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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측정을 위한 센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의 경우 작업시 발생 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 장비들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센서가 일체형으로 부착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측

정 장비를 중복해서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본적인 컨트롤 제

어 부와 센서부분을 분리하여 필요한 센서를 모듈형식의 소켓용 방식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제어 유

닛에 센서만을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장비의 중복 관리와 운용을 피하고자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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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를 이용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환경 측정과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센서장비의

구매비용과 관리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LDS1000 임베디드 개발 시스템

과 리눅스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센

서와 컨트롤 유닛의 일체형방식을 개선하여, 센서

의 소켓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측정시의 안전성의 고려하여 별도의 데이터 수신

단말기를 RF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형태로

구성하였다

Ⅱ. 구 현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독립된 마이크

로 컨트롤러를 내장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최적

화도니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진다. 이

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네트워크, 프로세

서관리,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

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완성되

기까지는 개발 과정상 호스트라고 하는 부가적인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시스템의 특성상 특정한 기능만을

위해 간결하게 만들어지므로 호스트 없이 독자적

인 임베디드 시스템만으로는 개발 작업에 필요한

환경 구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지 못해

임베디드 시스템과 제어용 클라이언트를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그림 1. 홈 네트워크 모듈 설계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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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간의 데이터 전송을 IEEE 1394기술과 관련

하여 비동기 전송방식이 가능한 RS232를 이용하

여 개발 환경을 구현하고 기반 소프트웨어로 임

베디드 리눅스를 이용하였다[1].

설계한 모듈의 제원으로는 STR710FR2 프로세

서, 256KB Program Flash Memory를 가지며 RF

Chip은 Chipcon CC2420, 2.4GHz의 RF Module,

Data Rate는 250kbps, Modulation은 O-QPSK를

이용하고, Range는 약15~20m의 거리를 가지며

Interface로는 주로 USB와 RS232c를 이용하였다

[2].

그림 2. 모듈 회로도

제어 장치에 사용될 모듈의 설계에서는 센서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무선 송수신 체계

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네크워크를 구현함을

전제로 하였다. 무선 기법으로는 외부 인터넷망과

의 연동을 위해 IEEE802.11 WAN과 TCP/IP 방

식의 사용과 IEEE802.15.4WAN, ZigBee 모듈방식

의 연동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3. IEEE 802.15.4 프레임 포맷

2. 구현

구축되는 센서 모듈은 크게 전원부, 센서모

듈, 통신모듈, 프로세서와 os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4에 모듈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4. 모듈 구성

제작된 모듈을 이용한 장치와의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하였다. 작성된 프로그램의 종류로

는 센서 제어 프로그램(그림 5)과 소켓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으며,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추가적인

관리와 기능의 변경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서버

접속을 위한 통신 프로그램(그림 6)을 작성하였

다.

#device *=8 adc=10
#use delay(clock=10000000)
#use RS232(baud=9600, parity=N, xmit=PIN_B4,
rcv=PIN_B5)

<중략>

void main() {
int motor[4]={0xf1,0xf2,0xf4,0xf8};
int i=0;
set_tris_a(0x00);
set_tris_b(0xa1);
ext_int_edge(0,H_TO_L);
enable_interrupts(int_ext);
enable_interrupts(global);
while(1){

if(flag=='r') i++;
else if(flag=='l') i--;
else if(flag=='s') i=0;
else ;

porta=motor[i & 0x03];
delay_ms(2);

}
}

그림 5. 센서 제어

#include <stdio.h>

<중략>

s=socket(AF_INET, SOCK_STREAM, 0);
i=connect(s, (struct sockaddr *) &server,

sizeof(server));
if ((pid = fork()) > 0) {

<중략>

else if (pid == 0) {
while (1) {
size = read(s, read_buffer, BUF_LEN);

if(size !=0){printf("RECV : %s", read_buffer);
if (strncmp(read_buffer, "exit", 4) == 0) break;
}

}
}

close(s);
return 0;

그림 6. 소켓 통신 제어

이를 기반으로 구현된 노드에 임베디드 시스템

(LDS1000)을 이용하여 프로세서에 탑재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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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TR710FR2 프로세서를 이용하

여 무선 모듈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탑재하기 위해 임베디드 개발 장비인

LDS1000을 이용하였다.

RF 방식의 통신을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될 사항

인 초소형과 저 전력 문제는 하드웨어의 발달에

따라 어느 정도 보완되어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모듈의 요구 기능 또한 점점 다양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한 모듈의 설계와 구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연

구와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탑재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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