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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센서들의 보급으로 인해 이들을 이용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센서를 활용한 서비스 특화 디바이스들이 출시되어 IoT 플랫폼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센서들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목적

의 IoT 허브를 구현해보았다.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한 IoT 허브는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해 센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센서 관리를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IoT, 센서, 라즈베리파이

1. 서론

IoT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

고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명시적인 지시 없이 

행동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1]. 본 논문에서는 사물들이 상호 

연결되는 IoT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센서를 통합하고 관리하며 

목적과 역할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IoT 허브 구현을 

설명한다. IoT 허브는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로 

구성되었으며 센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한다. 2장에서 IoT와 센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IoT 허브의 구성, 서버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한다.

2. IoT

IoT는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한다[2]. 

Internet of Things라는 용어는 Kevin Ashton이 1998년 처음 사용하

였다[3]. 2001년 MIT Auto-ID 센터가 그들의 IoT 비전을 발표했으며

[4] 2005년 ITU 인터넷 리포트에 의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5].

Fig. 1. IoT의 3대 주요 구성 요소

센서란 외부자극을 받아 이것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를 말한

다. 외부자극이란 검출 또는 측정하고자 하는 양, 특성,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6].

3. IoT 허브

IoT 허브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가진 센서와 디바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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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전원 

케이블을 통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며 이더넷과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하

다. 또한 자동으로 센서와 디바이스를 감지하고 환경을 설정한다.

3.1 IoT 허브 구성

IoT 허브의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IoT 허브 구성도

연결된 센서는 그림 3과 같다.

Fig. 3. IoT 허브와 연결 센서

수중온도, 온도/습도, 충격감지, 조도, 가스감지, 기압/고도/온도, 

미세먼지, 가스농도, 소리감지, RGB검출, 모션센서로 구성되었으며 

비콘과도 연결되었다. IoT 허브에 연결된 센서들은 모션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IoT 허브에 전송한다. IoT 허브는 

수신한 전기신호의 비트 값을 각 센서모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시트와 비교하여 전기신호를 분석한다. 그 다음 유선 연결된 

센서의 경우 결과 데이터를 IoT 허브와 서버 간의 프로토콜로 변형하고 

변형된 데이터를 인코딩한 후 TCP 방식으로 서버에 전송한다. 무선 

센서의 경우에는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한 후 데이터 분석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서버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디코딩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3.2 데이터베이스 구조

IoT 허브에서 서버로 전송된 센서 데이터는 디코딩 후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4와 같다.

Fig. 4. 데이터베이스 ERD

• TB_RBOX : IoT 허브 정보 관련 테이블.

• TB_RSENSOR_HIS : 센서 데이터 히스토리 관련 테이블.

• TB_LOGIN : 서버 로그인 관련 테이블.

• TB_RSENSOR : 센서 데이터 관련 테이블.

• TB_RESN_NAME : 센서 이름 관리 관련 테이블.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센서를 통합, 관제하는 IoT 허브를 구현했다. 

우리의 구현은 라즈베리 파이에 센서를 연결하고 통신하는 동작을 

실험해본 것에 그쳤지만, 이를 발전시키면 다양한 IoT 응용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목적의 IoT 허브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IoT 허브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가공해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상황 인식 기술이 향후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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