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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무선통신은 사물인터넷(IoT)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이나 사물인터넷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들을 실습을 통
해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IoT 무선통신 실습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첨단교

육훈련장비 개발을 다룬다. 다양한 센서들을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로 아두이노 메가 보드를 사용하며 센싱한 데이터를 무선

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IoT 무선네트워크 기술로 WPAN 기술 중 RFID/NFC, Bluetooth 무선네트워크 기술, WLAN 기술 중 WiFi 
기술을 사용하며 WWAN 기술 중 LoRa와 2.4GHz 무선 트랜시버를 사용한다. 그 밖에 GPS, 적외선통신, I2C 통신, SPI 통신에 대
하여 실습을 통해 다양한 IoT 무선통신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개발한 교육장비는 2개의 디
바이스를 장착하고 있어 장비내에서 무선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송수신 실험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Abstract ]

Wireless communication is a core technology constitut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but there is no suitable educational equip-
ment to learn various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used in the Internet of Things through practice.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education and training equipment that can perform various IoT wireless communication practices. It uses 
an Arduino mega board as a device to control various sensors. As wireless network technologies to send and receive the sensing date 
wirelessly, it makes use of RFID/NFC and Bluetooth among WPAN technologies, WiFi among WLAN technologies and LoRa and 
2.4GHz wireless transceiver among WWAN technologies. In addition, GPS, infrared communication, I2C communication, and SPI 
communication are organized so that various IoT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 be learned through practice. In addition, 
since the educational equipment developed in this paper is equipped with two devices, it is designed to perform transmission and 
reception experiments for wireless network technology within th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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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장비 개요

A. 장비개발 목적

무선통신은 사물인터넷(IoT)을 구성하는 핵심기술로 인지

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장비가 존

재하지 않아 다양한 IoT 무선통신 실습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첨단교육훈련장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수행한다. 첫째,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

물인터넷과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초적인 디바이스 제어부터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실습까지 학습을 통하

여 사물인터넷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물인

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WPAN, WLAN, WWAN 무선통신 

기술을 직접 제어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한 원격제어 실습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응용 어플

리케이션을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B. 장비설계 요구사항

본 교육실습장비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주요 무선네트

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사물인터넷 핵심기술을 학습할 수 있

는 교육장비로 실습장비는 아래와 같은 기능과 환경을 제공

하도록 설계하였다.
• 통신으로 무선트랜시버, RFID/NFC, Bluetooth, WiFi, 

LoRa, I2C, SPI, GPS 등을 적용한다.
• 무선통신 모듈은 베이스보드에 장착되어야 하며, 개별

적으로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센서 및 

I/O모듈은 탈부착이 쉬우며 모듈의 손쉬운 고정을 위한 

캡티브스크류 나사를 사용한다.

I. 서 론

사물인터넷(IoT)은 그림 1과 같이 센서, 디바이스, 통신, 
플랫폼, 서비스의 5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것이 센서이며 센서는 디바이스에 의해 제어된

다. 디바이스는 AVR,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과 같은 마

이크로 콘트롤러이며 통신 모듈을 제어하여 센서에 의해 센

싱한 데이터를 유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와 같은 플

랫폼에 저장을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의 서비스가 존재하게 된다[1,2].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의 핵심기술 중 무선통신

에 대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에 적합한 다양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을 실습을 통해 학습

할 수 있는 첨단교육훈련장비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 장

비는 그림 1과 같이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요

소 중 처음 3개의 구성요소 즉, 센서, 디바이스, 통신으로 구

성되며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 중 무선통신에 대하여 다양

한 IoT 무선통신 시스템을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개

발한다. 다양한 센서들을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로 아두이

노 메가 보드를 사용하며 센싱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

하기 위한 IoT 무선네트워크 기술로 WPAN 기술 중 RFID/
NFC, Bluetooth 무선네트워크 기술, WPAN 기술 중 WiFi 기

술을 사용하며 WWAN 기술 중 LoRa와 2.4GHz 무선 트랜시

버를 사용한다[3,4]. 그 밖에 GPS, 적외선통신, I2C 통신, SPI 
통신에 대하여 실습을 통해 다양한 IoT 무선통신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개발장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개발장비가 어떻게 구

성되었는지 설명한다. IV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장비

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장비를 사용하여 LoRa 무선네트워크 

모듈을 사용한 장비 실험을 통하여 개발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보이며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1. 사물인터넷 구성요소

Fig. 1. Internet of things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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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보드에 각 모듈별 구성은 그림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개

발하였으며 베이스보드는 프로세서 부, 무선네트워크 모듈 

부,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 부, 탈착 센서 및 액추레이터 모듈 

부로 구성하였다.

1) 프로세서 부

베이스보드에서는 Bluetooth, 무선트랜시버, WiFi, LoRa 
무선네트워크 모듈 간 송수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모듈은 두 개씩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다. 무선네트워크 모

듈 간 통신을 위해서는 송신단에 해당하는 무선네트워크 모

듈과 수신단에 해당하는 무선네트워크 모듈을 제어하는 프

로세서가 필요하게 되어 그림 3과 같이 아두이노 2개를 배

치하여 무선네트워크 모듈 간 통신실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두이노 보드로는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사용하였

으며 위쪽의 아두이노를 Arduino A 아래쪽의 아두이노를 

Arduino B라고 명기하였으며 둘 중 하나는 송신단으로 나머

지는 수신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5].

2) 무선네트워크 모듈 부

장비 내에 무선네트워크 송수신 모듈은 그림 4와 같이 배

치하였으며 IoT 무선네트워크 기술로 WPAN 기술 중 RFID/
NFC, Bluetooth 무선네트워크 기술과 WLAN 기술 중 WiFi 

기술을 사용하며 WWAN 기술 중 LoRa와 2.4GHz 무선 트랜

시버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GPS, 적외선통신에 대하여 실습

을 통해 다양한 IoT 무선통신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Bluetooth, 무선트랜시버, WiFi, LoRa 무선네트워

크 모듈 간 송수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모듈은 두 개

씩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GPS 수신기, 적외선 통신 수

• 각 무선네트워크 모듈과 아두이노 모듈 베이스보드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핀 헤더가 아래로 장착되어 있으며 

점퍼선을 이용하여 연결이 가능한 구조를 제공한다.
• 점퍼선은 아두이노와 센서 및 I/O모듈의 데이터 송수신 

및 전원공급이 가능한 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의 탈

부착이 쉬운 타입의 커넥터를 사용한다.
• Bluetooth, 무선트랜시버, WiFi, LoRa는 아두이노 모듈 

간 상호 통신실습환경을 제공한다.
• 각 통신모듈의 구별이 쉽도록 모듈별로 각각의 로고를 

베이스보드에 프린트하여 제작한다.
• GPS, 자이로 센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베

이스보드에서 탈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며, GPS는 외

부 신호 취득을 위해 베이스보드의 제일 상단부에 배치

한다.
•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센서 및 I/O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통신모듈 및 센서, I/O모듈이 동

시에 1대1 연결이 가능하도록 커넥터를 배치한다.
• 디바이스 장치를 모듈 단위로 설계하여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 아두이노와 각 디바이스의 연결은 Molex 5267-8 타입

의 커넥터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규격화되고 원활한 실

습환경을 제공한다.

III. 개발장비 구성

A. 하드웨어 구성

II장에서 언급한 장비설계 요구 사항에 맞추어 장비 베이

스보드 하드웨어 배치도는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였다. 베이

그림 2. 하드웨어 배치도

Fig. 2. Hardware layout.

그림 3. 프로세서 부

Fig. 3. Process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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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각 2선 및 4선이 필요한데 베이스보드에 각 선들을 

프린팅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베이스보드에 배치된 두 개의 아두이노 중 어느 것도 사용하

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탈착 센서 및 액추레이터 모듈 부

아두이노에서 제어할 수 있는 센서들은 너무나 많으며 앞

으로도 센서들은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아두이노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센서들은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탈착 가능한 센서 

및 액추레이터 모듈들을 베이스보드의 맨 오른쪽에 그림 6
과 같이 배치하였으며 베이스보드에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

록 A~H까지 문자를 프린트하였다. 탈착 센서들은 점퍼선으

로 아두이노와 연결되므로 두 개의 아두이노 중 어느 것 과

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IV. 장비 개발

A. 개발된 장비

개발된 장비의 베이스보드에 해당하는 하판과 탈부착센

서들과 점퍼선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판은 그림 7
과 같다.

B. 무선네트워크 송수신 모듈

무선네트워크 송수신 모듈은 장비 하판에 고정되며 RFID/
NFC 모듈로 13.56MHz를 사용하는 카드형 및 열쇠고리

신기 및 RFID/NFC 리더는 한 개만 배치되어 있고 적외선 통

신 송신기에 해당하는 리모콘과 RFID/NFC 태그는 베이스보

드와 별도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3) 통신인터페이스 모듈 부

센서들을 제어하고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I2C 

및 SPI 통신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장비에서도 

I2C 및 SP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3,4]. I2C 

및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들

은 그림 5와 같이 베이스보드에 고정 형태로 배치하였다. 장
비 내에서 I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모듈들로 

조도센서, 온도센서, 자이로 및 가속도 센서 모듈 및 RTC 모

듈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

이크로 SD, RFID/NFC 및 무선트랜시버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듈들로 배치하였다. I2C 및 SPI 인터페이스는 제어를 

그림 4. 무선네트워크 모듈 부

Fig. 4. Wireless network module.

그림 5. 통신인터페이스 모듈 부

Fig. 5. Communication interface module.

그림 6. 탈착 센서 및 액추레이터 모듈 부

Fig. 6. Detachable sensors and actuat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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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하나의 LoRa 모듈을 점퍼선으로 

연결하였다. 아두이노 A에 해당하는 LoRa 송신기에서는 그

림 8과 같이 GPS로부터 받은 20바이트의 위도 값과 경도 값

이 “위도 값 경도 값” 형태로 2초마다 전송되도록 펌웨어를 

형 태그와 RC522 리더로 구성된다[6]. Bluetooth 모듈은 

2.4GHz 사용하는 HC-06모듈을 사용하였으며, WiFi 모듈은 

2.4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ESP8266 ESP-01 모듈을 사용하

였다[7,8]. LoRa 모듈은 920MHz ISM 대역을 사용할 수 있

는 RYLR896 920MHz 모듈 사용하였고 2.4GHz 무선 트랜시

버로 nRF24L01 모듈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9,10]. GPS 통

신을 위한 모듈로 NEO-6M GPS 모듈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11].

C. LoRa 무선네트워크 송수신 모듈을 사용한 장비 실험

개발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

한 실험으로 LoRa 무선네트워크 송수신모듈간 GPS 데이터 

전송 실험을 실시하였다. 장비에는 두 개의 LoRa 모듈이 존

재하므로 하나를 송신기로 다른 하나를 수신기로 설정하여 

장비내에서 송수신 실습을 수행하였다. GPS 수신기로부터 

받은 위도 값과 경도 값에 해당하는 현재 위치 정보를 LoRa 
통신을 통해 LoRa 송신단에서 GPS 위치 정보를 보내고 

LoRa 수신단에서 위치정보를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에 출

력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1과 같이 아두이노 A를 LoRa 
송신단으로 설정하고 GPS 센서와 두 개의 LoRa 모듈 중 하

나의 모듈을 점퍼선으로 연결하였다. 아두이노 B를 LoRa 수

그림 7. 개발된 장비

Fig. 7. Developed equipment.

표 1. LoRa 실험

Table 1. LoRa lab

Arduino Side
Cable 

connection
Sensor side

Transmitter Arduino A
LoRa ⇔ LoRa module

GPS Sensor ⇔ GPS Sensor

Receiver Arduino B LoRa ⇔ LoRa module

그림 8. LoRa 송신기 실험

Fig. 8. LoRa transmitter lab.

그림 9. LoRa 수신기 실험

Fig. 9. LoRa Receiv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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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업로드 하였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GPS로부터 위

치 정보를 수신 받아 전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
두이노 B에 해당하는 LoRa 수신기에서는 그림 9과 같이 20
바이트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수신하여 시리얼 모니터에 출

력함을 알 수 있어 개발한 장비내에서 GPS 수신기 동작과 

LoRa 통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사물인터넷관련 무선통신 기술들을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

을 실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훈련장비를 개발하였다. 
개발 장비는 다양한 센서들을 제어하기 위한 디바이스로 아

두이노 메가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센싱한 데이터를 무선으

로 송수신하기 위한 IoT 무선네트워크 기술로 WPAN 기술 

중 RFID/NFC, Bluetooth 무선네트워크 기술, WPAN 기술 중 

WiFi 기술을 사용하며 WWAN 기술 중 LoRa와 2.4GHz 무선 

트랜시버를 사용한다. 또한 GPS, 적외선 통신, I2C 통신, SPI 
통신에 대하여 실습을 통해 다양한 IoT 무선통신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LoRa 송수신 모듈을 사용하

여 개발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개발 장

비가 사물인터넷 관련 학부 교육과 산업체 인력 양성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연구제 파

견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김 한 종 (Han-jong Kim)_정회원

1986년 2월：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8년 8월：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94년 2월：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1994년 9월 ~ 현재：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IoT, 방송통신, 부호이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