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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기술은 진화해 가고 있다. 

필자는 앞서 Open Hardware 사용에 대한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기존의 개발 방식은 CPU 레벨의 하드웨어 설계부터 

제작 생산, 그리고 펌웨어 개발의 거의 모든 것을 개발

하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Open Hardware를 이용하

여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모든 것을 제작하여야 마음이 놓이는 개발자와 경영

자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오픈 하드웨어를 이용한

IoT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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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것을 회사 자체에서 개발 생산하여야 제품 

판매 시 유리할 때가 있다.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기 때

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Io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너무도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야 하고, 개발되었다

고 하여도 안정성 등 테스트할 것이 많아진다. 또 업그

레이드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경쟁력

이 떨어진다.

이러한 경우 Open Hardware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Open Hardware는 

aduino라 불리는 8bit 하드웨어이다.

누구나 8bit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제품

을 제작할 수 있으며, 만들고자 하는 기능들을 예제와 

함께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 오렌지 파

이(Orange Pi), 국내의 하드커널사의 ODROID-C2 등, 

32bit 또는 64bit를 지원하는 고성능 CPU를 장착한 

Open Hardware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발 

빠른 업체에서는 이러한 고성능 Open Hardware를 이

용한 응용 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TV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IoT를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환경

왜 지금 IoT인가?

필자는 IoT를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던 개발자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IoT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

어 있지는 않았다. 지금은 IoT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IoT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은 두 가지로 언

급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유비쿼터스의 구현이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환경의 조

성이다.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언

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에 살

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는 것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접속함으로 환경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거나, Pad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저렴

한 비용으로 네트워크에 항시 접속이 가능하다.

두 번째가 작은 하드웨어 기술이다. 

작은 하드웨어라 함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

속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센싱이 가능한 작

은 장치를 말한다. 작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예전

에도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센

싱 카드를 컴퓨터에 장착하여 센싱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었다. 

EDISON 32BIT ODUINO-XU3 32BIT RASPBERRY P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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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장치는 진정한 IoT를 구현할 

수가 없다. 장비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또 IoT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센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많은 장치의 센싱값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가 작으면서 고성능으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비

용이 매우 저렴하여야 한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네트

워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의 구현은 IoT 구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IoT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곳에 센서를 심어 측

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된 데

이터는 Cloud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향

후 빅데이터로 활용된다.

빅데이터는 처음에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이 고도화되

면 인공지능의 지식으로 활용되고, 인공지능의 의사결

정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빅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

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기간별로 분석됨으로써 미래

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IoT 구현을 위한 요소 

 

IoT 구현을 위한 요소로 

첫 번째,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구현이 이루어졌

다. 두 번째, 작고 저렴한 하드웨어의 구현이 가능해졌

다(네트워크 지원 하드웨어).

고집적 하드웨어 기술은 작은 스마트기기를 일반화하

였다. 얼마 전만 하여도 스마트기기는 공상과학영화에

나 나오는 미래의 기기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탄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은 

일반화되었다.

고집적도 CPU를 이용한 하드웨어인 스마트기기의 

탄생은 우리 생활을 단시간에 바꾸어 놓았고, 스마트폰

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지니

고 다닐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하여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기기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매년 우리는 새

로운 단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단어들은 필요에 의하

여 주변환경이 조성되고, 실현이 가능해진 때에 등장하

고, 실현되면 또 다른 단어가 이슈가 된다. 대표적인 것

이 유비쿼터스, 스마트, IoT, Cloud, AI이다. 

유비쿼터스, 스마트, IoT, Cloud, AI(인공지능)에 이르기

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IoT는 인류가 한번

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예로 지구가 45억년 전에 생겨나고, 생명의 탄생

이 38억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20만년 전에 인류

가 탄생하였고, 인류는 산업혁명을 250년 전에 이루었

초소형 센서 : 1.6mg 크기 2mm 온도를 무선으로 전송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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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 화석연료를 이용한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계화

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발전하여 왔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

는 것이다.

컴퓨터는 1946년 에니악의 발명으로 처음 시작되었

다. 컴퓨터가 탄생한지 100년도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

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생각할 때 너무도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었다.

또한 인터넷은 1969년 UCLA 스탠퍼드 연구소 알파

넷(ARPANET)이 시초로, 100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에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발전하였다. 지금은 무선을 이용한 고속 인

터넷 접속이 가능한 5G망까지도 구현이 가능이 가능해

졌고, 3D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컴퓨터와 인터넷은 탄

생한지 100년도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필자의 견해로 앞으로 변화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IoT 시대를 지나 인

공지능의 시대에는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욱 빨라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사람

의 능력을 수십 배로 확장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

공지능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IoT 센

서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제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IoT 센서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제작

Raspberry PI3를 이용하여 센서와 Input/Output 제 

어기를 만들어보자. 

Open 하드웨어인 Raspberry PI는 GPIO(General pul 

pose input/output)를 제공한다. SPI 통신과 I2C 통신

을 지원한다. SPI 통신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포트를 8

채널을 구성하고, GPIO 핀을 이용하여 제어와 Digital 

Input을 구현하였다.

RPI(Raspberry PI)는 아날로그 채널을 지원하지 않

기 때문에 SPI 통신을 통하여 아날로그 포트를 확장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날로그 채널은 0V~5V 입력과 

4~20mA 입력 타입으로 설계하고, OP AMP를 사용하

여 센서의 입력값을 증폭시키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다. 또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날로그와 디

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출력은 외부 DC 24V를 제어 전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외부의 마그네트 등을 직접 제

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즈베리파이는 GNU-C를 이

용하여 프로그램 하였다. RPI 3의 경우 블루투스 포트

의 시리얼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루투

스와 연결되어 있어 연결 링크를 해지하여야 한다. 링크

를 해지하고 RS485 칩을 이용하여 외부 통신을 구현하

였다.

기본적으로 RPI는 이더넷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이용하여 TCP/IP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하

MCP3208 12BIT 아날로그 칩을 사용한 상판, 파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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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TCP/IP 접속되

어 스캔된 아날로그 값을 저장하고, 외부 클라우드 서버

를 통하여 제어와 디지털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원격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

게 하는 Cloud 서버를 구현하였다. 현재 전산실 및 빌

딩 BIMS, 하우스 제어, 홈오토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여준다. IoT 센서의 구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계략적인 설명만으로 대체한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린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하게 

IoT 센서의 제작에 대한 글을 쓰도록 힘써야겠다.

맺음말

기술의 발달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만이 기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

두 다루고 있는 개발자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

들이고 응용함으로써 좀 더 윤택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개발자들과 기술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세상에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조립된 라즈베리파이 SENSOR 모듈, OUTPUT DC24V 8채널 구현

WEB 기반 Cloud 서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