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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센서 노드 개발에는 센서 HW 구   FW 로그래 , MCU 로그래   ADC 기능 구 , 무선 통신 로그
래 , 력 기능 등이 구 되어야 한다. 재, USN 응용 개발자는 센서노드에 요구되는  기능들을 직 , 통합, 구

하는데 이 이 USN 개발을 어렵게 한다. PC나 Linux[1]등에서는 응용 개발자가 PC 랫폼 HW, 잘 개발된 운
체제, 디바이스 개발자가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목표 응용만을 개발하면 된다. 운 체제는 표 화된 API

를 제공하며 응용 개발자는 이 API에 익숙한 상태이다. 디바이스가 변경되더라도 이 API는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채택할 때에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디바이스 공 자가 제공하므로 응용이 변경될 필요가 없다. USN 
개발에서도 응용 개발자가 잘 개발된 센서노드 운 체제,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에서 응용을 개발한다면 개
발 효율을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Tiny-OS[2], Nano-Q+[3] 등의 센서노드 운 체제들은 디바이스와 운 체제를 동 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첫째로, 기존 운 체제의 HW 랫폼들이 센서 연결을 한 표 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지 못한다. 센서마다 사용 압이 다른데 이를 지원하지도 못한다. 둘째로, 응용 개발자에게 확정된 API를 제공c하
지 못한다. USN 응용은 센서의 활용이 매우 다양한데 기존 운 체제들은 센서를 추상화하지 못함으로써 센서마다 
별도의 API가 필요하다[4]. 셋째로, 디바이스 개발자에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별도로 개발하고 속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하지 못한다. 디바이스 개발자가 센서를 공 할 때 이를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
려 해도 운 체제의 센서 련 HAL 라이 러리가 제공되지 못하므로 개발할 수 없다. Sensos[4]와 Nano-Q+의 스
마트센서 리시스템[5]에서는 센서 추상화를 제시하고 Linux[1]와 유사한 구조의 센서 근 API를 제공하 다. 하지
만 센서 인터페이스를 한 HW 추상화가 지원되지 못하고 HAL라이 러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표 화된 센서노드 운 체제 기반의 USN 응용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로, 센서장착을 용이하게 하는 
표 화된 센서 HW 인터페이스를 기술한다. 둘째로, 센서를 추상화한 센서 근 API를 제공한다. 셋째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요구되는 HAL 라이 러리를 정의한다. 제 응용 로그램을 작성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노드 운 체제 구조가 성공 으로 센서투명성을 지원하는 것을 보인다.

2. 센서노드 운 체제 구조

2 .1. 체 인  구 조
  센서노드 운 체제에서의 USN 개발을 그림 1에서 도식화하 다. 응용 로그래머는 센서 근 API를 기반으로 응
용을 개발한다. 그림에서 API는 open(), close(), read(), write(), ioctl() 등이며 Linux와 비슷하다. 이때 센서 데이터 
처리는 센서 제작자가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담당한다. 센서 제작자는 표 화된 센서 HW 인터페이스와 
HAL 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한다. 그림에서 드라이버는 HAL 라이 러리 
hal_adcv_getdata(fd) 함수를 활용하여 랫폼의 HW를 근한다. HW를 직  근하지 않고 HAL 라이 러리를 통
하여 근하므로 센서 투명성을 얻을 수 있다.

2 .2 . 센 서 인 터 페 이 스  추 상 화
  본 논문에서는 표1 에서처럼 센서를 크게 9개의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 다. ADCV는 센서 출력이 압이며 
ADCA는 출력이 류라는 것을 말한다. ADC도 10비트, 14비트, 24비트 등, 다양하나 이는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구
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종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와 별도로 원을 추상화하 는데 V0( 원 없음), V1(3V), V2(5V), V3(9V), V4(12V), V5(24V) 등이다.

추 상 화 명 칭 내용 선 수 구
ADCV ADC일반 압 1선 ADC포트 연결

ADCWV ADC 미약 압 1선 증폭 후 ADC 포트 연결

ADCA ADC 일반 류 1선 항 연결 후 ADC포트 연결

ADCWA ADC 미약 류 1선 증폭 후 항 연결 ADC 포트 연결

FREQ 주 수 1선 인터럽트 or 일반 포트에 연결

INTR 인터럽트 방식 1선 인터럽트 포트 연결

I2C 클럭과 데이터 2선 일반 포트에 연결 는 하드웨어 I2C

SPI 클럭, DI, DO, EN 4선 일반 포트 연결 는 하드웨어 SPI에 연결

SERI RS232, RS485 등 3선 하드웨어 직렬 있어야 함.

표 1. 9개의 센서인터페이스 추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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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트랜스듀서 리 매니 의 자료구조그림 1. 체 구조

2 .3 . 표 화 된  A P I
  Linux에서 디바이스를 3종류로 분류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SENSOR형, EVENT형, ACTUATOR형
의 3종류로 분류한다. SENSOR형과 EVENT형 센서는 입력 디바이스이며 ACTUATOR형 센서는 출력 디바이스이
다. SENSOR형은 read() 함수 호출시 센서 값을 반환한다는 에서 EVENT형 센서와 다르다. EVENT형 센서의 
경우 사용자가 정의한 handler가 이벤트 발생 시 호출된다. 온도 센서나 조도 센서 등은 SENSOR형 디바이스에 해
당되며 음  리시버는 동작이 시작된 후 특정 시간이 지나야 음 를 수신하므로 EVENT형 센서에 속한다. 
음  발신기는 정해진 시간만큼 음 를 발신하므로 ACTUATOR형에 속한다.
  응용 로그램이 사용하는 센서 디바이스 API는 모두 5가지이다.
   1) int fd = open("device name")

2) void close(fd);
3) int num = read(fd, struct sensor_type *, sizeof(struct sensor_type *));
4) int num = write(fd, struct actuator_type *, sizeof(struct actuator_type *));
5) int err = ioctl(fd, int operation);

2 .4 . 트 랜 스 듀 서 디 바 이 스  메니
  그림 1은 트랜스듀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구조를 보여 다. 그림의 자료구조는 운 체제 내에서 응용 

로그램의 API호출과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한다. device_connect() 함수는 응용 로그램에서 기화 때 
드라이버를 등록하는 함수이다. 그림에서 3개의 트랜스듀서가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ransducer Device 
Table(TDT)은 각 디바이스의 이름과 디바이스 타입, 드라이버 함수 표의 포인터를 장한다. 응용 로그램이 디바
이스를 open()하면 TDT의 인덱스를 리턴하고 함수 호출 시에 이 인덱스를 활용한다.
  HW mapping table은 실제 트랜스듀서 디바이스가 하드웨어의 어떤 포트에 연결 는지를 지정한다. 이 tbale은 
운 체제가 기화 때 지정하며 device_connect() 함수를 호출할 때 논리  센서와 연결된다.
 
3 . 결 론  향후  연 구  방 향
  본 논문에서는 센서투명성을 지원하기 한 센서노드 운 체제 구조를 제안하 다. 이를 하여 첫째로, 센서장착
을 용이하게 하는 표 화된 센서 HW 인터페이스를 정의하 다. 둘째로, 센서를 추상화한 센서 근 API를 제공하
다. 셋째로,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 활용될 HAL 라이 러리를 정의하 다. 
  2개의 센서와 1개의 구동기를 갖는 스마트 선풍기의 구  를 제시하 다. 그것은 센서 추상화 API를 활용한 응
용 로그램, HAL 라이 러리를 활용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센서 HW 인터페이스를 추상화한 HAL 라이
러리로 구성 된다.각 단계의 로그램들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노드 운 체제가 센서 투명성을 성공

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 다. 이러한 센서 투명성 기반 OS 구조는 응용 로그래머의 개발 부담을 크게 여서 
USN 응용 개발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재, 센서 투명성 OS 구조를 간단한 응용 정도에 용했을 뿐이며 다양한 응용에 용하여 세부 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한, Nano-Q+ 기반으로 제안된 OS 구조를 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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