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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evaluates the serviceability of ZigBee device that provides a potential technology to realizing the ubiquitous
computing by improving the productivity and effectiveness in construction and data acquisition.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such as bridge monitoring, slope management, road management, highway traffic control. In
addition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in various wireless technologies are described to identify their adoptability to construction environment. Among them, ZigBee technology was selected to introduce the functionality on hardware, network, and
security. Then, questionnaire survey was implemented by four different group, construction engineers, students, hardware
developers, and researchers to explore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ZigBee technology in construction area. The results
proposes a guideline of the applicability of ZigBee technology in the area of serviceability, application area, considerations, and
future direction. This paper w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designing the wireless sensor network applications.
Keywords : wireless sensor network, ZigBee, survey, serviceabi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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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건설 유비쿼터스 실현을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 및 무선계측모니터링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최근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ZigBee 무선통신기술의 건설산업 사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설산업 적용 대상분야로서 교량, 사면,
도로, 교통 등에 ZigBee기술이 적용된 각종 문헌을 조사하여 그 사례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각 기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설산업 적용성을 기술하였으며, 그 중 ZigBee기술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계, 센서개발자, 학생, 대학 및 연구기관의 4분야 설문대
상자를 바탕으로 ZigBee기술의 사용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ZigBee기술이 제공하는 기능성,
적용분야, 보완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ZigBee기술의 건설산업 사용성 분
석결과는 향후 ZigBee응용기술의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무선통신기술, ZigBee, 설문조사, 사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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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 유비쿼
터스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각 분야별 계측 및 모니터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컴퓨터

링을 위한 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무선통
신기술로는 RFID, WiFi, ZigBee, Bluetooth, UWB(Ultra

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

Wide Band) 등이며, 그 중 초소형, 저전력, 효율적인 데이

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비쿼터

터통신이라는 특징을 내세운 혁신적인 통신기술인 ZigBee가

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전반에 있어 주요 이슈

주목 받고 있는데 ZigBee는 IEEE표준 802.15.4를 바탕으로

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산업 역시 무선센서를 비롯

조직된 표준화된 무선통신 규약으로서 타 무선 통신기술에

한 IT 기술을 주요 응용분야에 접목시키는 건설 유비쿼터스

비해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지니고 있으며, 데이터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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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인터페이스의 신뢰성이 뛰어나며, Ad-Hoc 메쉬 네트워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 분야인 교량, 사면안정,

크 상의 자가 조직화를 통해 자가 치유 네트워크가 가능해

도로 및 교통분야 등 ZigBee기술이 사용된 문헌 및 사례를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구축에 매우 효율적이다.

조사하여 현시점에서의 건설산업 분야 ZigBee기술의 적용

또한 ZigBee는 홈 네트워크 및 오토메이션, 빌딩오토메이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션, 산업자동화, 유틸리티, 물류, 환경, 모니터링, 지능형 교
통 시스템(ITS), 텔레매틱스(Telematics), 헬스케어(Health
Care)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되어 상용화가

2.1 교량분야
현재까지 교량에서는 지진계, 풍속계, 가속도계, 변위계 등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ZigBee를

의 센서를 이용한 많은 자동계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

응용하여 자동계기판독(AMR), 물류 및 재고 추적, 보안 및

부분의 시스템들은 센서 간 케이블 연결, 교량 관리소까지

액세스 제어기능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ZigBee는 확장된

는 광케이블 연결 등 유선을 기반으로 한 계측 시스템이며,

무선 네트워크망을 기반으로 고속성장이 기대되는 등 뛰어

이러한 유선 기반의 교량 계측시스템에서는 케이블의 설치

난 사용성을 바탕으로 건설업계 역시 ZigBee의 도입에 커다

비, 유지관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

란 관심을 모으고 있고,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더

근, 이러한 유선계측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선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가 도입되어 실시간 교량건전도 모니터링 시

더 나아가 주목할 점은 ZigBee의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건설 구조물에 ZigBee 기반 모듈인 무선 진동 센서, 온도

다(김창윤 등, 2008; 윤정방, 2004; 정도영 등, 2008; 채명

센서, 변형률 센서 등의 설치를 통한 건설 구조물의 실시간

진 등, 2006; Cho et al., 2008; Lynch, 2007; Sazonov

모니터링 및 계측관리가 가능하며, 향상된 정보전송 능력 및

et al., 2004; Liu and Teng, 2010). 채명진 등은 유선센서

계측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구조물 건전성 평가 및 시공유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선센서

지관리 등 건설사업 생애주기동안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건

네트워크 기반의 교량용 계측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저가의

설현장 정보수집기법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건설산업 발전

설치비가 소요되는 ZigBee, 장거리 통신을 위한 CDMA 등

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채명진

그러나, 앞서 기술한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의 건설산업에의

등, 2006). 이 시스템의 구성을 살펴보면 IEEE 802.15.4

적용은 아직 도입단계라 볼 수 있고, 실제 현 시점에서는

표준 중 하나인 ZigBee를 사용하여 동적센서에는 Star

적용사례가 미비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성 평가 및 개선안

Network 방식이고, 정적센서에는 Mesh Network 방식을 사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분

용함으로써 가속도계, 변형률계, 풍향풍속계, 온도계 등을 인

야 및 무선통신기술 개발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설문자

식하고, 수집된 계측 데이터는 CDMA를 통해 관리시스템까

료와 실제로 ZigBee가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분석 및 연구

지 무선으로 전송된다. 실험 결과, ZigBee를 통하여 교량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에 있어서 ZigBee의 사용성과 활

내부뿐 아니라 외부까지도 통신이 가능함은 물론, u-node

성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의 건설자동화 시

(ZigBee+Sensor) 모듈이 문제가 생길 경우 u-node 하나만

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용이해지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과학적이고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ZigBee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합리적인 데이터 제공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정
보공유와 사용이 가능하다.

기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연구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로 2010년 Chinese Culture University에는

건설분야에서 특정한 대상 공종으로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ZigBee기술을 적용하여 교량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분야로 나누어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난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지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서 교

1. 교량, 사면, 도로 및 교통 분야 등의 분야에서 ZigBee가
사용 및 응용된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량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유선모니터링 기반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왔으나, 유선기반 시스템은 응급상황에

2. 건설산업에서 적용가능한 여러 가지 무선통신기술의 종류
및 장단점을 소개하였다.

서의 대처가 상당히 미비하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ZigBee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가속도센서장치

3. 건설산업 및 무선통신기술 개발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

로 교량상태를 기록하며, 무선으로 back-end server로 정보

문가들로부터 ZigBee 사용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위험상황의 데이터가 감지되면 3G

였다.

휴대전화시스템을 통해 제어관리 담당자에게 정보를 보내주

4.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ZigBee 사용성 평가 및 향후 개선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Liu and Teng, 2010). 본 시스템에
서는 저전송, 저전력, 저비용, 안정성, 저복잡성 등의 장점을

사항을 제시하였다.

지닌 ZigBee 네트워크시스템과 ZigBee, RFID, Wi-Fi, 3G

2. 연구동향

Cell phone, IP 카메라 등을 통합한 무선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자가 원격컴퓨터나 3G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상황을 파

ZigBee 기술은 홈 네트워크, 빌딩 자동화, 산업 제어, 의

악하는 Winnoc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교량에

료 장비 무선화 그리고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

긴급상황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이동하여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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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정보가 서버에 전달되고, 3G SMS를 통해 유지관리 담

리생활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도로 분야에서도 단순한 도

당자에게 각종 정보를 송출함으로써, 실제 교량에서 위험상

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계측에 의해 교통흐름과 신

황이 감지될 때 즉각적으로 위험신호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호체계, 각종 교통상황과 위험상황에 대한 자동안내 및 도로

종 재난으로부터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구조물의 안전성과 같은 계측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스마트 하이웨이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GPS위성을 이용

2.2 사면안정 모니터링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이 국토의 70%를 차지한 특수한 지형

한 다양한 LBS(Location-Bases Service)는 이미 일상생활에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광역 위치추적 기술은 위치추정의 정확도가 낮고, 실내 및

깊숙이 들어와서 적용되고 있지만 GPS나 CDMA을 이용한

인해서 일어나는 사면붕괴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중 커다란

음영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면붕괴는 다양한 원인들로

서 최근에는 ZigBee, Wi-Fi, UWB, Bluetooth, RFID,

인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Ultrasonic, IrDA 등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용한 위치추적 기

하기 위해 유선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면거동을

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선통신 기술인 ZigBee를 활

먼저 국내 사례로는 2010년 전북대학교에서 ZigBee와

용한 사면붕괴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균태

CDMA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도로환경정보 모

등, 2010). 일반적으로 유선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계측시스템,

낙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및 유지

제어시스템,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시스템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그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제어시스템간의 통신은 ZigBee를 이용하였고, 제어시스템과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관리시스템간의 통신은 CDMA를 이용하였다. ZigBee 모듈

있다. 우선 국내 사면 붕괴 피해현황 및 사면붕괴 사례 분

은 XBee-PRO ZNet 2.5 OEM RF 모듈을 사용하였고,

석을 통해 USN 기반의 사면붕괴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구되

CDMA는 RX-M800S 모듈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도로환

고 있고, 이를 위해 유선 사면 계측 동향 및 기술동향도 함

경정보의 무선 네트워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설물 유

께 연구되고 있다(한재구와 김균태, 2007). 향후 사면 모니

지관리와 중개거리 확장에도 용이하다는 연구성과를 제시하

터링 기술이 포함된 USN 기반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바탕으

고 있다(양경기 등, 2010).

로 사면붕괴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해

해외 사례로는 2010년 Doha에 있는 Qatar대학에서 저비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용, 저전력의 무선 네트워크가 가능한 ZigBee와 차량의 움

실제 현장에서의 사면상태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보다 체

직이는 속도와 위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GPS기술을 이

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실현을 위해 사면안정 평가

용하여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들의 정보를 길가에 있는

기법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하며 구축된 ZigBee기반 USN

기지국 중 하나에 정보를 전송하고, 그 정보들을 중앙서버에

시스템과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선 기반 시스템과의 비교분

서 종합하여 Doha의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사용

석을 통한 실용성 및 경제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며,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여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수행하였다. 그
러나, ZigBee의 단일통신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스타네트워크

2.3 도로, 교통 분야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활용도

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많은 수의

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단지 전자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Probe를 사용함으로서 신호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문

분야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건설 분야 중에서 우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Al-Abdallah et al., 2010).

표 1. ZigBee 분야의 적용사례
구분

교량

년도

적용업체

2008

UC Berkeley 대학

2006

내용

비고

Zigbee를 이용한 미국 금문교(Golden Gate Bridge)의 구
Glaser와 Tolman, 2008
조물 상태 모니터링

건설기술연구원, SK텔레콤 영종대학교에 Zigbee와 CDMA를 이용한 교량안전관리

채명진 등, 2006

2006

공주대학교, 한남대학교

ZigBee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속도를 최대화
소선섭과 은성배, 2006
하기 위하여 이중 채널을 갖는 라우터의 설계 및 구현

2010

전북대학교, (주)VNI,
한국폴리텍V 김제대학

STM32F103VCT6 32bit MCU, ZigBee와 CDMA 통신
을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도로환경정보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

양경기 등, 2010

2010

단국대학교

독립 전원과 제어장치, 구동부 및 근거리 Zigbee 무선
통신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지동물의 한마디를 구현

백유광 등, 2010

터널

2007

건설기술연구원

Zigbee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터널 계측기의 70% 이상
을 차지하는 진동현 계측기를 무선화 할 수 있는 모듈
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김정렬 등, 2007

댐

2009

대련이공대학교,
대련수산학원 (중국)

Zigbe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검측 정보의 수집, 분석처
리를 실시하고 중국 선전시 서리댐에 실시운행 및 이상
상황 발견과 대응책을 마련

Xiao wen 등, 2009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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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네트워크의 종류

역,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전원의 유무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며, 전원이 없는 경우를 수동형(Passive), 전

무선네트워크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선통신 케이블 대

원이 있는 경우를 능동형(Active)라고 한다. 수동형은 태그

신 다른 매체, 즉 전파나 빛 등의 매개체로 정보를 전달하

자체에 배터리가 없고, 10m 이내 근거리 통신시 사용이

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무선통신기술에는 Bluetooth,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반영구적인 반면, 능동형은 태

RFID, UWB, ZigBee, Wi-Fi, Wibro 등 다양한 종류가 있

그에 배터리가 있고, 수십 m까지 통신이 가능하지만 가격

지만, 여기에서는 근거리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기술인

이 고가이고 UHF대역 이상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두 번째

Bluetooth, RFID, UWB, ZigBee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로 주파수 대역에 따라 적용가능 분야가 달라지며, 종류로

자 한다.

는 저주파(Low-Frequency), 고주파(High Frequency), 극초
단파(UltraHigh-Frequency), 마이크로파(Microwave)가 있다.

3.1 Bluetooth

이러한 RFID기술이 가진 편이성과 간결성 때문에 건설현장

블루투스는 1998년 에릭슨사를 중심으로 5개 기업이

의 자원관리 시스템 적용을 목적으로 많은 연구와 적용사례

Bluetooth SIG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근거리 무선네

를 가지고 있었으나, 통신거리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인

트워킹 기술이다. 이후 1999년 5월20일에 정식으로 IEEE

식률 및 전파간섭 등의 기술적인 보완점이 필요하다.

802.15.1 규격으로 승인되었고, 이 후 버전 1.0부터 현재

3.3 UWB

3.0까지 출시되었으며, 버전이 올라갈수록 빠른 속도의 데이
터통신이 가능해졌다(723.1kbps~최대 24Mbps). Bluetooth는

UWB는 초 광대역, 단거리 구간에서 저전력으로 넓은 스

ISM Open Band인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1MHz 당 79

펙트럼 주파수를 통해 많은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의 채널로 여러 주파수를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성

무선 기술로서, 무선 디지털 펄스라고도 알려져 있다. 근거리

이 상당히 높고, 다양한 무선기기 간 또는 물리적 장애물이

무선 통신 중 IEEE 802.15.4a를 사용하고 있는 UWB(Ultra

있는 경우에도 통신이 가능하며, 기기들 간의 통신거리는

Wide Band)는 처음에 군사용 레이더(Radar)에 사용하기 위

10m~100m 정도까지 가능하다. 또한, 블루투스 네트워크 시

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2002년 FCC(Federal Communi-

스템은 하나의 마스터와 1~7개의 슬레이브 장비로 10m 범

cations Commission)가 상용화를 승인하면서 IEEE 802.15.3a

위 안에 이루어져있으며(피코넷), 마스터가 모든 장비를 사

에서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다(허재두와 이현정, 2007). 국

용할 채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내에서는 2001년에 국내도입을 위해 전파연구소(RRL)에서 국

사용할 수 있다. Bluetooth의 문제점은 최대출력이 100mW

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주파수 자원 이용에

일 때는 약 100m까지 가능하지만 전력소모가 심하고, 피코

관해 연구를 하였고,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본격적으로

넷의 경우 일대일통신일 때보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주

UWB의 기술 및 개발과 표준화를 연구하였다. 2003년부터

파수 전환시 다른 피코넷과의 데이터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까지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을 제정하고, 보고서를 발

높다.

간하며, UWB에 의한 영향으로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
는 서비스 등에 관한 분석 및 해결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3.2 RFID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윤두영 등, 2006).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란 짧게는 수

3.4 ZigBee

cm에서 길게는 수십 m의 거리내에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
여 대상(사람, 사물)에 부착된 태그로부터의 정보를 인식하는

IEEE 802.15.4를 사용하고 있는 최신 무선네트워크의 대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태그(Tag), 리더(Reader), 안테나,

표적 기술인 ZigBee는 2001년에 설립과 동시에 IEEE

미들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전원의 유무와 주파수 대

802.15.4에 관한 사양을 제안하였지만 주목받지 못했고,

표 2. 무선센서의 종류 및 특징
구분

ZigBee

RFID

Bluetooth

UWB

주파수대역

868/915 MHz
2.4 GHz

125 K/13.56 MHz
400 M/900 MHz

2.4 GHz

3.1~10.6 GHz

데이터 전송속도

20/80 Kbps
250 Kbps

30 Kbps

1 Mbps

1 Mbps

전송거리

30 m
100 m

5m
능동형 100 m

10 m

50 m

용도

가전기기제어
원격모니터링

물류, 제고관리

무선헤드셋 음성전송

가전기기제어
위치인식

기술 및 표준

802.15.4

-

802.15.1

802.15.4 a

네트워크 구성

P2P
StarMesh
클러스터 트리

-

P2P
Star

Point to Point

전류소모

낮음

-

중간

낮음

네트워크 규모

최대 65,000개

-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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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IEEE 802.15.4로 승인되면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이후 2004년 12월 말에 ZigBee 사양 1.0이
발표되었고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ZigBee의
표준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동향은 삼성전자,
LG전자, ETRI, 한국무선네트워크, TTA, 레이디오펄스 등이
참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ETRI와 한국 홈네트워크 산업협
회에서 ZigBee 응용을 위한 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250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고,
최대 65,536개의 Node를 스타(Star), 메쉬(Mesh) 및 클러스
터 트리(Cluster-Tree) Network 연결이 가능하며 라이센스

그림 1. 설문 유효 응답자의 소속기관별 분포

(Licence)가 필요없는 2.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전

표 4. 응답자의 경력별 분포

송거리는 30m에서 최대 100m까지이며, 저전력 및 저비용이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조인영, 2007).

1년
이하

4. Case Study
본 연구에서는 첨단 융복합 IT기반 건설 유비쿼터스 실현
에 핵심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 ZigBee 무선통신기술에 대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대학 및 연구기관 51.32 28.95

9.21

건설업체

13.46 34.62

7.69

대학생

96.12

0.78

2.33

센서개발자

0.00

합계

한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ZigBee기술의 건설산업분야의 사

10년
이상

합계

3.95

6.58

100

9.62

34.62

100

0.00

0.78

100

15.38 23.08 23.08 38.46

100

62.96 15.93

6.30

4.07

10.74

100

용성과 적용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ZigBee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ZigBee기술을 포함한 무선통신기

자가 62.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술을 건설산업에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선사항을

10년 사이의 경력자가 26% 정도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분석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은 응용기술을 타진하고 최적의

경력자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1년 이하의

사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경력자로 나타나 있는 62.96%는 주로 설문대상자가 주로

판단된다.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경력자 분포는 대체
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4.1 표본 및 설문설계,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현재 ZigBee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4.2 설문결과 통계 및 결과분석
그림 2는 각 산업분야 설문 대상자들에게 ZigBee의 사용

건설업계, 대학생, 대학 및 연구기관, 무선센서 개발자의 4분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설문

야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207부, 인터넷 설문 63부의

대상자의 50% 이상이 ZigBee를 사용해 보지 않은 것으로

총 270명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나타났으며 이중에 센서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 설

먼저 건설업계로 구분된 설문대상자는 주로 중대형 건설시

문대상자의 80% 이상이 ZigBee를 사용해 보지 않은 것으

공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으로

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계로 분류된 설문대상자의 90% 이

구분된 설문대상자는 무선계측기법 및 ZigBee기술에 대한

상이 ZigBee를 사용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ZigBee가

교육을 이수받은 건설관련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되

실무적으로 계측이나 모니터링 등의 건설실무에 활용되지 못

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구분된 설문대상자는 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건설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축, 토목분야에서 IT 및 모니터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

ZigBee기술이 교육이나 연구 및 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극히

는 각 대학의 연구원 및 주요 시공사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일부 사례적용을 통해 ZigBee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선센서 개발자는 ZigBee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선통신기술 전공의 센서개발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근무경력 분포는 표 4와 같이 1년 이하의 경력
표 3. 설문조사 개요
항목

내용

설문조사 기간 2011년 4월 1일~ 2011년 5월 31월
설문조사 대상

대학 및 연구기관, 건설업체, 대학
생, 센서개발자

설문조사 방법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설문조사
신뢰도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심도 있는 설
문을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신
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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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개월
총 270명
회수율 100%
그림 2. ZigBee의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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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반면, 대학생과 대학 및 연구기관
은 학교수업 등을 포함한 교육 항목에 많은 선택을 하였고,
건설업계 경우 주로 인터넷이나 기타 지인들을 통해 ZigBee
를 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는 각 분야 설문대상자들에게 건설분야에 ZigBee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로서 전체 설문대상자 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적용사례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센서개발자로 분류된 설문대상
자들만이 80% 이상이 사용 분야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70% 이상이 ZigBee가 건설사업에 사용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ZigBee기술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기술 자체가 건설전공분야

그림 3. ZigBee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식으로 인해, 건설적용사례 등에 대
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설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서는 실시간 무선계측 및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건설분야
연구사례나 활용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각 분야 설문 대상자들에게 현재 건설분야의 업
무나 교육 등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기술의 종
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대학 및
연구기관과 대학생의 설문조사에서는 블루투스 사용률이
50% 가깝게 나왔고 ‘사용하지 않는다’가 20%로 그 뒤를

그림 4. ZigBee의 사용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본 설문
결과

차지하였다. 건설업계 대상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약
50%에 가깝게 응답하였고 특히 ZigBee 사용률은 3% 정도
로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센서개발자는 UWB를

한편, 그림 3은 각 전체 설문 대상자에게 ZigBee를 처음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용한 것으로 조

듣고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각 분야별로

사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로 보아, 대학 및 연구기관과 대

살펴본 결과 센서개발자 중 50% 이상이 TV 등의 언론매체

학생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연구, 교육 및 정보공유로

그림 5. 현재 사용중인 무선센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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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통신의 기술적인 사항을 가장 낮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 및 연
구기관에서는 확장 및 호환성을 상당히 중시한 반면, 건설업
체 및 대학생, 센서 개발자는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앞 절에 기술한 ZigBee센서의 특징과 장점으로
알려져 있는 하드웨어의 안정성, 저비용, 인터페이스의 편이
성, 저전력 하드웨어, 네트워크 자기치유기능 중에서 설문대
상자들이 생각하는 두드러진 장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다. 센서개발자는 저전력 및 인터페이스를 중시하고 있고, 대
학 및 연구기관 및 대학생은 하드웨어의 안정성을 가장 중

그림 6. ZigBee 사용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시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저전력, 저비용 및 안정성을 최
인해 블루투스 사용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업

고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ZigBee의

체의 경우 ZigBee 보급률의 미비로 인해 상당히 낮은 사용

기능 중 하나인 자기치유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커다란 장

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

또한, 현재 사용중인 무선통신기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는 ZigBee가 어느 특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애플

서는 설문대상자들 중 45%가 ‘사용이 편리하다’를 선택하였

리케이션 응용분야에 여러 가지 장점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

고, 24%가 ‘실용성이 크다’를 선택하여 그 뒤를 차지하였으

는 무선통신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며, 15%의 응답자가 기타로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및 ‘대

그림 8과 9는 각 산업분야 설문 대상자들에게 ZigBee의

중화 되어있다’로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완점 및 활성화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결과이

통해 많은 수의 설문대상자들은 대체로 성능보다는 사용의

다. ZigBee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유

편의성과 실용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무선통신기술을 선택

비쿼터스 실현이라는 청사진과 함께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무선통신기술이 건설분야에

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건설산업의 다양한 응용분

보다 활발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센서전문가가 아닌 일반

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건설기술자들도 사용하기 쉬운 UI 개발 및 실질적인 업무능

같은 응답결과는 향후 무선통신기술의 개발과 디자인을 수

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행할 때 의미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단된다. 먼저, ZigBee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보완되어

그림 6은 ZigBee를 사용하거나 향후 사용하게 될 경우

야 할 사항으로 통신거리, 가격인하, 시장환경조성, 전력효율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응답결과이

성, 측정값의 신뢰성,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센

다. 거의 모든 설문대상자들이 실용성, 확장성, 호환성 측면

서개발자는 통신거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파방해와 같은 전문적인 무

았고, 건설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가격의 인하가 필

그림 7. ZigBee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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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설사업 단계 별 ZigBee 적용시기
그림 8. ZigBee의 보완점

그림 11. 시공단계의 ZigBee 주요적용대상

서 4분야의 설문대상자들이 모두 시공단계를 가장 적합한
시기로 응답하였다. 각 분야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업
그림 9. ZigBee 활성화 장애요인

계 대상자들은 시공단계 이외에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도

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환경조성이나 측정값의

서는 시공 이후인 유지관리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두 번째로

ZigBee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뢰성 측면도 높은 비율로 응답을 하였다. 네트워크 토폴로

많이 선택하였다. 이로 보아 건설업체는 기획 및 설계 단계

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송수신단 통신거

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무선센서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

리는 현재의 ZigBee기술이 건설현장과 같은 광범위한 대상

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무선선세를 적용하여 시공단

지역에 적용될 경우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요인으로 알려져

계부터 시공 이후 사후관리까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있으며, 센서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는 이러한 기술

판단된다. 그림 11은 통합된 설문 대상자들에게 시공단계에

적인 한계상황을 잘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접적

서 ZigBee를 사용하게 될 경우, 주요 적용대상 항목에 관한

인 센서 개발보다는 응용기술 개발과 관련이 깊은 건설업계,

설문결과이다. 전체 설문대상자 중 40%가 공사 진행현황 점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자들의 응답결과는 기술적인 사항보다

검을 선택하였고, 27%가 장비관리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

는 무선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예산, 구입, 시장환경, 신

으로 자재현황과 인부관리가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를 분석

뢰성 등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보다 현

해보면, 시공단계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계측정보 중에서 건

실적인 항목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관리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공정정보

한편, ZigBee 활성화 장애요인으로서 그림 9에서도 알 수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정표와 현장취득정

있듯이 센서개발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의 설문대상자

보와의 연계를 통해서 일정/기성 성과분석 측면에 ZigBee와

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ZigBee에 관한 인식부족 항목에 월

같은 무선통신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히 많은 선택을 하였고, 센서개발자는 약 25%가 개발비용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건설장비, 인부, 건설자재 등 건설사업

부담에 많은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ZigBee의

수행의 주요 자원에 관련된 관리 및 현황파악도 중요한 계

건설분야 상용화를 위해서는 일반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측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해 ZigBee의 개념, 기능, 활용사례

그림 12는 각 분야 설문 대상자들에게 현재 알고 있는

등에 대한 지식전달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전달을 통한 관

ZigBee 적용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센서개발자의 경

심증대가 ZigBee의 건설분야 도입, 개발, 투자 등으로 확장

우 약 30%가 헬스케어와 홈 네트워크 등 건설관련 이외의

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유비쿼터스 응용분야에 많은 선택을 하였지만, 이

그림 10은 각 분야의 설문 대상자들에게 건설사업단계에

와는 반대로 건설업계 대상자들의 경우 약 30%가 도로 구

서 ZigBee를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단계에 관한 설문결과로

조물계측에 많은 선택을 하였고, 대학생과 대학 및 연구기관

− 254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그림 1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 ZigBee 연동시 가장 필
요한 컨텐츠

의 주요 적용대상은 일반 건축구조물보다는 교량, 터널, 지
하철, 도로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시공단계

그림 12. 현재 알고 있는 ZigBee의 적용 사례

및 사후관리 시 응용될 수 있는 시공관리, 무선계측 모니터
링, 제어 및 유지관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에서는 교량이나 도로구조물의 계측분야에 많은 선택을 하

있다.
모바일 플랫폼의 활성화와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였다. 이로 보아, 센서개발자의 경우 현재 홈네트워크와 같
은 유비쿼터스 응용 분야에 많은 연구개발과 지원이 투입되

ZigBee와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컨텐츠개발에 관련

고 있고, 건설관련 업계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주요 건

된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림 14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설구조물의 계측과 관련된 모니터링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

개발에 있어 ZigBee 사용 시 가장 적합한 검측성능 및 대

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들 중

그림 13은 각 산업분야 설문대상자에게 ZigBee의 적용분

31%가 대상개체에 대한 위치측정분야를 선택하였고, 26%가

야 또는 적용예상 분야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센서개발자를

원격제어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진동감지 및 원격검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의 경우 40% 이상이 교량구조물의 유

침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응답결과는,

지 및 관리를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 터널/지하철을 대상 분

설문대상자들이 스마트폰과 ZigBee의 융합을 통해 건설사업

야로 선택을 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경우 교량, 도로, 터널,

분야에 필요한 위치측정, 원격제어 및 계측 등의 실시간 정

지하철을 많이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 및

보취득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기대

연구기관과 대학생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 것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ZigBee를 이용한 무선네트워크

그림 15, 16, 17은 각 산업분야 설문 대상자들에게

그림 13. ZigBee 적용분야 또는 적용예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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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내 건설현장 적용 예상

그림 18. ZigBee 적용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

통신기술에 관한 전공자가 아닌 건설관련 설문대상자들은
다양한 응용분야의 컨텐츠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지원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특히 건설업계 관련 설문대상
자들은 ZigBee제품의 시장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다음
으로 많아 기술력 뿐만 아니라 ZigBee의 시장활성화를 통
해 경제적인 상승효과와 투자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
이 높음을 알 수 있어, 본 설문을 통해 각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과 지원사항에 대한 의견이 잘
그림 16. ZigBee의 적용 보편화 시점

반영되고 있다.

5. 토의사항
본 장에서는 수행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ZigBee기술의
사용성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대 고려해
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앞서 사용된 28개 항목의 설문조
항을 기능성, 적용분야, 보완점, 향후전망 4가지 중요 사항으
로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가중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1. 기능성 측면: 다양한 무선통신기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림 17. ZigBee 초기 도입비용

있는 기술인 블루투스는 현재까지 사용상의 편리성을 바
탕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건설산

ZigBee의 향후 국내 건설 현장 적용 예상 및 적용 보편화

업에서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ZigBee기술이 더욱 효율적

시점, 그리고 ZigBee 초기 도입비용에 대해 설문을 수행한

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성 측면에서 편리성, 실용성

결과이다. 위 설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은

이 중요한 고려인자로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ZigBee가

ZigBee의 국내 건설 현장 적용 예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있으며 ZigBee의 활성화 시점은 향후 4~6년을 가장 높게

및 개발 단계에서는 보다 쉽고 실용적인 건설기술자 대상

예상했다. ZigBee의 적용 비용으로는 센서 개발자들은

의 인터페이스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00~1,000만원을 적정금액으로 예상하였고, 대학 및 연구기

2. 적용분야 측면: 적용시점으로 보면 전체 건설프로젝트 생

관 및 대학생은 1,000~5,000만원을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애주기 중에서 현장 실측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설업계 대상자들은 500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에서의 적용성이 가장 높게 부

한 의식차를 나타내고 있어, 적용대상 및 무선센서 네트워크

각되었고, 특히 교량구조물의 계측 및 모니터링 분야에 대

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예상될 수 있음을 보

한 관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ZigBee기술의 적용 및 개발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어온

여주고 있다.
그림 18은 ZigBee 적용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분

연구분야가 교량구조물의 건전도 모니터링임을 고려하면,

야에 대해 알아본 조사한 설문결과이다. 정부지원이 요구

앞으로도 교량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실시간 상시계측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이 ZigBee에

ZigBee기술의 중요한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한 개발 및 도입 자금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

ZigBee기술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측 대상 및 서

며, 특히 다른 세 분야에 비해서 센서개발자 대상자들은

비스에 있어서 재난 방지 서비스 모델이 다수의 의견을

자금지원에 대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또한 무선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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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조사를 통한 무선통신기술 및 ZigBee의 특징 분석요약
구분

내용

주요설문응답

현재 사용중인 무선통신기술 종류
기능성

적용분야

보완점

향후전망

Bluetooth

무선통신기술을 선택한 이유

사용의 편리성

무선통신기술 사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실용성

ZigBee의 최고 장점

안정성

ZigBee 사용하고있는 분야

시공

ZigBee의 적용분야 또는 적용예상 분야

교량

ZigBee 적용하고 있는 계측대상 또는 계측 예상 분야

재난방지 서비스 모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ZigBee 사용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검측성능

위치측정

공사진행시 ZigBee 사용에 있어 주요대상

자재현황

ZigBee 사업 활성화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

ZigBee에 관한 인식부족

ZigBee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

개발 및 도입 자금지원

ZigBee의 성능부분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

측정값의 신뢰성

ZigBee의 향후 국내 건설 현장의 적용 가능성

크다

무선센서 또는 ZigBee의 국내건설 적용 보편화가 이루어질 시점

4~6년

ZigBee의 도입시 적절한 초기 도입비용

1,000~5,000만원

건설공사에서 ZigBee를 적용해야 할 적합한 시기

시공 단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될 수 있는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

적인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기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 건

폰을 이용한 건설자재, 장비, 인부 등의 위치 추적 기능이

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ZigBee의 사용성 인식 조사를 위

라고 할 수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ZigBee를 이용한 건

해 총 28개에 달하는 항목을 바탕으로 센서개발자, 대학 및

설자재의 추적 및 점검의 활용도가 강조되었다.

연구기관, 대학생, 건설업체의 총 4분야로 설문대상자를 구

3. 보완점 측면: 건설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서 가장 시급

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각 전문분야의 특수성과

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ZigBee에 관한 인식부족이다.

연구, 응용, 개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현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건설 기술자들

실적인 의견을 타진할 수 있었다.

이 ZigBee의 기능과 활용사례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설문대상자들이 ZigBee를

족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사례 발표,

비롯한 무선센서의 건설사업단계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높게

홍보, 연구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 역시 향후 4~6년으로 예상하

다. 또한, ZigBee의 응용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

였다. 또한 원격제어 및 진동감지, 모니터링 및 계측 등을

적,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포함한 ZigBee의 다양한 활용방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ZigBee의 기능적인 보완 및 요구사항으로는 측정값의 신뢰

으며, 시공 전후단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전반

성이 판단되고 있다.

적인 건설사업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

4. 향후전망 측면: 국내건설산업에 ZigBee가 보편적으로 적

하였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용될 수 있을 시점은 향후 4~6년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ZigBee와 같은 무선통신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규모와 무선통신기술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차이

ZigBee에 대한 인식부족,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ZigBee기

인력지원 등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술의 초기 도입비용으로는 1,000~5,000만원으로 나타나,

났다. 특히 인식부족 측면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전체 건설사업비 측면으로 보면 작은 일부분의 예산으로

센서개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다수가 ZigBee

도 ZigBee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무선계측 및 관리가

의 개념과 적용사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홍보, 연구성과발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6. 결 론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인력확충,
개발자금지원, 산학협동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논문은 건설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인

판단된다.

ZigBee 무선통신기술의 동향분석 및 건설산업에의 적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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