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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적용하면 센서모듈의 연결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동작

하게 된다.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은 센서노드, 센서모듈,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너저로 구성되고 센서모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공 방법에 따라 로컬 인식형과 원격 인식형으

로 구분된다. 센서노드와 센서모듈간의 센서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갖는 센서모

듈을 범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된다. 본 논문은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구

조 및 인식모드에 대해서 기술하고, 센서노드, 센서모듈의 구조와 각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다. 
 

1. 서론 

USN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서버, 게이트웨이, 센서 노
드 등 다양한 기능의 하드웨어로 구성된다. 또한 각 하드웨

어는 통신 및 제어 모듈, 센서 모듈, 전원모듈 등 기능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현재 사용되는 센서 노드들

은 기능 및 외형에 따라 매우 많은 형태를 갖고, 동일한 기
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작사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센
서 노드 개발로 서로 호환성이 결여되며, 국가 사회적으로 
개발 및 운용에 있어 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은 센서모듈이 센

서노드와 연결되면 자동으로 인식되고 동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서노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센서노드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Tiny-OS[1], Nano-Q+[2]와 같은 센서

노드 OS 환경에 맞게 연결되는 센서모듈의 하드웨어 인터

페이스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계해야 한다. 
센서 인터페이스[3]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하드웨어 인터

페이스를 가지는 센서모듈이 연결되더라도 범용적으로 수
용할 수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부분도 센서모듈에서 제
공하게 되어 센서노드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IEEE 1451[4]에서 센서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표준을 정의

하고 있다. IEEE 1451 은 센서나 트랜스듀서의 특성을 기술

하는 TEDS(Transducer Electronic Data Sheet)에 의해 트랜스듀

서의 추상화를 지원받는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센서노드와 센서모듈간 센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정의

하고 Plug&play 기능을 지원하는 것과는 상이하며 실제 개
발자의 구현 부분에 있어서 TEDS 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구현할 부분이 부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은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제시

한다. 이를 구성하는 센서노드, 센서모듈, 센서 디바이스 드
라이버 매니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Plug&Play 센서 인터

페이스 플랫폼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한다. 
 

2. Plug & 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조 및 

인식모드 

Plug & 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은 센서 
Plug&Play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센서노드, 센서모듈,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로 구성된다. 
센서노드와 센서모듈간에는 어떠한 센서가 적용되더라도

전원, 센싱데이터 전송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드웨어 인터

페이스가 정의되어야 한다. 센서노드가 센서모듈을 인식하

여 통신하기 위해서는 센서모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
요하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로컬 
인식형과 원격 인식형으로 구분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
니저는 원격인식형인 경우 적용되는 부분으로 본 논문에서

는 로컬인식형의 구조를 기본으로 기술한다. 
 

 
(그림 1) Plug & 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조 

 
2.1 로컬 인식형 
센서 모듈 자체에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센
서노드에 센서 모듈이 연결되면 자동으로 센서노드는 센서

모듈의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받아 동작시킨다. 
센서모듈이 연결되면 센서노드에서는 센서의 동작을 위해 
센서 식별 정보 수신,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비교,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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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드라이버 요청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기능들은 
센서 노드가 초기화 되었을 때 센서 모듈로부터 센서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자신의 OS 에 맞는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

버를 센서 모듈로부터 얻어와 동작시키는 방식이다. 
로컬 인식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서모듈에 센서노드 

OS 환경에 맞는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2 원격 인식형 
센서 모듈에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지 않
거나, 센서 노드의 OS 에 맞는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로 필요한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요청하여 제공받고 원격으로 센서 디
바이스 관리 서버로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센
서를 인식하게 된다. 
 
 
3. 센서 노드 플랫폼 구조 및 센서 H/W 인터페이스 

센서노드는 MCU, RF, 센서 H/W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센서모듈이 연결되면 센서노드는 인터럽트 신호에 의해 센
서모듈의 연결을 인식하고 센서 ID 정보를 받는다. 이후 디
바이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센서모듈을 제어하게 된다. 
센서 H/W 인터페이스는 총 9 Pin 으로 구성되고 표 1 과 같
이 정의된다. 

 
<표 1> 센서 인터페이스 정의 

Pin 명칭 설명 

1 VCC 전원 Line 

2 Interface 1 Data 통신형태의 센서를 위한 Digital 
Interface 0 Line(ADC 부가기능) 

3 Interface 2 Data 통신형태의 센서를 위한 Digital 
Interface  1 Line(INT 부가기능) 

4 Interface 3 Data 통신형태의 센서를 위한 Digital 
Interface  2 Line 

5 Interface 4 Data 통신형태의 센서를 위한 Digital 
Interface  3 Line 

6 Connection Sensor Module 의 연결 확인용 INT 
Line  

7 SCK I2C 통신을 이용한 센서 ID 전달용 
Data Line 

8 DATA I2C 통신을 이용한 센서 ID 전달용 
Data Line 

9 GND Ground Line 
 
 그림 2 는 센서모듈이 센서노드에 연결되면 센서노드가 센
서모듈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센서모듈이 연결

되면 센서모듈의 INT 신호에 의해 인식하게 된다. 이후 센
서 ID 정보를 수신하여 센서 모듈에 맞는 센서 H/W 인터

페이스의 Digital Interface 라인을 S/W 적으로 처리하여 설정

하게 된다. 센서모듈 연결방식이 설정되면 센서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센서의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4. 센서 모듈 플랫폼 구조 

그림 3 의 센서 모듈은 센서가 탑재되어 센서노드와 연결

되는 모듈을 의미하며 센서 블럭,  센서식별 정보 블럭, 전
력제어, 센서 H/W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센서 모듈과 센서노드간 H/W 인터페이스는 센서노드와 동
일하다. 센서 블록은 센서와 센서 투명성 인터페이스로 구
성되고, 센서식별 정보 블록은 센서 ID, 센서 디바이스 드

라이버, Controller 로 구성된다. 
 

 
(그림 2) 센서모듈 인식 및 제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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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 모듈 플랫폼 구조 

 
4.1 센서 투명성 인터페이스 
센서는 Dummy Sensor 를 그대로 사용하고, 센서의 다양성

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센서 출력 특성

에 따라서 처리를 달리 한다. 표 2 는 센서 출력 특성에 따
른 인터페이스의 처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거의 모
든 센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Wire 의 개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종류도 
달라진다. 표 3 은 인터페이스 종류에 따른 Wire 개수를 나
타낸다. 

<표 2> 센서 투명성 인터페이스 처리 방법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 처리 방법 
ADC 전압 ADC 포트에 직접연결 

ADC 미약 전압 증폭 후 ADC 포트 연결 
ADC 전류 저항 연결 후 ADC 포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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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입력 주파수 측정 포트 연결 
인터럽트 인터럽트 포트 연결 

SPI SPI 포트 연결 
I2C I2C 포트 연결 

Serial Serial 포트 연결 
 

<표 3> 센서 인터페이스 종류와 Wire 개수 

Wire 개수 플랫폼 처리 방법 
1 개 Analog, INT 
2 개 I2C, RS485 
3 개 Serial 

4 개 SPI 
 

4.2 Sensor Identification Information Block 
- 센서 ID : 총 36 bit 로 표 4 와 같이 구성된다. 

 
<표 4> 센서 ID 구성 

Power Type Sensor Interface Type Sensor Number 

4 bit 4 bit 28 bit 
 

- 디바이스 드라이버 : Hardware Abstraction Layer 의 함수

들을 사용하여 만들며 전원 초기화, On/Off, 인터페이

스 방식별 초기화/Read/Write 등으로 구분되며, 각 함
수는 Hardware Mapping Table Index 를 함수인수로 사용

하며 이는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의 인터페이스가 하드

웨어의 연결상태 들을 나타내는 정보이다. 
- Controller : 센서노드와의 통신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센서모듈의 정보와 디바이스 드리아버 전송을 제어하

게 된다. 
 

4.3 Power Manager 
Power Manager 는 센서가 동작하는 전압은 다양하지만, 센

서 모듈에서 사용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 센서 모듈의 동작 전압은 3V 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대부분 센서 노드가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압인 3V 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5. 원격 인식형 개념 및 구조 

Plug & 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에서 그림 4 는 
원격인식형의 구조 및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센서모듈에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없거나 맞지 않은 경우 디바이

스 드라이버 매니저로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요청한다. 
센서 공급자는 센서에 맞는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센
서 디바이스 관리서버에 등록한다. 센서노드로부터 센서 디
바이스 드라이버 요청이 오면 센서 디바이스 관리 서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는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지

스트리를 검색하여 제공하고, 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 없는 경우 디렉터리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센서 디바이

스 드라이버가 있는 센서 디바이스 관리 서버로 연결하여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센서노드로 제공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의 Plug&Play 기능을 위한 센서 인터

페이스 플랫폼 구조와 기능을 제시하였다. 센서노드와 센서

모듈간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고, 센서모듈의  

 
(그림 4) 원격인식형 구조 및 절차 

 
자동인식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센서모듈의 구성

과 기능을 정의하였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제공방식에 따
라 로컬인식형과 원격인식형으로 구분하여 각 방식에 따른 
구조 및 절차를 기술하였다. 
기존의 개발자가 센서를 사용함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인

터페이스 구성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이 존재했으나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

을 적용하여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개발이 용이해지는 장점

을 가지게 된다. 
현재 Plug&Play 지원 센서 인터페이스 플랫폼에 대한 내

용은 USN 포럼에서 표준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센서자체의 인식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응용서비스를 고
려한 센서모듈이 연결되면 센서가 적용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센서모듈에서 설정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프로

파일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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