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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모든 
사람이 무선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현재 주목 
받는 네트워크 기술 가운데 IoT(Internet of 

Things)는 무수한 발전가능성을 보이며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IoT 기술은 각각의 사물을 모두 인
터넷으로 연결하여 원거리에서 사물의 상태를 확
인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IoT 기술은 다
양한 유·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연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기술에 임베디드 시스템과 무선 랜
을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라우터와 임베디드 
리눅스를 이용하여 Iot를 구현하는 것이다.

Ⅱ. 구성방식

2.1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

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 된 보드(상품)와 관
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4]. 아두이노는 
일반 컴퓨터에 비하여 저렴하고 적은 전력과 크
기를 가지고 있어 직접 스마트 홈환경을 구축하
기에 좋은 장비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아두이노
와 유사한 라즈베리파이 등 다양한 장비가 있다.

  

2.2 리눅스
리눅스는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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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veryone enjoys the convenienc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wireless network 

technology. There is the IoT (Internet of Things) with the technology come into the spotlight in 

the network technology. The IoT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view or manipulate the state of the 

object at a distance to connect to the Internet, all of the individual objects. The IoT existing 

technology was connected through the wireless technology used the wired network or Wi-Fi. In 

this paper, change the wireless network connection Xbee saw a brief to study the Io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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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독자적인 32비트 또는 64비트의 운영체제 
프로그램으로 인텔계열 CPU와 알파, 스팍, PPC 

등 다양한 아키텍쳐에서 잘 작동하는 운영체제이
며 특히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2].

 리눅스는 초기에 PC나 서버급 시스템에 포팅
이 되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으
로 그 관심사가 높아짐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
에 리눅스를 포팅하여 실제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2.3 무선랜
무선랜은(WLAN)은 기존의 유선랜(LAN)의 허

브(hub)에서 클라이업트(client)까지 유선 대신 전
파나 빛을 이용하여 네트웍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서, 일반적으로 30~150m 거리 내에서 무선으로 
1-54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네트웍을 가르킨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비 허
가 주파수 대역인 적외선(IR: Infrared), 2.4GHz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와 
5GHz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and를 사용한다.

또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방식으로 
ZigBee가 있다. ZigBee는 소형, 저전력 디지털 라
디오를 이용해 개인 통신망을 구성하여 통신하기 
위한 표준 기술이다. IEEE 802.15 표준을 기반으
로 만들어졌다. 직비 장치는 메시 네트워크 방식
을 이용, 여러 중간 노드를 거쳐 목적지까지 데이
터를 전송함으로써 저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범위의 통신이 가능하다. 애드혹 네트워크적인 특
성으로 인해 중심 노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응
용 분야에 적합하다.

2.4 MQTT

MQTT는 가벼운 Publish/Subscribe 메시징 프
로토콜이며, M2M(machine-to-machine)와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을 고려하여 만든 프
로토콜이다. 또한 낮은 전력, 낮은 대역폭 환경에
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2]. MQTT는 그
림 1과 같이 저전력,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No TCP/IP 기반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기기의 제어와 센서정보 수집에 유리하
다. 이런 특징들로 특히 IoT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3].

그림 1. MQTT 응용 분야[3]

따라서, MQTT는 전용 브로커로 매우 가벼우
며, MQTT 브로커가 가져야 할 대부분의 기능을 
충실히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형기기에 올려
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클러스터를 지
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대규모의 메시징 시스
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메시징 서비스 인프라에 고가용성은 필수 요소이
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Ⅲ. 시스템 구축 환경

3.1 전체 환경 구축
시스템 구축은 아두이노를 기본으로 이루어 졌

으며, 아두이노는 무선 센서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인터넷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분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사물간
의 통신은 Xbee를 활용하여 무선 통신을 구축하
고 모든 센서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서버로 활
용하여 인터넷과 연결하는 것으로 MQTT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활용하였다.

그림 2.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홈 구상

사물의 상태와 동작은 각 센서 및 모터를 이용
하여 구현하였으며, 가정에서 아동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전제품 혹은 물건이 많은 부엌과 추락
위험이 높은 창문으로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3.2 동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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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환경에서는 CDMA/CA방식을 적용하여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무선장
비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에 Xbee를 
통해 다수의 정보를 빠르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
든 클라이언트 장비는 서로 다른 시간에 전송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각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가 보낸 
순서를 기억하고 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
누어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 서버동작  다수의 클라이언트 연결

그림 4. 클라이언트 타임아웃 설정  재연결

그림 5. 서버강제 종료에 따른 재연결 시도

그림 6. 클라이언트 2 의 연결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타겟 시스템에 임베디드 리눅스를 이식하기 위
해서는 시스템의 특성과 구성 요소들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인 프로세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빠르
게 보급 되고 있는 무선 랜을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는 라우터를 임베디드 운
영체제의 한 종류인 임베디드 리눅스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특히 LCD, Touch Screen, QT 애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의 
구현에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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