Routing)을 담당하고 NWK(Network)

계층, 컴퓨터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직  Zigbee Protocol

를 통하여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근할 수 있도록 Zigbee 응

용계층이다. 본 연구에서는 Serial Port Profile(SPP)이라는 

응용 로그램을 통하여 USN에 속하고 정보 송이 이루어

진다. SPP는 일종의 센서노드에 사용되는 직렬통신 서비스 

로그램을 지칭한다.

구    분 규      격(Xbee Pro, Digi사)

송거리(실내)   60m~ 90m

송거리(실외)   0.75km ~ 1.6km 

송출력   10mW(10dBm)

송속도   250kbps

수신감도   -94dBm

반송주 수   2.4GHz

변조방식 DSSS/O-QPSK 

토폴로지 Star, Mesh

채 수 16 Channel

Addressing PAN ID, MAC address

표  1  지그비 무선통신 모듈 규격

Table 1  Specification of Zigbee RF-Module

그림 3  지그비 로토콜의 계층구조

Fig. 3  Layer structure of Zigbee Protocol

2 .3  M CU 제어장치

MCU는 그림 4의 구조를 갖는 Texas Instrument사의 

MSP430F1611를 사용하 다. 이것은 표 2와 같이 소비 력

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동  MCU 에 가장 빠른 

연산처리 구조를 갖는 16bit 연산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한, 12bit 지스터 구조를 갖는 AD변환기로 분해능이 높고 

변환속도가 빠르며, 지그비 센서노드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주변장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감지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처리 하기에 합하고 

센서노드용 MCU장치로 이상 인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노드로서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한 

로그램을 센서감지신호처리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 고, SPP에서 USN을 통하여 센서노드와 감시 컴퓨

터 사이에 정보 송을 할 수 있도록 직렬통신 패킷 알고리

즘을 구 하 다. 뿐만 아니라 지그비 RF-Module의 환경설

정  신호흐름제어를 할 수 있도록 명령실행 커  로그

램을 제작하 다. 사용된 개발도구는 IAR C 컴 일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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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SP430F1611 MCU 내부구조

Fig. 4  Core structure of MSP430F1611

구    분 규    격(MSP430F1611, TI사)

CPU Core 원 2.2V ∼ 6V/ 330uA

내장메모리  Flash 48KB + 256B, RAM 10K 

ALU 지스터 16bit

ADC 채 12bit/8Channel

DAC 채 12bit/2Channel

통신 Port   Serial 2Port, SPI 1Port

Clock Speed 8MHz - 16MHz

표  2  MCU 주요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MCU

2 .4  유해가스 센서( CO, CO2  )

유해가스센서는 반도체 가열방식의 일산화탄소센서와 비

분산 외선감지 방식의 이산화탄소센서를 이용하 다. 유해

가스 감지센서에서 측정된 신호는 MCU의 ADC회로 입력단

자에 연결하고 보정  송은 로그램을 작성하여 처리하

다. 일산화탄소센서의 측정범 는 표 3과 같이 0ppm∼

2000ppm을 갖는다. 감도는 유해가스와 공기의 비율로 나타

내며, 농도결과 값은 측정범  농도 범 에 한 압의 비

율을 이용하여 MCU 제어장치에서 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5는 반도체 가열방식의 일

산화탄소센서이다.

구    분 규 격(GSET11, C&C사)

센싱방식 반도체 가열방식

측정범  0ppm - 2000ppm

측정가스 CO, Smoke

감    도 0.3 ～ 0.6(Gas/Air)

농도출력

압
0 ～ 5 V

표  3  일산화탄소(CO) 센서 규격

Table 3  Specification of sensor CO 

 그림 5  CO 센서

Fig. 5  Sensor of CO

이산화탄소센서는 표 4와 같이 0ppm∼3000ppm의 측정범

를 갖는 센서이다. 측정방식은 비 분산 외선 방식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감지속도와 신뢰성이 매우 안정 이며 정

성을 보장한다.[3] 한 감지된 출력신호는 이산화탄소량

의 변화에 따라 출력 압으로 0～3V를 제공한다. 센서모듈 

출력 압신호를 ADC 입력단자에 연결하고, 입력된 값을 

MCU에서 로그램으로 보정한 후 USN으로 송하게 하

다. 그림 6은 비 분산 외선(N-DIR) 방식의 CO2센서모듈을 

나타낸다.

구    분 규    격 비  고

측정방식 비 분산 외선 방식 Dual IR Lens

측정범  0ppm ～ 3,000ppm

정  도 ±2%ppm(0～3,000) @10～50℃

응답시간 0～8% < 30

업데이트시간 2

농도출력방식 압출력형 DC 0～3V 최 류 30mA

표  4  CO2 센세규격

Table 4  Specification of CO2 sensor 

그림 6 N-DIR 방식 CO2 센서

Fig. 6  Sensor CO2 of N-DIR type

2 .5  패킷 로 토 콜  제작

본 연구에서는 정보 송 로토콜을 하여 그림 3의 

Zigbee Protocol 최상 계층 Serial Port Profile(SPP) 에 

그림 7과 같은 구조로 패킷 로토콜을 C언어로 제작하

다. 그림 7의 패킷구조에 한 각 세부기능은 표 5와 같다.

그림 7  패킷 로토콜 구조

Fig. 7  Structure of packet protocol

인덱스 구분기호 기  능 Data Type Byte 수

1 STX 패킷 시작 기호 ASCII 1

2 I  D 센서노드 구분기호 " 1

3 CMD 센서노드 제어명령 " 2

4 Data1 CO Data Value " 2

5 Data2 CO2 Data Value " 2

6 Data3 Digital I/O 제어신호 " 1

7 CRC_H 오류체크 상 바이트 " 1

8 CRC_L 오류체크 하 바이트 " 1

10 ETX 패킷 종료 기호 “ 1

표  5  패킷 규격

Table 5  Packe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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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패킷처리 알고리즘

Fig. 8 Flow chart of processing packet  

표 5에서 STX는 패킷시작을 센서노드에게 알려주기 

한 구분기호이고, ID는 센서노드를 그룹단 로 255개를 구

분하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 다. CMD는 

Zigbee RF-Module 기값 설정과 센서노드제어를 하여 

필요한 명령코드이다. Data1은 16bit 일산화탄소(CO) 데이

터이고, Data2는 이산화탄소(CO2) 데이터 패킷이다. Data3

은 장 On/Off 제어를 한 Digital I/O Port 제어신호 패

킷이다. CRC는 송된 패킷들의 오류체크를 하여 설계 

하 다. ETX는 패킷의 한 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기 

한 기호이다. 실험에서는 STX를 0x02로 사용하 고 ETX

는 0x03을 사용하 다. CMD는 차후 명령 확장을 고려하여 

2byte 명령구조로 설계하 다.

패킷 로그램 알고리즘은 그림 8과 같이 MCU 기설정 

 Serial Port 제어방법설정, STX, ID, CRC, ETX 단 알

고리즘, 명령어처리 부분으로 설계하 다. 특히, Data 패킷

의 오류체크 CRC 알고리즘을 용하여 송된 정보의 신뢰

성을 같도록 하 다.

2 .6  USN 센서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는 유해가스 험성이 노출되기 쉬운 건물  지

하공간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센서로 측정하고, 수집

된 가스농도  험성 정보를 앙 제센터로 송하여 

험상황을 거주자  건물이용자에게 알려주기 한 경보서

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USN은 제작한 지그비 센서노드를 사용하여 그림 9와 같

이 구축하 다. USN 구성은 장에서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CO센서와 CO2센서가 부착된 End-Device 센서노

드와 제한된 유효거리 연장을 하여 계노드를 

Route-Device 센서노드로 구성하 다. 그리고 모든 센서노

드의 정보 수집에 Coordinator 센서노드로 구성하 으며,  

센서노드의 구성형태는 국제표  Zigbee 규격을 기 으로 

배치하 다. 

한, 언제․어디서나 감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Gateway장치를 인터넷 망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시스

템을 제작하고 원격감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9  USN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Fig. 9  System of USN sensor network

2 .7  원격 감시 (모 니터링)  제어시 스템  제작

앙감시  원격제어를 하여 KDT사의 SCADA 원격

제어 HMI 개발 장치를 사용하여 로그램을 제작하 다. 

감지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인터넷 망으로 감시  확인하

기 하여 USN과 인터넷사이에 Gateway장치를 사용하

다. 정보표시는 직렬통신 패킷 수신알고리즘으로 그래  컴

포 트를 연결하여 수집된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

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하여 수신된 유해가스 값

을 로그램으로 보정하 다. 한 HMI 로그램에서 감지

센서노드에 MCU I/O Port를 통하여 On/Off 제어신호를 

송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3 . 지그비 센서노드실험

3 .1  실험장치

제안된 지그비 센서노드 검증을 하여 제작한 실험장치

는 그림 10과 같다. 실험장치는 감지센서 입력신호를 만들

기 한 ①신호발생기, 유해가스 감지  정보 송을 한 

②지그비 센서노드, 거리연장을 한 ③라우터 센서노드, 가

연물질 연소를 한 ④Heating 장치, 유해가스 수집을 한 

폐공간인 ⑤Chamber Room, 감지센서에서 직  측정된 

값을 확인 하기 한 ⑥오실로스코 , ⑦감지센서노드 등으로 

구성하 고, ⑧은 수신된 유해가스 정보 확인을 한 모니터

링  제어 시스템 운 을 한 컴퓨터이다.

그림 1 0  지그비 센서노드 실험장치

Fig. 1 0  Experimental devices of Zigbee senso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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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센서노드 송거리 실험

제안한 센서노드의 송거리실험 장치는 그림 11과 같이 

구성하 다. 여기에서 신호발생기는 감시시스템(모니터링시

스템)에서 USN으로 송된 정보에 해 정확성을 확인하고

자 사용하 다. 신호발생기에서 발생한 사인 와 구형 의 

Vp-p 신호를 지그비 센서노드 ADC에 연결하고, 최 송

유효거리를 실험하 다. 실험결과는 제작한 HMI 감시  

제어 로그램에서 확인하 다.

그림 1 1  제안된 지그비 센서노드 송거리 테스트

Fig. 1 1 Proposed Zigbee sensor node test for transmission 

distance

송거리 실험은 센서노드 간 거리 Ls를 표 6과 같이하

고, 1V, 3V, 5V를 각각 센서노드 입력단자에 인가하고 실험

한 결과 최 유효거리가 90m이내 음을 확인하 다. 그러

나 장애물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 인 거리는 30m～

40m 범 다.

입력 압
테스트거리(m)  수신정보 압(V)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Epa= 1V 1 1 1 1 1 1 1 1 1 0 0 0

Epa= 3V 3 3 3 3 3 3 3 3 3 0 0 0

Epa= 5V 5 5 5 5 5 5 5 5 5 0 0 0

표  6  센서노드 최 유효 송거리 테스트 결과

Table 6  Test result of maximum transmission distance 

그림 12는 신호발생기로부터 정 신호를 감지센서노드

에 입력으로 주었을 때, 장애물이 없는 최 유효거리에 해

서 출력 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은 앞에서 실험한 것

과 동일한 조건에서 입력신호를 펄스 형을 주었을 때 출력

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2  정 신호 입력에 한 출력

Fig. 1 2  Output for the sine wave 

그림 1 3  펄스신호 입력에 한 출력

Fig. 1 3  Output for the pulse signal

여기에서 Zigbee 국제표  송속도(250Kbps)를 고려하

여 샘 링시간 t=0～2  구간에 해 실험하 다. 센서노드

는 정보수집 목 으로 사용되므로 일반 으로 데이터수집 

샘 링시간은 0.5～1 이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결과 

주어진 입력신호에 해 USN으로 송된 값은 입력신호와 

같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Zigbee 센서노드가 장애물이 

없는 90m 범  내에서 가변 입력신호 즉 정 신호와 펄

스신호를 USN망으로 송하 을 때 입력 값과 USN망에서

의 출력 값이 일치하므로 USN 구축용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  계 노드를 이용한 송거리 실험

계노드를 이용한 송거리실험은 그림 14와 같이 구성

하 다. 실험은 표 7과 같이 입력 압신호를 주고, 각 거리

별 송실험을 했을 때 거리 제한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장애물요소가 많을 때에는 다량의 계노드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1 4  계노드를 이용한 송거리 테스트

Fig. 1 4  Test of transmission distance using router node

입력 압
테스트거리(m)  수신정보 압(V)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50 200

Epa= 1V 1 1 1 1 1 1 1 1 1 1 1 1

Epa= 3V 3 3 3 3 3 3 3 3 3 3 3 3

Epa= 5V 5 5 5 5 5 5 5 5 5 5 5 5

표  7  계노드를 이용한 송거리 테스트 결과

Table 7  Transmission distance test result using route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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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USN에 서 CO, CO2  정보 송실험

실제로 유해가스(CO, CO2) 감지센서에서 측정된 값이 어

떻게 USN에서 정확히 송되는 가를 테스트하기 하여 그

림 15와 같이 구성하고 실험하 다. 감지센서로부터 측정된 

유해가스 정보를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니터

링이 되도록 Gateway라는 변환장치를 사용하 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HMI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로그램을 제

작하고 감지센서노드에서 측정된 값을 표시하도록 하 다.

그림 1 5  유해가스(CO, CO2) USN 송 실험 테스트

Fig. 1 5 Test for the information transmission of harmful 

gas(CO, CO2) using USN 

실험은 오염 되지 않은 기 에서 감지센서노드로부터 

직  측정한 유해가스 값과 USN망을 구성하고 인터넷에 연

결된 모니터링 컴퓨터로부터 측정된 값을 비교 실험하 다.  

즉 그림 15와 같이 유해가스가 발생되도록 Chamber Room 

공간에 가연물질을 연소시키기 한 Heating 장치를 제작하

다. 감지센서노드는  유해가스 발생장치 내부에 치시키

고 측정된 유해가스 정보를 USN으로 송하도록 하 다. 

실험에서,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 CO 감지센서노드로부

터 측정된 CO 데이터인 그림 16(a)와, USN으로부터 모니터

링된 일산화탄소 데이터인 그림 16(b)가 모두 9ppm으로 일

(a) 센서직  측정 (b) USN 측정

그림 1 6  오염 되지 않은 기상태일 때의 CO 측정값

Fig. 1 6 Measurement data(CO) under uncontaminated air 

condition atmosphere

(a) 센서직  측정 (b) USN 측정

그림 1 7  가연물질이 연소하 을 때의 CO 측정값

Fig. 1 7  Measurement data(CO) under combustible materials

치함을 나타내었다. 한 유해가스 실험 장치로부터 가연물

질의 연소로 CO량이 9ppm에서 최  36ppm으로 증가되었

을 때, 변화에 한 측정값과 USN에서 모니터링 된 값이 

그림 17과 같이 일치하 다.

한편 CO2에 한 USN 송 실험결과, 오염되지 않았을 

때 감지센서로부터 측정된 값 그림 18(a)와 USN에서 모니

터링 한 값 그림 18(b)는 모두 788ppm으로 일치하 다. 

한편 유해가스 장치에서 가연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

되는 CO2량을 직  측정한 결과값과 USN을 통해 모니터링 

된 값도 그림 19와 같이 3,000ppm이상으로 일치하 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유해가스 감지  모니

터링을 한 지그비 센서노드 시스템은 USN용으로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a) 센서직  측정 (b) USN 측정 

그림 1 8 오염 되지 않은 기상태일 때의 CO2 측정값

Fig. 1 8 Measurement data(CO2) under uncontaminated air 

condition

(a) 센서직  측정 (b) USN 측정

그림 1 9  가연물질이 연소하 을 때의 CO2 측정값

Fig. 1 9  Measurement data(CO2) under combustible materials

3 . 결   론

지상  지하공간의 건축물에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로 인명피해가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시 에

서 최근 IT분야  환경감시와 특히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방

지 분야에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는 지그비 센서노드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제안한 지그비 센서노드를  사용하여 어떤 장소든 

설치가 쉽고 넓은 지역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유해가스 

CO, CO2를 수집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인터넷 망과 연동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시간

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감시  험 정보를 효율 으로 

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셋째, 실험에서 센서로부터 직  측정한 값과 US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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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값이 일치하므로 제안된 지그비 센서노드의 정보

송에 정확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USN용 지그비 센서노드가 

지상건축물  지하공간에 유해가스에 한 감시  장치제

어용 기반기술로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가 

유해가스 사고방지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자동화 분야, 산업

제어분야, 방재분야, 환경감시분야, 시설물 안  감시분야, 

기상 기후 변화측정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USN망 Mesh 토폴로지 기술구 에 좋은 연구자료 

될 것으로 단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유해가스 감지용 센서노드의 장

애물에 한 송거리의 문제 을 개선하고 지하공간과 지

상건축물공간에 센서노드로부터 측정된 유해가스 정보를 사

용하여 안 하고 쾌 한 실내 기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와 연동한 공기질 제어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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