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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재난 사고의 기술동향 중 산악사고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및 사고신고 등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 활동을 진행 하고 있으나, 산악지

역의 특성상 음영현상의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47 MHz 대
역 FSK방식을 이용한 무선 통신 기반 산행 안전 휴대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447 MHz 대역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이

상 현상 발생 시 위치 전송 및 구조 신호 전송을 통한 위치좌표 전송 및 데이터를 축적하며, 송신자가 설정된 구역범

위의 임계치를 벗어날 경우 위험 경고 알림을 발생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송신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지정된 임계치를 상위 할 경우 수신자에게 경고를 함으로, 송신자의 재

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ABSTRACT

Interest in mountain accidents among the technical trends of disasters in Korea is increasing continuously. When 
accidents occur, the most common methods are location tracking and accident reporting using smartphones, and rescue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by using them.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improvement of wireless safety system for 
mountain climbing safety using 447 FSK. Using the 447 MHz band transmitter / receiver, it accumulates position 
coordinates and data through position transmission and rescue signal transmission in case of anomalies. If a sender is out 
of the threshold of the set area range, a danger warning notification can be generated to quickly exit the danger zone. 
Provide service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the sender is continuously checked and the 
receiver is warned when the specified threshold is exceeded, so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e sender's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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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가생활, 건강 등을 목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등산 중 사

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조난자의 위치확인이 어렵고, 수색작업이 광범위하

여,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재난 사

고의 기술동향 중 산악사고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편적인 방법으로

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및 사고 신고 등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 활동을 진행 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의 특성상 음영현상의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447 MHz 대역 FSK방식을 이용

한 무선 통신 기반 산행 안전 휴대 시스템 모듈을 제시

하였다. 447 MHz 대역 FSK방식에 대해 송·수신기를 이

용, 이상 현상 발생 시 위치 전송 및 구조 신호 전송을 통

한 위치좌표 전송 및 데이터를 축적하며, 송신자가 설정

된 구역범위의 임계치를 벗어날 경우 위험 경고 알림을 

발생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송신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하여, 지정된 임계치를 상위 할 경우 수신자에게 경고를 

함으로, 송신자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Ⅱ. 산행 안전 휴대 시스템 

2.1. 산행안전 휴대 시스템 구조

무선통신모듈 기반의 산행 안전 휴대 시스템은 447 
Mhz 주파수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은 시스템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일반적인 

LTE를 지원하는 단말들은 짧은 통신 거리로 인해서 사

용에 제약을 받는다[3]. 특히 산악지역의 특성상 간섭현

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2. 공공안전 통신망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공공안전에 관한 통신 방

식을 LTE 방식으로 확정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PS-LTE), 철도통신망(LTE-R),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망(LTE-M)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주파수를 할당 하였다[4].

Fig. 1 System Structure

Fig. 2 LTE frequency for public safety

2.3. 산행안전 휴대 시스템 특징

무선통신 기반 산행 안전을 위한 휴대 시스템은 산행

지역의 재난 구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존 

LTE 방식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음영현상 발생이 빈번

하여 447 MHz 대역 FSK방식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 447 MHz대역 통신범위 약 800 m의 송신기와 

통신범위 약 1.2 Km의 중계기 범위를 이용하여 송신기 

통신 범위 성능을 1.5 Km이상 중계기 범위를 2.5 Km이

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2.4. 산행안전 휴대 시스템 주요 기능

장치의 주요 기능에는 조난자의 구조요청, 등산안내, 
위험지역알림, 개인 건강 이상 발생 시 긴급 구조요청 

등의 기능이 제시되며, 이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관리

되고 있어, 위험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Ⅲ. 447MHz 대역 무선통신모듈기반 산행 안전을 
위한 휴대 시스템

3.1. 휴대장치(송신기)

WAM 모델 송신기를 사용 FSK(MSK) Modulation, 
Bi-phase Mark Decoder, 자동모드전화 기능을 사용하

여 품질 개선을 하였다. Bi-phase Mark Decoder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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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하고 있어 Bit coding(맨체스터 방식 등)이나 Byte 
Coding 방식이 필요가 없이, UART의 데이터(TxD)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자동 모드전환 기능이 있어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에 Standby 모드로 전환하여 

소모 전력을 줄이고 H/W I/F를 단순화하였다. 송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Fig. 4 Transmitter block diagram

그림 5는 휴대장치 사용자의 위치 및 건강 정보를 실

시간으로 전송하는 GPS기능 구현을 하였다. 왼쪽위

(S:06)는 GPS위성 6개로부터 위치(경도, 위도, 고도)계
산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4개이상의 위성신호가 있

으면 위치를 알 수 있다. 시각은 GPS시각을 한국 시간

대(UTM+9:00)로 표시하였다. 그림 6은 GPS 또는 수동

으로 기준고도를 설정하면, 대기압 센서로부터 정확한 

고도(113 m)가 표시된다. 왼쪽아래는 현재위치에서의 

대기압이고, 오른쪽 아래는 온도이다. 추가적으로 휴대

장치 맥박체크, 온도체크 기능 구현 및 휴대장치 긴급구

조 기능 구현을 하였다.

Fig. 5 Altitude display

   

Fig. 6 Heart rate signs

3.2. 중계기

447 MHz FSK 변조 방식의 통신방식에서 송-수신기

를 사용하여 품질개선을 시행하였다. 중계를 요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송신전력을 조절하여 데

이터 송신할 수 있으며, 관광안내 및 위험지역 알림 방

송이 가능한 스피커기능을 반영, 태양열 발전을 통한 반

영구 전원시스템을 이용하였다[5].
광패널로부터 입력되는 전원(12V)을 중계기에서 사

용하는 전원으로 변환하기 위한 LDO 및 보호회로가 있

으며, 무선모듈은 휴대송신기와 통신을 하기 위한 채널 

및 중계기 와 중계기 또는 중계기와 단말 수신기와 통신

을 하기 위한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림 7은 메인 MCU이며 각 무선채널의 상태 및 각 

채널간의 흐름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또한 

중계기 내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열을 방출하기 위한 팬을 가동시키는 기능

도 가지고 있다. 보드 중앙에 메인 MCU가 있으며 좌/우
로 무선 모듈이 있다. 무선 모듈은 각자 다른 채널을 가

지고 통신을 한다. 오른쪽 위쪽에는 온도 센서 및 환기

팬을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가 있다.

Fig. 7 Receiver block diagram

Fig. 3 Mountain Safety Portable System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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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정형 알림장치(수신기) 

모듈은 Double super heterodyne 방식을 사용하였다. 
WAM 모델의 수신기는 DPLL 클럭과 정확한 기준 전압

(2.4V)을 사용해 수신 데이터에서 한 비트의 중앙에서 3
번 샘플링해서 2번 이상 검출된 값이 Error 검출 및 보정

부분으로 출력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gital Data 
Slicer 출력 데이터는 Bit 에러 검출 및 보정부로 입력되

어, 에러 발생 시 에러를 보정해 주는 테크닉을 사용한

다. 에러 검출 및 보정부의 출력이 Bi-Phase Mark 
Encoder 로 입력되어 수신된 데이터가 TxD 핀으로 출

력에러 보정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수신율을 높여 

준다. 그리고 DPLL 클럭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출력이 

정확히 송수신 속도에 맞춰서 출력하였다. 그림 8에 리

피터 PCB를 보인다.

Fig. 8 Repeater PCB

테스트는 1CH로 구성하여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고, 
중계기가 송신 및 수신 모드를 스위칭 동작을 하기 때문

에 휴대 송신기의 수량이 늘어나면 패킷의 손실이 발생 

하였다. 개선을 통해 무선 채널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채널1은 휴대송신기의 데이터 수신용으로 채널2는 중

계기 및 단말 수신기로의 전송을 담당한다. 손실이 일어

날 확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제품은 상시전원을 사용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원공사에 대한 불편

함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태양광 모듈

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광패널과 내부에 대

용량배터리를 사용하여 설치가 용이해 졌으며, 광량이 

약한 기간에도 배터리만으로도 약 1개월 정도 동작이 

가능하며(패킷의 송수신 횟수에 따라 변동가능), 배터

리 충전량은 수시로 단말수신기로 전송되었다. 그림 9
에 데이터 수신화면을 보인다[6]. 

Fig. 9 Data receiving screen

3.4. 소프트웨어모듈

PC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는 visual tool을 사용하였

다. 각 안내표지판 또는 중계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의 수신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며, 관리용 소프트웨어와 

외부의 서버와 통신을 위해 TCP/IP 통신을 하였다. 
Graphical User Interface로 관리자가 사용하기 편리하

도록 하였다. RF 동글과 Serial 및 USB HID 통신 할 수 

있으며, RF 동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User Interface
를 구성하여 각 사용자 별 상황 표시,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자 통보기능을 하였다. PC 화면에 경고 화면 및 부

재 시 SMS 또는 무선인터넷을 통한 통보기능을 하였다. 
외부 서버와 통신을 위한 유선 Ethernet 통신을 구축하

였다. 447 MHz FSK 변조 방식의 송신기와 GPS위치 확

인기능 휴대장치 저전력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

어 및 펌웨어 설계를 하였다. 휴대장치와 중계기와의 통

신 테스트 화면은 그림 10과 같다. 

Fig. 10 Software Tes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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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설정의 경우 기본 주파수는 447.2650MHz를 

기본주파수로, 채널은 0번으로 설정하였다. 외부 크리

스탈 bank 값 설정은 그림 11과 같이 외부 크리스탈에 

의해 주파수의 편차가 생기므로 뱅크값을 크리스탈과 

오차범위 내에서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

Fig. 11 External crystal bank

원하는 출력을 맞추기 위해 level값을 조절하고, 전파

규정 등에 의해 규제가 되는 출력이 있다면 조절한다. 
출력값을 10 dBm으로 설정하였다. 변조방식은 2FSK이

고 data rate는 1200bps로 설정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RF 확인 절차를 거쳐 출력 스펙트럼

을 확인한 결과 설정한 주파수인 447.2650 MHz가 center 
frequency로 측정되었으며, 출력 power는 10 dBm으로 

설정하였다[7].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47MHz 대역 FSK방식을 이용하여 

산악지형에서 발생하는 간섭현상을 최소화 하는 시스

템 개발을 통해 산악사고의 예방 및 발생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는 송신 출력을 높힐수 있도록 

ISM Band(424,447 대역)의 출력은 최대 10 mW로 제한

하여 송신 출력을 10 mW로 하고, 수신기의 감도와 인접 

채널 선택도를 향상시켰으며, WAM 모뎀에서는 데이

터의 수신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Digital Data Slicer 기능

과 32 종류의 패턴을 인식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보정해 

주는 기능 등을 사용하였다. 인접채널 선택도를 높여주

기 위해서 협대역의 크리스탈 필터 10M7.5B(4 Pole)를 

사용하여 인접 주파수에 따른 영향을 줄여 수신 감도가 

–122 dBm 입력 시 에러가 거의 없도록 보정할수 있었

다. Serial Communication Protocol 에 대한 송신 시 사

용자 데이터 앞에 최소 3Byte 이상의 Preamble 이터

(0xFF)를 부가적으로 전송, 사용자 데이터는 Packet 화
하여 전송하고, 데이터의 정합을 확인하기 위한 CRC-16 
데이터를 사용하여 Packet 의 최대 길이는 제약이 없지

만, 장거리 통신 시는 작게 하는 것이 통신에 유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개선된 447 MHz 대역 FSK방식을 

이용한 무선 통신 기반 산행 안전을 위한 휴대 시스템 

모듈은 산행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

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악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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