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해상/산업용 IoT 복합센싱 Chip 개발 및 상용화” 
과제에서 수행된 IoT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에지 
기기 (edge device)의 설계와 제작에 대해 다룬다. 

Ⅱ. 설계 내용

일반적으로 에지 기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
든 기기로 정의한다. 에지 기기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하는 센서, 산업용 머신 또는 따른 기기
들이 될 수 있다[1]. 하지만 본 과제에서 에지 기
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센서에서의 
센싱 데이터, 위성 데이터, 그리고 위치 데이터 등
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기타 부가 처리를 하는 상위 네트워크로 보내는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그림 1. 에지 기기를 통한 IoT 네트워크

에지 기기는 따라서 각 센서들과 상위단 서버와
의 통신 인터페이스 구성과 설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IoT 서비스를 위
한 통신 방식으로 내부 LoRa 네트워크를 설계 대
상으로 삼았고 (즉 센서들과 에지 기기 사이의 인
터페이스), 외부 망과는 3GPP에서 표준화한 LTE 
IoT 전송 방식인 LTE Cat.M1를 통해 연결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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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그림 2는 본 과제를 통해 설계된 에지 기기의 

CPU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소형/고성능 I.MX 8M 
Mini Quad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CPU 최대 속도는 
1.8 GHz이다. 내부 메모리는 LPDDR4 2 GByte 및 
eMMC 16 Byte를 내장하도록 하였다. 표 1은 에지 
기기의 주요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에지 기기 CPU 구조

그림 3은 에지 기기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
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어선용 무선노드 메인보
드의 소프트웨어는 운용체제로 리눅스를 사용할 예

정이고, 내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서 2개의 통신모
듈 및 GPS와 통신하기 위한 UART 디바이스 드라이
버, EEPROM과 통신하기 위한 I2C 디바이스 드라이
버, 어선용 관제시스템과 통신하기 위한 이더넷 디
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연동 제어 모듈 내의 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
신 모듈과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며, 운용 제어 모
듈을 통해 장비 초기화 및 장비 점검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IB를 통해 설정 정보
를 저장하고 필요시 해당 정보를 로딩하도록 제작할 
것이다.

그림 3. 에지 기기의 소프트웨어 구성

Ⅲ. 에지 기기 제작 결과물 형상 

그림 4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지 기기 하드웨
어, 즉 메인 보드의 결과물 (아직 미완성)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IoT 서비스를 위한 에지 기기 메인 보드

항목 설  명

프로세서

i.MX 8M Mini Quad(NXP 社)

ARM Cortex-A53 Quad Core1.8GMHz

ARM Cortex-M4F Single Core 400MHz 

LPDDR4 2GByte, eMMC 16GByte

이더넷
RJ45 Connector

Gigabit Ethernet PHY

GPS

u-blox NEO-M8Q

GPS/QZSS, GLONASS, BeiDou

Horizontal position accuracy

- GPS & GLONASS 2.5m

- GPS 2.5m

- GLONASS 4m

- BelDou 3m

RF LoRa, Wi-Fi, Cat.M1, LTE

입력전압 12V

표 1. 에지 기기의 주요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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