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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을 필두로 태블릿 PC와 PMP 등 다수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안드로이드가 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에는 ARM 계열의 디바이스에 주로 안드로이드가 탑재 되었으나 최근에

는 ATOM CPU 기반의 넷북 등 x86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에도 탑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탑재 가능

한 하드웨어 범주가 차 확장되고 있으며, 산업용 디바이스 한 탑재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무선 네트워크를 용한 x86 기반의 산업용 컴퓨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

여 원격 기 검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한다.

1. 서론

   안드로이드는 구 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리

스 커  기반의 오 소스 운 체제이며, 비용 부담이 없

고 자바 기반의 개발 툴 사용으로 유 인터페이스 제작과 

응용 로그램 개발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드

로이드의 특성은 스마트폰을 필두로 태블릿 PC와 PMP 

등 다수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채택되는 계기를 제공하

고 산업용 디바이스의 용에도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에는 ARM 계열의 디바이스에 주로 안드로이드가 탑

재되었으나 최근에는 ATOM CPU 기반의 넷북 등 x86 

기반의 디바이스에도 탑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탑재 가능

한 하드웨어 범주가 차 확장되고 있으며, 산업용 디바이

스 한 탑재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본 논문은 x86 기반의 산업용 컴퓨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여 원격 기 검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 한다. 

시스템에 용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는 3G 통신망에 비해 

속도나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료 서비스 

지역이 차 확 되고 있는 WiFi를 채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시스템의 구

성, 3장에서는 시스템을 구 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기술

한다.

2. 시스템 구성

   산업용 안로드이드 랫폼 기반의 원격 기 검침 시

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검침원은 WiFi 모듈이 장

착된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원격지의 데이터 서버에 무선 인터넷을 통해 속하고 

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검침 정보를 검색, 생성한다. 단,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수행하

므로 검침 정보의 수정  삭제 기능은 제외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 시스템 구

   본 장에서는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데이터 서버, 안드로이드 기 검침 서비스를 구 한다.

1)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구 한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구

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O/S는 Android 2.2를 탑재하

여 디바이스가 안정 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CPU와 VGA가 통합된 Fanless 타입의 ATOM CPU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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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M/B를 사용하 다. Storage는 SATA2 방식의 

160GB HDD, Memory는 DDR2 1GB, PSU는 300W  

ATX Power를 사용하 다. 통신 인터페이스는 WiFi의 사

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랜카드를 장착하 고 디스 이는 

터치 넬을 별도로 부착한 1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 다. 

디바이스의 하우징은 내구성이 뛰어난 산업용 컴퓨터 

Chassis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 다(그림 2).

<표 1>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구성

Item Description

O/S  Android 2.2(Froyo)

M/B  m-ITX(with CPU, VGA)

CPU  Intel Atom D410(Single Core, 1.66GHz)

VGA  Intel GMA3150

Storage  160GB 7200rpm SATA2 HDD

Memory  DDR2 1GB

PSU  300W ATX Power

Network  IEEE 802.11 b/g/n

Display  17inch LCD Monitor(with touch panel)

Chassis  Industrial Computer Case

(그림 2) x86 기반의 산업용 안드로이드 랫폼 구축

2) 데이터 서버

   데이터 서버는 PHP, MySQL, Apache를 사용하여 일

반 인 도우즈 웹서버 형태로 구 하 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검침자, 고객, 검침 데이터

에 한 항목을 분류하여 각각 테이블을 작성하 다.

(그림 3) 데이터베이스 구성

3) 안드로이드 기 검침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 검침 서비스의 응용 로그램과 사용

자 인터페이스는 Eclipse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소 트웨어 

개발 툴을 사용하여 JAVA 언어로 구 하 다. 로그인, 

고객 등록  리스트, 검침 등록  내역 검색 서비스를 

구 하 다(그림 4).

(그림 4) 안드로이드 기 검침 서비스 구

4. 결론

   본 논문은 x86 기반의 산업용 컴퓨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여 원격 기 검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

계하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데이터 서버, 안드로이드 

기 검침 서비스를 구 하 다. 검침원은 WiFi 모듈이 장

착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원격지의 데이터 

서버에 무선 인터넷을 통해 속하고 수용가의 검침 정보

를 검색, 생성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운 체제와 소

트웨어 개발 툴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 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용 디바이스에도 도

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x86 기반의 시스템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요구량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성능과 아키텍처를 개선하면 산업 장에 투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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