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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융복합 응용의 일반화로 라즈베리 이나 아두이노 임베디드형 제어 보드의 활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제어장
치 설치는 상시 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태양 을 이용하

기 때문에 충분한 력 확보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력 환경 하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효과
인 제어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실험 기기는 일정한 주기별로 DSLR 카메라 촬 하는 장
치이다. 장치의 제어 모듈은 라즈베리 이와 아두이노 보드를 결합한 복합물이며, 아두이노 보드가 정해진 주기

별로 라즈베리 이 보드를 동작시키도록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력 제어를 한 로그램을 개발
하 고 이 펌웨어에 의하여 라즈베리 이의 력 소모를 일자별, 시간별로 측정하여 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
증하 다. 아두이노 보드는 정한 간격마다 라즈베리 이에 력을 공 하여 카메라에 슈  신호를 송하도록 

하 다. 실험결과, 10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일정하고 안정 인 력 소모가 측정되었다. 결국 아두이노를 결합
하여 하는 경우 라즈베리의 소비 력량을 약 81% 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 아두이노, 라즈베리 이, 태양  력, DSLR, 융복합 솔루션, 력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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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onvergence solutions become more common, the use of Arduino and Raspberry Pi boards has been 
increasing. These control boards has to be executed under power blackout. In this environment, we take advant-

age of solar power system to overcome the power out. In this paper, we poposed a effficient power control 
strategy. Our experimental device is a DSLR shooting device executed based a predesigned interval time. The 
control module of our experimental device is the compound system of Raspberry Pi and Arduino boards. Arduino 

board send the force signals to wake up Raspberry Pi. We developed a new control strategy algorithm for the ef-
ficient use of solar power energy. In this paper, we mesured  the efficiency of solar enery consuming of our 
system.  We programmed a control system to send DSLR shooting signals. In experimentals, we ensured a stable 

consuming of electricity during 10 days. In the end, it was found that the consumption power of the Raspberry 
was reduced by about 81% when the Aduino was combined to sa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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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물 통신의 일반화와 융복합 솔루션의 용 확 에 

따라 라즈베리나 아두이노 보드와 같은 소형 제어 기

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10,11,12]. 탑재된 펌웨어의 손쉬

운 작성과 외부 기기에 직 인 동작 신호를 송하는 

피지컬 컴퓨 이 가능하여 다양한 코딩교육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라즈베리와 아두이노는 상호 보완 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두 보드를 결합하면 다양한 응용

의 보다 효과 인 제어 장치의 구성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아두이노는 소형 제어 장치의 역할이라 

한다면 라즈베리는 리 스 운 체제 기반의 소형 컴

퓨터라고 할 수 있고 력 소모 한 이에 하여 라즈

베리가 보다 많은 력을 소모한다. 이러한 두 가지 보

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변 센서의 제어는 아두

이노가 맡고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은 라즈베리

를 시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 이다[13,14,15].

최근 IOT와 태양 발  기술의 발 은 상시 력이 

부재한 오지와 같은 상황 하에서도 원격 시스템을 구성

하여 운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 추세는 차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체 력으로 태양

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족한 력 에 지를 효과 으

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한 것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주변 기기의 력을 리하도록 설계하 다. 

아두이노와 연결된 라즈베리 이 보드는 아두이노의 동

작 on/off를 수신하여 작동 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체계를 보다 효과 으로 운 하기 한 연구이

다. 아두이노는 단순한 시스템 제어 신호를 주기 으로 

송출하고 라즈베리 이 보드는 이 신호에 따라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 본 논문의 실험 상 기기는 

일정한 주기별로 DSLR 카메라 촬 을 진행하는 장치이

며, 제어 로그램 작동 모듈은 라즈베리 이 보드를 사

용하 다. 일정한 주기별로 1번씩 촬 이 진행되더라도 

라즈베리 이 보드는 계속 활성화 상태로 력 소모가 

진행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주기별로 원을 차

단하고 다음 촬  시에 맞추어 재활성화하는 략을 사

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 차단/공  제를 

한 장치로 별도의 아두이노 보드를 용하 다. 아두

이노 보드는 정해진 시간별로 라즈베리 이에 력을 

공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라즈베리와 아두이노의 보드 특성

을 비교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력 구동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실제 구 한 결과물을 

일별 시간별로 력 소모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형 제어보드인 아두이

노와 라즈베리 이 보드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

먼  아두이노의 경우는 비교  간략한 보드 구성과 

운 체계를 갖추고 있어 처음 코딩을 배우는 교육 도구

로도 활용이 높다. 로그램 코딩에 주변 기기 제어를 

포함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로그램 로직과 융복

합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한다[8,9].

라즈베리 이 보드의 경우는 리 스 기반의 완 한 

컴퓨 과 운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일반 PC에서 진행

하던 응용 수 을 소형 임베디드 형태로 구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때문에 라즈베리 이 보드를 이용한 

다양한 원격 제어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스마트 

홈(Smart Home), 방문객 검출 등 다양한 모니터링 응

용이 보고되고 있다[4,6,7].

아두이노가 라즈베리 이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로

직과 복잡한 자료구조를 포함하는 로그램을 작성하기

는 부족하지만, 융복합 솔루션 개발에서 주변기기를 제

어하는 장치로서는 매우 효과 인 용이 가능하다. 원

격 시큐어리티(Security) 등 다양한 원격 제어 목 의 

용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2,3,5].  

라즈베리 이와 아두이노는 당  보드 설계 목 이 

다른 데, 아두이노는 디지털 마이크로 제어장치(Micro 

Controller)로 디자인되었고 라즈베리 이는 일반 CPU, 

운 체제를 갖춘 소형 컴퓨터 시스템인 마이크로 

로세서(Micro Processor) 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서로 상이한 두 보드의 특성을 히 조합하면 상

호 보완 인 잇 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외부 장

치 제어는 아두이노, 데이터 처리 심인 경우는 라즈베

리 이가 합하다[8]. <표 1>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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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드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13,14,15]. 두 보드 모

두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보드이며 장착 램과 핀배

열 역시 본 논문의 응용에 부합하는 모델들이다.

  Arduino Uno Raspberry Pi 2 B

Processor
16MHz 

AVR ATmega328P

900 MHz 

Broadcom 

ARM Cortex-A7

Storage 32 KB n/a

RAM 2 KB 1 GB

I/O pins 20 17

OS n/a Linux, Android

Languages Arduino,
Python, C, 

C++, Java, 

Best for Hardware / prototyping Software / server

Power supply 5V USB or DC jack 5V USB

<Table 1> 라즈베리와 아두이노의 비교[15]

라즈베리 이와 아두이노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 은 매우 다양하며 강력하다. 라즈베리 이

는 아두이노의 부족한 통신, 네트워크, 미디어 처리 등 

을 보완해주고 아두이노는 라즈베리 이의 부족한 부

분인 ADC, 력, 주변 장치 등을 신할 수 있다.

두 보드의 구성은 CPU, Timer, Ram, GPIO 등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의 경우는 외

부기기를 직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GPIO 의 강

을 갖는다[14].

3. 저전력 구동 체계의 구성

태양  력 체계에서는 상시 력과 달리 충분한 

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력을 생산하는 태양  

넬를 충분히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태양 이 부족

한 날씨도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정된 공간에 설치하

는 경우 작은 크기의 넬 정도만 설치 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13 Watt 용량의 태양  패  

1 장과 50A 배터리로 태양  발  체계를 구성하 다.

(Fig.2) Arduino and Raspberry Pi Board Schematic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력 구동 체계

의 구성도이며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이 보드를 상호 

결합하여 통신하도록 하 다. 태양  력 생산은 기본

으로 12V를 기본으로 하는데 사용하는 아두이노는 

9V, 라즈베리 이는 12V 력체계이다. 이를 해결하기 

한 압 변환용 칩을 포함하는 보조 인 보드 구성을 

마련하고 용하 다. 제안하는 력 구동체계는 이 

두 보드 외에도 DSLR 카메라, 무선통신모듈이 사용되

며 각각의 원 공  한 로그램으로 제어되도록 구

성하 다. 각각의 력 공  스 치 카메라(9V), 라즈베

리 이 보드(5V)의 스 치는 아두이노의 GPIO 와 연

결되어 제어되도록 구성하 다. 반면에 라즈베리 이

는 아두이노의 기 시간 설정을 한 시리엘 통신 채

을 유지하며, 필요한 기 시간을 무선통신으로 원격 

달 받아서 아두이노에 시리얼 통신으로 지정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무선 통신 모듈은 라즈베리 이 보드 

등의 활성화와 함  원 공 이 시작되는 구성이다.

(그림 3) 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이가 상호 통신하

는 로그램 코드를 보여 다. 아두이노 보드는 정한 기

간 동안 기하고 있다가 정한 시간에 맞추어 라즈베리(Fig 1) Combination of Solar Cells and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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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드에 원 공 을 진행한다. 이 기 시간은 역

으로 라즈베리 이 보드로부터 시리얼 통신으로 수되

며, 아두이노를 이 값만큼 기하도록 로그램하 다. 

(그림 3)에서 8번 핀은 라즈베리 이 보드 스 치를 나

타내고 변수 “interval”은 라즈베리 이 보드의 송값

이다. 이러한 상호 작용 결과로 라즈베리 이는 정한 

간격만큼만 동작하며 휴지기에는 력을 소모하지 않게 

하므로써 력 사용의 효율성을 얻는 구조이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이의 상호 연결을 만들고 주변 

장치들의 력 공 과 변환을 한 별도의 보드 제작이 

필요하고, 본 논문에서는 (그림 2) 를 기반으로 하는 베

이스 보드를 제작하고 그 에 라즈베리보드와 아두이

노 보드를 연결하도록 하 다.

4. 전력 소모 실험

라즈베리 이의 사용 력 측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 다. (그림 4)의 장치는 재 소비되

고 있는 력과 력량을 디지털 게이지로 표시한다. 

실험은 2018년 11월 6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하 다. 력 사용은 08시부터 17:00까지 총 

9시간 진행하 다. 력 소비 기기는 라즈베리 이와 아

두이노 결합 보드와 DSLR 카메라로 구성하 다. 일별로 

거의 비슷한 소비 력을 보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 

와 같고, 일별 소비 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 

력그래  한 상응하여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총 10일간 0.313 kwh를 소비하

고 일 평균 0.033 kwh를 기록하 다. 일 사용 력 

에서 라즈베리 이 보드가 작동하는 시간 인 08시부

터 17:00까지의 소비 력만을 측정하여 (그림 6)의 결

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 평균 0.0175 kwh가 

#include "Arduino.h"

int relay = 8;

void setup() {

pinMode(relay, OUTPUT);

Serial.begin(9600);

}

void loop(){

digitalWrite(relay, LOW);

long interval = 0;

while(!Serial.available()){}

Serial.flush();

Serial.print(battery());

Serial.flush();

while(!Serial.available()){}

interval = Serial.parseInt();

Serial.flush();

if(interval > 0){

delay(3000);

digitalWrite(relay, HIGH);

}else if(interval == 0){

}

delay(interval);

}

(Fig. 3) Program to Control Arduino Board

(Fig. 4) Power Tester for Experiments

(Fig. 5) Cumulative Amount of Power Consumption

(Fig. 6) Power Consumption during Runn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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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 (그림 7)은 일별  결과를 보여 다. 일

간 소비 력은 략 0.017 ～ 0.18 kwh 로 고른 상태를 

보 으며 하여 표시한 력량이 (그림 7)이다. 하루 

9 시간의 주 작동 시간 역시도 하루 24시간 측정과 같

은 형태로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는 소비 력을 각각 하루 24시간과 10시간의 

라즈베리 이 보드 작동 시간 로 나 어 표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보듯이 라즈베리 이가 작동하지 않는 18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08시 이 까지도 력이 소비되

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력은 아두이노보드에서 

체 시스템을 리하기 한 기 소모 력에 해당한다. 

기기가 작동하는 9시간 동안과 기하는 이후 15시간

을 서로 구분하여 시스템의 소비 력을 측정하 다. 18

시 이후에 14시간 동안의 아두이노 보드의 소비 력량

을 표시한 것이다. 시간 당 시스템의 소비 력은 9시간 

작동 시간 에 평균 0.002 kwh를 보이다가 15시간의 

기 시간은 0.001kwh로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기 시간 는 아두이노 보드만 작동하고 라즈베리

는 작동을 멈춘 상황에서 기하는 기간이다.

9시간 작동 시간 의 구성 요소별 소비 력을 측정

하 다. 이 시간  동안 체 시스템의 평균 소비 력

은  0.0175 로 측정되었는 데 이 소비 력은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는 타

이머의 역할로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라즈베리보다 력 소모의 패턴이 일정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시스템 기 시간 인 17시부터 다음날 08시까

지는 타이머 역할의 아두이노 보드만 동작하므로 이 기

간 의 소비 력을 15시간으로 나 어 평균 인 아두

이노 력 소비량을 구하 더니 0.0092kwh 다. (그림 

8)은 기시간 의 일별 력 소모량을 실선으로 표시

하고 평균 인 한 시간 소비 력을 선으로 표시하

다 (그림 8)과 같이 거의 균일한 력 소모를 보 다.

(Fig 8) Power Consumption of Arduino Board 

during Waiting Time

하루 24 시간 이 소비 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시스

템 작동 시간 인 08시부터 17시까지의 라즈베리 소비

력을 구한 것이 <표 3>이다. 이 시간  동안에 아두

이노의 소비 력이 0.0092 kwh인데 비하여 라즈베리

이는 0.0083kwh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없이 라

즈베리 이를 구동하는 경우는 0.1748 kwh 로 검출되

었다. 결국 아두이노를 결합하여 하는 경우 라즈베

리의 소비 력량을 약 81% 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일반 으로 알려진 라즈베리 이의 소비 력이 

크게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순 타이머 역할의 아두이

노 보드의 90.2% 의 력만으로 구동 가능한 것으로 측

정되었다. 

(Fig 7) Cumulative Amount of Power 

Consumption during Running

일소비(작동) 일소비( 기) 시간당(작동) 시간당( 기)

0.018 0.015 0.0020 0.0010 

0.018 0.015 0.0020 0.0010 

0.017 0.015 0.0019 0.0010 

0.017 0.016 0.0019 0.0011 

0.018 0.015 0.0020 0.0010 

0.017 0.016 0.0019 0.0011 

0.017 0.016 0.0019 0.0011 

0.018 0.015 0.0020 0.0010 

0.018 0.015 0.0020 0.0010 

0.018 0.015 0.0019 0.0010 

<Table 2> Classification of System Power Consumption(Operation,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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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시스템 아두이노 라즈베리 이

1 0.017 0.00920 0.00780

2 0.018 0.00920 0.00880

3 0.018 0.00920 0.00880

4 0.017 0.00920 0.00780

5 0.017 0.00920 0.00780

6 0.018 0.00920 0.00880

7 0.017 0.00920 0.00780

8 0.017 0.00920 0.00780

9 0.018 0.00920 0.00880

10 0.018 0.00920 0.00880

<Table 3> Power Consumption of Components 

during Execution Time

5. 결론

IOT 일반화에 따라 상시 력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도 작동 가능한 기기 설치 요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의 체 력으로는 주로 태양 을 이용하며,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력 환경 하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효과 인 제어 체계를 제안하고 실험하 다. 실험 상 

기기는 일정한 주기별로 카메라 촬 을 진행하는 장치

이며, 제어 로그램 작동 모듈은 라즈베리 이 보드를 

사용하 다. 일정한 주기별로 1번씩 촬 이 진행되더라

도 라즈베리 이 보드는 계속 활성화 상태로 력 소모

가 진행될 수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간 시기에 원 

차단하고 다음 촬  시 재활성화하는 략을 사용하

다. 이러한 원 차단/공  제를 한 장치로 별도의 

아두이노 보드를 용하 다. 아두이노 보드는 정해진 

시간별로 라즈베리 이에 력을 공 하는 역할을 한다. 

실험결과, 일별 시간별로 일정하고 안정 인 력 소모

가 측정되었다. 아두이노의 소비 력이 0.0092 kwh인데 

비하여 라즈베리 이는 0.0083kwh 인 것으로 확인되어, 

라즈베리 이가 아두이노 보드 소비 력의 90.2% 만을 

소모하는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무

선통신모듈까지 포함한 IOT 시스템에서 통신량에 따른 

력 소모 효율성을 실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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