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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Zigbee 무선통신망은 센서 네트워크에 자주 사
용되는 기술이다. 센서 네트워크에 자주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에는 이외에도 Wi-SUN, LoRa 무선통
신망 등이 있지만 Zigbee 무선통신망 기술이 가
장 먼저 사용되어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
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가로등의 연
동제어를위해 Zigbee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방
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Zigbee 모듈의 모델은 
Zigbee S2C이며 range는 1.2km이다. Zigbee Pro 

S2C 모델은 3.2km이다. 데이터 전송율은 RF의 
경우 250kbit/s이고 serial 부분은 1 Mbit/s이다. 

통신 채널은 Zigbee S2C은 16개, Zigbee Pro S2C

는 15개이다[1]. Zigbee S2C 모듈은 매우 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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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에 적
합한 통신 모듈이다. 특히 일부 가로등의 통신 모
듈이 고장이 나더라도 비교적 긴 1.2km 통신 
range 때문에 다른 가로등과의 통신에 지장을 주
지 않는다. Zigbee 네트워크에서는 통신 모듈이 
고장이 나면 그 통신 모듈을 제외하고 새로운 네
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다른 무선 센서 네트워
크 기술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데이터 전송률
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송하는데 적
합하여 스마트 가로등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가로등은 이동체의 감지여부를 다른 가로등에
게 전달하여 이동체가 감지되는 경우에 이동체를 
감지한 가로등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가로등을 일
정 시간동안 점등한다.

II. 본 론

가로등에는 1개의 Zigbee 통신 모듈이 설치된
다. 동일 블록내의 가로등에 설치된 Zigbee 모듈
은 동일한 64비트 PAN ID를 갖는다. 동일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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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1개의 coordinator Zigbee 모듈과 나머지
는 router Zigbee 모듈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에서 C는 coordinator, R은 router 모듈을 
나타낸다.

그림 1. 스마트 가로등의 Zigbee 네트워크 예.

Coordinator의 역할은 PAN ID와 통신 channel

을 결정하며 16비트 네트워크 주소를 router나 
end device에게 부여하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Router의 역할은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데
이터를 전달하는 것이다. Router는 다른 router를 
통하거나 coordinator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가입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Zigbee S2C 모듈과 아두이노 
보드를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모드로 연결해서 가로등의 제어에 사용하였다. 그
림 2는 Zigbee S2C 모듈과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
한 사진이다.

그림 2. Zigbee 모듈과 아두이노 보드의 연결.

Transmit request API 메시지를 사용해서 하나
의 Zigbee 통신 모듈에서 다른 Zigbee 통신 모듈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receive packet 

API 메시지를 사용해서 Zigbee 통신 모듈에 전송
된 데이터를 아두이노 보드로 읽어 올 수 있다.

하나의 가로등은 이동체가 감지되면 동시에 점
등되는 다른 가로등들의 64 비트 MAC 주소들을 
저장하고 있다. 가로등이 이동체를 감지하면 Zigbee 

통신망을 사용해서 이동체 감지 정보를 미리 저
장된 가로등들에게 전송한다. 이동체를 감지하거
나 이동체 감지 정보를 전송 받은 가로등은 일정 
시간동안 가로등을 점등한다.

III. 결 론

Zigbee 통신모듈을 가로등에 사용하여 가로등
들을 연동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가로등이 
이동체를 감지하면 Zigbee 통신 네트워크의 API 

방식을 사용하여 이동체 감지 정보를 다른 가로
등들에게 알리고 이동체 감지 정보를 전달 받은 
가로등은 일정시간 동안 가로등을 점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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