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IoT 장치를 개발하는 방법은 응용이 요구하는 센
서를 아두이노나 라즈베이 파이 같은 플랫폼에 장착
하고 그 센서의 드라이버와 응용을 작성하는 것이
다. 이때, 센서의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것은 센서 하
드웨어를 이해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는 어려운 일이다.

Linux[1] 등에서처럼 I/O 장치의 드라이버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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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조사가 개발하고 응용 프로그래머는 표준화된 
장치 접근 API, 즉, open(), read(), wirte(), close() 
등으로 접근한다면 응용 개발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
다.

본 연구팀은 과거에 이를 위한 센서 추상화 기법
[2]을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센서 노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그 기법은 센서의 다양성 
극복을 위하여  10핀을 갖는 표준 센서 하드웨어를 
제안했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IoT 장치 개발에 많이 사용
되는 라즈베리-파이 등의 IoT 개발 플랫폼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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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장치를 개발하는 방법은 응용이 요구하는 센서를 아두이노나 라즈베이 파이 같은 플랫폼에 장착
하고 그 센서의 드라이버와 응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그 센서를 위한 구동 드라이버가 이미 작성
되어 있고 응용에서 그 드라이버를 표준화된 API로 접근할 수 있다면 센서의 Plug&Play가 가능할 것이
다. 이를 위한 과거의 방식은 센서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여 현재의 플랫폼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USB단자를 갖는 표준화된 센서와 드라이버가 라즈베리 파이에 Plug되면 자동으로 드라
이버가 설치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응용 개발자는 센서 드라이버는 고민하지 않고 Linux의 파일 접근 
API로 센서 값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현재 라즈베리-파이 상에서 구현 중이다.

ABSTRACT

The way to develop an IoT device is to mount the sensor required by the application on a platform such as 
Arduino or Raspberry Pi, and write the sensor driver and application. At this time, if the driving driver for the sensor 
has already been written and the application can access the driver as a standardized API, then Plug&Play of the sensor 
will be possible. The old way to do this is because the sensor interface is too complicated to use on the current 
platform. In this paper, when a standardized sensor and driver with a USB terminal are plugged into the Raspberry Pi, 
we propose a method for automatically installing the driver. Application developers can get sensor values through 
Linux's file access API without worrying about sensor drivers. The proposed technique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 Raspberr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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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USB 인터페이스를 갖는 센서 추상화 기법을 
제안한다. 

Ⅱ. 배 경

2.1. 기존의 USN 응용 개발
기존의 USN 응용 개발 방법을 그림 1 에서 도식

한다. 그림에서 응용 개발자는 사용자의 응용 개발 
요구에 따라 센서와 MCU, RF 모듈등을 선정, HW
를 조립한다. SW 개발은 Tiny-OS[2-5], SoS[6], 
Mantis[7], Nano-Q+[8]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거나 
운영체제 도움없이 FW를 직접 개발한다. 

  

그림 1. 기존 센서 노드 개발법[2] 

이러한 개발 구조에서는 응용 개발자가 HW, SW,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을 모두 제작해야 한다. 응용 
개발자가 자체 보유한 플랫폼은 응용에 종속적이므
로 수시로 제작되고 수정돼야 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다. 개발 가격이 비싸지고 이 때문에 응
용 개발 요구가 늘어나기 어렵다. 응용 개발이 많아
질 수록 개발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이 응용 개발 요
구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가 어렵다.

2.2. IEEE1451 
IEEE1451[9]은 미국의 NIST에서 주도하고 있는 

표준으로서 1451.0 ～ 1451.6, 총 7개의 표준으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이 표준은 트랜스듀서의 다양
성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EEE1451에서 정의하는 트랜스듀서와 NCAP과
의 인터페이스는 센서노드 플랫폼을 개발할 때 많이 
참고할 수 있으나 1451표준에서는 전원이 별도로 
공급되고 저전력을 위한 제어도 어려우므로 1451 
표준이 센서노드 플랫폼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

2.3. 센서 추상화 기법
본 연구팀은 과거에 센서 추상화 기법[2]을 제시

하여 센서의 Plug&Play를 지원하였다. 센서 추상화 
기법은 표준화된 센서노드 플랫폼 기반의 USN 응
용개발 방법을 제공한다. 응용 개발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API 위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
발하면 된다. 센서 디바이스 공급자는 표준화된 
HW, SW 인터페이스에 맞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 공급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센서노드 플랫폼

이 가져야 할 기본 적인 구조를 제시한하였다. HW
가 갖추어야 할 기본 구조를 제시하고 센서 디바이
스를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PI를 제
시하였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OS와 접속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방식의 문제는 센서 하드웨어 개발자가 10핀
의 센서 커넥터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최근의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의 개발 플랫폼에서 지
원하지 않는 것이다. 

Ⅲ. USB 센서 기반 Plug&Play

3.1.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1) 응용개발자
센서 응용을 개발할 때 과거와 달리 센서 자체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리눅스의 
open(), close(), 센서의 경우엔 read(), 구동기의 
경우엔 write()를 이용하여 응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는 센서가 변하더라도 응용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온도 센서에서 B로 변경되
더라도 응용이 변할 필요가 없다.

2) 플랫폼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기타 ATmega128 기

반 노드 등 다양하나 USB 포트를 지원해야 한다. 
라즈베리-파이의 경우에는 Linux가 동작하므로 단
순하나 아두이오나 FW 기반으로 동작하는 플랫폼
에서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다.

3) USB 센서/구동기 스틱
플랫폼에 부착되는 센서 스틱으로서 USB를 통신 

포트로 사용하며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서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성도

3.2. USB 센서 스틱의 구조
그림 3은 센서 스틱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센서 모듈은 USB 포트에 장착할 수 있는 스틱 구조
를 갖는다. 그림에서 보듯이 센서 모듈 내부는 1) 
USB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USB 관리 모듈, 2) 다
양한 센서가 부척되는 센서 H/W, 3)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저장된 센서 D/D로 구성된다.

1) USB 관리 모듈
이 모듈은 USB 통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USB가 부착되는 순간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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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파이의 USB 드라이버와 연동하여 센서 디바
이스 드라이버를 업로딩하는 기능,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USB 직렬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2) 센서 H/W
이는 센서 그 자체이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

의 HW를 의미한다.
3) 센서 D/D
이는 장착된 센서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며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법에 따라 작성된다. USB 센서 모듈
이 부착되면 리눅스 내부의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
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서 D/D가 리눅스로 전
송된다. 그 이후 센서 D/D로서 동작한다.

그림 3. USB 센서 스틱 구조도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B단자를 갖는 표준화된 센서 
및 구동기 스틱이 라즈베리-파이에 부착될 때 자동
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업로드되어 동작하는 
센서 Plug&Play 기법을 제안하였다. 응용 개발자는 
센서 드라이버는 고민하지 않고 Linux의 파일 접근 
API로 센서 값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라즈베리-파
이의 Linux 운영체제와 연동하도록 구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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