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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 어를 한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 하 다. 게이트웨이를 이

용하여 Zigbee 통신과 력선 통신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한 로토콜 변환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다.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센서 모듈, Zigbee 모듈, 력선 모뎀,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움직이

는 물체가 무선 센서에 감지되면 Zigbee 모듈을 통해 게이트웨이로 송된다.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는 

송받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력선 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송된다. 구 된 시스템

은 독거노인 활동량 분석, 방범 시스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다.

ABSTRACT

In this paper, Zigbee/PLC gateway system is designed for Ubiquitous health care. A protocol conversion algorithm for smooth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Zigbee and PLC communication has been implemented on the gatway. If a moving object is detected 

by wireless sensor, the data is transmitted to gateway. Zigbee/PLC gateway analyzes received data and transmits to Power Line 

Communication for real-time monitoring. Implemented system is can support elder who lives alone activity analysis, crime 

prevention system, Home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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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헬스 어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헬스 어 

모니터링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다. 한 재의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직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 함

에 따라 일반인과 환자들이 병원이 직  방문하지 않

고도 가정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 각지 병원과 유비쿼터스 헬스

어 서비스를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반인이 

집안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압, 체온, 산

소포화농도, 심 도 등 각종 생체 정보를 담당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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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을 원격으로 진료 할 수 있고, 환자나 독거

노인의 경우 의료 기 에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

해 응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한

다[1][2]. 하지만 다양한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를 원하는 사용자는 제공업체로부터 서로 다른 용

단말  용 어 리 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형태의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통합 게이트웨이를 필요

로 하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방식인 Zigbee 통

신과 유선 통신 방식인 력선 통신을 서로 연동하는 

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력선 통신은 기존의 력선을 사

용하므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를 구 하는 비용이 

감소되며, 유선 네트워크의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의 이동성을 제한한다[4][5]. 따라

서 무선 네트워크의 Zigbee 통신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Zigbee 통신은 무선 제어와 감시 시스템 분

야에서 작은 비용으로 거 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 력 소모가 

기 때문에 배터리로 원공 을 하여 사용자의 이

동성을 보장한다[6]. Zigbee/PLC 게이트웨이는 두 가

지 통신 방식의 장 을 동시에 활용하여 효과 인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력선 통신을 통해 외부

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집안 는 의

료시설의 실내에서 어느 치든 쉽게 설치 가능한 

Zigbee 모듈을 이용하여 용범 를 확장 시킬 수 있

다[7][8]. 

Ⅱ. 유비쿼터스 헬스 어 시스템 구성

2.1. 체 시스템 구성

유비쿼터스 헬스 어 시스템은 사람의 이동을 감지

하는 마이크로  센서모듈  센서정보를 탐지하고 

력선 모뎀에 송하는 Zigbee 모듈, 력선 모뎀,  

Zigbee/PLC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센서모듈은 사람

의 움직임을 구분하기 한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활동량을 감시하며 가정  의료 시설 내의 력선을 

제어함으로써 에 지 약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

은 유비쿼터스 헬스 어 시스템의 체 구성도이다.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Zigbee 모듈을 통해 

Zigbee/PLC 게이트웨이로 송된다. 게이트웨이에서

는 데이터를 수신  분석하여, 의료 시설  각 가정

에 실내 환경을 가 기기를 제어하여 쾌 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의부에서 력선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1-3]. 

그림 1. 유비쿼터스 헬스 어 서비스를 한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system for U- health care 
service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 어 서비스를 하

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송하는 

Zigbee/PLC 게이트웨이를 통해 Zigbee 통신과 력

선 통신이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로토콜 변환 기

능  통신 속도 설정에 을 두었다. 

2.2. Zigbee 모듈 특성  패킷 분석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 방식을 지원하기 하여 

IEEE 802.15.4 기반의 Zigbee 모듈을 사용하 다. 그

림 2는 본 논문에서 직  사용한 Zigbee 모듈이다. 

Zigbee 모듈의 주용 사양은 메인 로세서로 MSP430 

로세서 이며, 12비트 ADC 지원하며, RF 칩은 

Chipcon사의 CC2420으로 ISM 주 수 역으로 직  

확산 스 드 스펙트럼(DS-SS)을 사용한다[6]. 각 

채 의 유 역폭은 2.4GHz로 채  당 최고 

250kbps의 속도를 가지며 하나의 채 로 250개 이하

의 단말기와 통신할 수 있는 CSMA-CA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총 16개의 채 과 운 체제로는 TinyOS 

2.x를 사용하며, 로그래  언어는 NesC를 사용하 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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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 패킷은 총 41바이트로 구성되며, 그림 3은 

Zigbee 패킷의 구조이다. Zigbee 패킷의 헤더 부분은 

패킷의 시작, 그룹 ID와 목 지 주소가 장된다. 각 

종 센서들로부터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므로 데이터 

부분을 2바이트 크기의 디지털 신호 10개를 장하도

록 구성하 다. 한 각 종 센서들의 종류를 구분하기 

하여 패킷에서 서로 다른 ADC 채 을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패킷의 오류 검사를 하여 2바이트 CRC

를 사용한다.

그림 2. 센서모듈과 Zigbee 모듈
Fig. 2 Sersors and Zigbee module

그림 3. Zigbee 패킷 구조
Fig. 3 Structure of Zigbee packet 

그림 4는 Zigbee 모듈의 어 리 이션 구성도 설명

이며, 그림 5는 Zigbee 모듈의 센서값을 송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메인 컴포 트에 의해 가장 먼  실

행되는 StdControl.init()함수에서 LED, ADCControl, 

CommControl을 기화 한다. 도 러 센서가 연결되

어 있는 ADC 포트를 GIO에 입력으로 설정한 다음 

해당 핀의 출력을 Low로 설정한다. StdControl. 

start()에서는 CC2420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RF 출

력을 설정하고 Commcontrol을 시작한다. 125ms마다 

신호가 발생하도록 타이머 함수를 실행한다. 이후 타

이머가 정지되면, ADC에 있는 센서의 측정값을 읽어

오게 된다. 센서의 측정이 완료되어 센싱한 데이터가 

비되면 송신 버퍼에 장하여, 데이터를 Base 

Zigbee 모듈로 송한다. StsControl.stop() 에서는 타

이머와 Commcontrol 컴포 트를 정지시킨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계속 반복되어 센서의 값을 Zigbee/ 

PLC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그림 4. Zigbee 모듈 어 리 이션 구성도
Fig. 4 Block diagram of Zigbee module application 

그림 5. Zigbee 동작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Zigbe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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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력선 통신 특성  패킷 분석

력선 통신는 기존의 기 에 지를 공 하기 

해 시설되는 력선을 송선로로 사용하는 통신 방

식이다. 이는 재 모든 가구에 력선이 설치되어있

어 별도의 배선이 필요 없게 돼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장 이 있다. 력선 모뎀은 속 통신을 

기본으로 가 제품 제어용으로 개발되었으며 력, 유

량, 가스 등의 자동 검침 등도 가능하며, 홈 네트워크 

구축이 상 으로 쉽고 가 제품과 인터넷 연동에도 

쉽게 용될 수 있다[4][5]. 

그림 6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력선 모뎀이며, 

력선 모뎀의 패킷을 생성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제어

부와 력선 신호에 데이터를 분리하고 합성하는 결

합부로 나 어진다. 표 1은 력선 모뎀의 패킷 구조

이다. 패킷은 총 6바이트로 구성되며, STX는 패킷의 

시작을 알리며, LEN은 패킷의 총 길이를 나타낸다. 

데이터부는 2바이트의 센서값과 1바이트의 카운트 수

를 포함하며, 끝으로 END는 패킷의 끝을 알린다. 

력선 통신을 통해 외부에서 센서의 데이터값을 확인

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  속도가 모니터링이 가

능하다. 한 집안 는 의료시설의 가 기기를 제어

할 수도 있다.

그림 6. 력선 모뎀 구성도
Fig. 6 Block diagram of PLC modem

STX LEN DATA Count End

1 byte 1 byte 2 byte 1 byte 1 byte

표 1. 력선 모뎀 패킷 구조
Table 1. Structure of PLC modem packet

  

Ⅲ. Zigbee/PLC 게이트웨이 특징  
로토콜 변환 알고리즘

Zigbee/PLC 게이트웨이는 Zigbee 모듈에서 센싱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에서 수신하여, 력선 통신을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상자의 생체 데이터를 의료 기

  보호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각 가정 는 

의료 시설의 실내 환경을 쾌 하게 제공하기 해서 

가 기기를 제어한다. 게이트웨이의 메인 로세서는 

32bit RISC 로세서 삼성 S3C2410A를 MCU로 사용

한다. S3C2410A는 고성능의 ARM920T 코어를 사용

하며, 여러 주변 장치들과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게

이트웨이에 사용된 소 트웨어는 자바 이클립스 로

그램을 사용하 다. 

그림 7. Zigbee/PLC 게이트웨이 구성도
Fig. 7 Block diagram of Zigbee/PLC gateway

그림 8. Zigbee/PLC 게이트웨이
Fig. 8 Zigbee/PLC gateway

Zigbee/PLC 게이트웨이의 기능으로는 데이터 송․

수신, 로토콜 변환, 력선 통신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 가 기기 제어를 한다. 그림 7은 Zigbee/PLC 

게이트웨이의 구성도이며,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사용

한 Zigbee/PLC 게이트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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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알고리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Zigbee 모듈은 도 러 센서로부

터 데이터를 측정 한 후,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송

한다.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는 체 패킷에서 

시작 비트와 마지막 비트를 검출하여 하나의 패킷을 

만든다. 이때 Zigbee 패킷에서는 시작비트와 마지막 

비트는 0x7E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부분에서 0x7E가 

포함되어 있으면 0x7E를 0x7D5E로 변환하여 게이트

웨이로 송하게 된다.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는 

Zigbee 패킷을 41바이트로 만들기 해서 0x7E가 

0x7D5E로 변환되어 송되는 부분을 검출하여 다시 

원래의 데이터인 7E로 복원한다. 이 과정은 Zigbee 

통신에서는 데이터부분에 7E가 포함되는 시작 비트와 

마지막 비트에 향을 주지만, 게이트웨이에서는 변환

되기 의 원래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Zigbee 패킷을 41바이트로 만들어 다. 패킷의 길이가 

고정되었으므로, 17번째와 18번째의 ADC 채 을 검

출한다. 이 ADC 채 을 이용하여 센서의 종류를 구

분하는데 사용된다. 19번째～38번째의 데이터 부분을 

검출하여 10개의 센서의 값을 력선 통신 패킷의 데

이터 부분에 포함하기 하여 2바이트로 나타낸다. 통

합 게이트웨이에서는 력선 모뎀의 패킷을 생성하여, 

데이터부분에 2바이트로 변환된 센서의 값을 포함하

여, 력선 모뎀으로 송한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력선 모뎀을 통해 센서값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림 9. 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과정
Fig. 9 Protocol conversion process of Zigbee/PLC 

Gateway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는 센서의 값을 장 

 분석하여, 의료 시설  각 가정의 실내를 쾌 하

게 만들기 해 가 기기를 제어할 수 도 있다. 그림 

9는 Zigbee/PLC 게이트웨이에서 로토콜을 변환하

는 과정이며, 그림 10은 Zigbee/PLC 게이트웨이 변환 

알고리즘이다.

그림 10. 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알고리즘

Fig. 10 Protocol conversion algorithm of Zigbee/PLC 
Gateway

Ⅳ. 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결과 분석

그림 11은 Zigbee 모듈로 송되는 도 러 센서의 

데이터를 TinyOS에서 제공되는 오실로스코  로그

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되는 센서의 값을 그래

를 통해 도 러 센서에 감지되는 물체의 움직임 는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값을 확인하 다. 그림 12은 

Zigbee 패킷 10바이트의 데이터를 력선 통신 패킷 

2바이트로 변환된 결과화면이다. 

표 2는 도 러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었을 때, 거리

에 따라 주기를 카운터하여, 1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

여 산술 평균값이다. 표 2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근거로 

도 러 센서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단할 수 있으며, 

카운터 값과 도 러 센서가 동작하 을 때 ADC를 통

해 변환된 디지털 값은 력선 통신을 통해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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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된다. 그림 13은 력선 통신 모뎀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한 결과이다. 기에 력선 통신을 한 설정을 

한 후, 6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림 14는 실제 

본 논문에서 구 한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성이다.

그림 11. 도 러 센서 동작 상태 그래
Fig. 11 State graph of Doppler sensor operation

그림 12. Zigbee/PLC 게이트웨이 로토콜 변환 과정
Fig. 12 Protocol conversion process of Zigbee/PLC 

gateway 

그림 13. 력선 통신 데이터 모니터링
Fig 13. Power line communication data monitoring

표 2. 도 러 센서 카운터 값
Table 2. Doppler sensor counter value

거리 카운터 수

50cm 2.23

1m 3.12

1.5m 3.81

2m 4.05

2.5m 4.84

3m 5.58

그림 14.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
Fig. 14 Zigbee/PLC gateway system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Zigbee/PLC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 하 다.

Zigbee/PLC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Zigbee 통신과 

력선 통신 방식을 서로 연동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  구 을 제시하 다. 도 러 센서는 움직이는 

사람의 거리와 속도에 따라 변화되는 값을 Zigbee 모

듈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로 송하 으며, 게이트웨

이에서는 41바이트의 Zigbee 패킷에서 데이터 패킷만

을 추출하여 움직임 상태를 분석하 다. 력선 통신

망을 통해 외부로 송될 수 있도록 6바이트의 력

선 통신 패킷으로 변환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시

스템은 헬스 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일반 병원, 독

거노인 활동량 분석 모니터링 등에 활용 될 수 있으

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 

방범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추

후 연구과제로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웹서버를 구

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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