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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를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은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각종 입출력장치와 같
은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였으며, ARM Cortex-A8 Core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SAMSUNG의 S5PV210 CPU를 장착한 MPU 모듈, Base 보드 및 IoT 센서 모
듈을 설계하여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IoT를 이용한 센서 모듈에서 획득한 풍향풍속 및 조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한 후 스마트 폰에서 확인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서 실시간 프레임
워크 설계의 적합성 및 실시간성을 검증한다. 또한 개발된 임베디드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과 높은 효
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단가, 저 전력사용 및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어 : IoT,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 실시간 프레임워크, ARM Cortex-A8 Core

Abstract
Embedded system using IoT operates with hardware such as processors, memory devices, various input /
output devices, and software for controlling the hardware. In this paper, by using Android, an open mobile
platform, MPU module, base board and IoT sensor module equipped with SAMSUNG's S5PV210 CPU
using ARM Cortex-A8 Core based on Linux kernel, Enabling industrial control. The wind speed and
illuminance data obtained from the sensor module using IoT is developed in hybrid application and stored
in the database through Web Server. By implementing the real-time framework monitoring application
program in which the client user confirms the wind speed and illumination data on the smartphone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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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itability and real-time nature of the real-time framework design. In addition, the embedded platform
provides a variety of functions and high efficiency, as well as a relatively low cost,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performance.
Keywords : IoT, Android, Linux Kernel, Real-time framework, ARM Cortex-A8 Core

Ⅰ. 서 론
구글은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OHA:Open Handset Alliance)에 가입하였으나 통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핸드셋 플랫폼의 소스 레벨을 공개하였다[1].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각종 장치와 자원을 관리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리눅스 커널을 사
용함으로서 메모리와 프로세스 관리, 하드웨어 및 입출력 표준화 지원, 공유 라이브러리를 지원하
는 다양한 기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2-3]. 또한 웹 응용을 위해서는 Webkit, OpenCore 플랫폼
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코텍을 포함하는 웹 브라우저 엔진과 미디어 프레임 워크, SQL DB인
SQLite, 2차원 및 3차원의 윈도우 랜더링을 위해 사용된 SurFace Manager 및 OpenGL ES 등의 고
성능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4].
본 논문은 삼성의 S5PV210 CPU의 ARM Cortex-A8 코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오픈 모
바일 플랫폼의 MPU 모듈과 CAN 모듈이 부착된 Base Board 및 풍향풍속 조도 입력 센서가 부착
된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하고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이브
리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 실시간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및 실시간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안
드로이드 플랫폼을 토대로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웹 서버의 데이
타베이스를 통해 처리된 풍향풍속 및 조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실시간 프레
임워크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Ⅱ.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는 Google OHA(Open Handset Alliance)에서 발표한 모바일 오픈 솔루션이다. 그림 1
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운영체제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였으며, 라이브러리
는 오픈 솔루션을 사용하였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커널, 라이브러리, 하드웨어 계층, 응용 프로그
램 프레임워크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라이브러리들은 C/C++로 구현되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사이에는 자바와 C로 이루어졌으며, C와 자바사이에는 JNI 마셜러가 존재함으로서 서
로 다른 호출 규약 등을 맵핑할 수 있다.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C로 만들면 JNI를 구현해야 한다.
추상 레이어도 스펙이 다 되어 있어 응용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API로 보이게 된다[5].
리눅스 커널을 빌드하고자 하는 경우 ARM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ABI(Arm Binary Interface)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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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는 EABI(Embedded Application binary Interface) 기능을 지원
한다. ABI는 빌드 옵션에서 VFP(Vector Floating Point)를 선택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이 바뀜으로서 또다시 빌드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EABI는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
에 빌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조
[Fig. 1] Android platform structure

안드로이드 Run-Time은 안드로이드 응용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것으로 Dalvik Virtual 머신과 Core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졌다[6-7]. Dalvik Virtual 머신은 자
바 가상 머신으로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존의 자바 실행파일 형식과 다
른 실행파일 형식(.dex)을 사용함으로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실행파일의 크기와 성능을 최적
화시킬 수 있다.

[그림 2]. 안드로이드 응용 구동
[Fig. 2] Android application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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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안드로이드 응용 구동을 나타낸 것으로서 리눅스 서비스 응용과 리눅스 커널에 의해
제공되는 시스템 서비스와 Run-Time 서비스 매니저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Dalvik Virtual 머신
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Zygote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드로이드 응용 실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미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실
행 이미지를 메모리에 준비하여 안드로이드 응용을 빠르게 구동시킬 수 있다[8].

Ⅲ. ARM 장착 MPU 모듈 임베디드 시스템
1) MPU 모듈 구조 및 특징
본 논문에서 구현된 임베디드 시스템은 메인 MPU로 ARM Cortex-A8 Core가 사용된
SAMSUNG S5PV210을 사용하였다. 삼성에서 개발한 S5PV210은 ARM 아키텍처 V7-A가
적용된 32bit RICS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높은 성능과 저전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모바일
및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9].

[그림 3] MPU 모듈의 전체 블록도
[Fig. 3] Overall Block diagram of MPU module

그림 3은 MPU 모듈의 전체 블록도를 나타낸 것으로 응용프로그램이나 커널이 복사되
어 동작하는 총 512Mbyte 용량의 SDRAM과, 부트로더와 커널 이미지 및 응용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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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할 수 있는 512Mbyte 용량의 NAND 플래시 및 2채널의 UART를 통해 터미널 기능과
커널 메시지 확인하는 기능으로 사용하였다. GUI를 위해 7인치 TFT LCD를 커넥터를 통
해 지원하며 터치스크린 패널은 S5PV210 칩 내부의 컨트롤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
하여 FET 인터페이스를 하였다[10]. NAND Flash는 512MB를 장착하여 일반 시스템버스
와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S5PV210은 내부에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설계 없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IEEE802.3/
IEEE802.3u LAN 표준의 최대 100Mbps의 지원이 가능한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사용된 2
개의 이더넷 컨트롤러를 사용 하였다.
그림 4는 삼성 S5PV210(ARM CortexTM-A8 Core)의 프로세서가 장착된 MPU 모듈, 4개
의 128MB SDRAM의 DDR2, 1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PMIC 칩으로 구성되어져 있
다.

[그림 4] 구현된 MPU 모듈
[Fig. 4] Implemented MPU module

2) Base 보드 구조 및 특징
Base 보드의 주변회로는 TFT LCD 컨트롤러, 2개의 10/100BASE의 Fast Ethernet
Controller, 2개의 UART, Video Codec, Audio Codec, 4채널 DMA 컨트롤러, 4개의 IDE 인
터페이스, 10비트 8채널의 ADC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IIC/IIS 버스 인터페이스, 1개의
USB 호스트 및 1개의 USB 슬레이브, SD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4채널의 PWM 기능의
타이머와 1채널의 내부 타이머, SRAM/SDRAM/Flash 메모리 컨트롤러 등 다양한 인터페이
스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으며, 특정 기기에 한정되지 않고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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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ulti-ICE와 같은 인-서킷 에뮬레이터를 위한 JTAG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직접
ARM SDT/ADS 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인 Linux GDB를 통해 디버깅 환경을 구축한
다.
개발 보드의 개발 환경설정은 호스트 컴퓨터와 타켓 보드간의 각종 케이블 연결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리얼 포트인 UART0과 호스트 컴퓨터의 직렬 포트를 연결하고
시리얼 포트를 통하여 모니터링과 디버깅을 위한 콘솔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개발된 롬
이미지 파일의 빠른 다운로드를 위해 호스트 컴퓨터와 USB 케이블을 통해 타켓 개발보
드의 USB 슬레이브 소켓에 연결한다. Multi-ICE 같은 에뮬레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 JTAG 포트를 사용한다.
개발 보드에 사용된 PMIC(Power Management IC)제품은 Maxim사에서 개발한 Samsung
제품의 전용 PMIC를 사용하였으며, SAMSUNG의 S5Px 시리즈에 최적화되어 있고 3개의
Step-Down Converter, 9개의 LDO Regulator를 내장하고 있다. MPU 모듈은 외부에 베이
스 보드와 결합되어야만 동작 할 수 있으므로 Base 보드 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요구
된다. 총 200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탈착이 가능한 SODIMM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5] 구현된 Base 보드
[Fig. 5] Implemented Base Board

그림 5에서 나타낸 Base 보드는 7인치 TFT LCD 인터페이스, HDMI V1.3 Port 인터페이스,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는 Standard RJ45 10/100 Mbps Ethernet 포트 한 개, Isolated CAN version 2.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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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 키패드 인터페이스, 비동기식 RS232 포트 2개, 동기식 RS-232 포트 2개, UART 포트 2
개, USB 2.0 포트 1개, USB 2.0 OTG 포트 1개, JTAG 20pins 디버그 포트 1개, 상태 표시 LED 2개
로 구성되어져 있다.
센서 보드는 CAN 허브, 베이스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Power 모듈,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정보 값을 입력받는 센서 모듈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CAN 통신을 제어하는 MCU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24V 전원을 공급받아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의 구동을 위한 3V 전원으로 낮추어 주는
Power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은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모듈, MPU 모듈과 Base 보드,
CAN 통신 모듈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에 3±0.3 전원을
인가 후, 센서 모듈을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센서 정보를 수신한다. 수신된 센서 정보는 MCU
모듈에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 CAN 허브를 통해 Base 보드의 MPU로 전송된다.

[그림 6] Power 모듈
[Fig. 6] Pow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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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임베디드 시스템
[Fig. 7]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illuminance sensor modules attached to the embedded system

Ⅳ. 실시간 하이브리드 시스템
4.1. IoT 센서 데이터 수신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통신 상태를 체크하고 센서 데이터 수신을 처
리하는 CAN 통신 모듈을 사용하였다. 통신 채널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로 부터 수신되는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터럽트 상태를 체크하는 모
듈을 설계하였다. CAN 통신을 위한 통신 채널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반드시 start() 함수를 호출
하여 채널을 시작시켜야 한다. 수신된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메시지를 상수로 정의하고, 수신 데
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를 정의하고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addListener() 함수를 통해
센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는 CAN 통신 리스너를 추가하였다. CAN 통신의 리스
너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배열 형태의 버퍼에 담고, 2진 연산을 수행하여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다. 또한 센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구현하여 풍
향풍속 및 조도 센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MySQL에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그림 8] 풍향풍속 센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Fig. 8] Wind direction wind speed sensor databas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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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함수 Require()에 의한 성공적인 객체 반환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커넥션을 생성하고 커넥션 생성이 실패할 경우에 수신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가
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객체는 createConnection() 함수 호출을 통해 생성되어진다.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이 완료되면 객
체의 connect() 함수를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도한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완료된 후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query() 함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입출력을 수행한다. 데이터 입출
력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객체의 연결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callback() 함수를 사용하
였으며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를 구분하는 구분자와 수신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필드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수신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은 CAN통신으로부터 Base보드에 수신된 풍향풍
속 센서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웹 서버 풍향풍속 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에 입력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CAN통신으로부터 Base보드에 수신된 조도 센서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웹 서버 조도 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입력되어지
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조도 센서 데이터베이스 정보
[Fig. 9] Illuminance sensor database information

4.2

스마트 폰 응용 프로그램 구현

데이터베이스화된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웹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현하였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하면 웹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Data() 함수를 사용하여 getTime()을 호출한다. 이렇게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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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시간은 로그인을 수행하기 위해 호출되는 sendRequest() 함수의 매개변수가 된다.
웹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특징과 웹 인터페이스가 다수의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로그인 타임아웃을 설정하였다.

function init()
{
var setTime = new Date().getTime();
sendRequest("login.do","method=mpage&hum="+setTime, eventHandlerCheck, "GET");
setTimeout("init()", 300);
}

HTML 과 CSS 를 사용하여 웹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표현하고 DOM,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하여 동적 웹 인터페이스 정보를 표현한다. 센싱 데이터는 함수 getXMLHttpRequest() 호출
을 통해 웹 인터페이스는 웹 서버와 비동기적으로 조작된다. 이것은 서버에게 웹 페이지 일
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함수

getXMLHttpRequest()에서 ActiveXObject 또는 XMLHttpRequest 수행을 통해 웹 인터페이스
제공을 구분한다. ActiveXObject 인 경우, "Msxml2.XMLHTTP" 또는 "Microsoft.XMLHTTP"
을 매개변수로 활성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활성 오브젝트 생성 함수는 ActiveXObject() 이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 가능하다.

function getXMLHttpRequest() {
if (window.ActiveXObject) {
try { return new ActiveXObject("Msxml2.XMLHTTP"); }
catch(e) {
try { return new ActiveXObject("Microsoft.XMLHTTP"); }
catch(e1) { return null; }
}
} else if (window.XMLHttpRequest) { return new XMLHttpRequest(); }
else { return null; }
}

웹 서버에 요청을 보내기 위해 sendRequest() 함수를 호출한다. sendRequest() 함수는 웹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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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저별 XMLHttpRequest 객체 생성 시 오류를 처리하고 callback() 함수와 연결한다. 그림
10은 웹 서버 환경에서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스마
트폰 응용환경으로 구현된 UI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스마트 폰 환경으로 구현된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GUI
[Fig. 10] Wind direction wind speed and illuminance sensor GUI implemented in smart phone environment

Ⅴ. 결 론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ARM Cortex-A8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
임워크를 설계하고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기 위해 자바 가상 머신
(VM:virtual machine)과 Dalvik VM(Virtual Machine)을 실행하였다. ARM Cortex-A8 아키텍처는 효
율적인 고성능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성능면에서 코어 클록(Core Clock) 뿐만아니라 전체적으
로 향상을 가져오고 여러 기기에 대한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향상시켰다. 산업
용 제어 분야에서 고성능, 저비용, 저전력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술비용을 최소화 하
고 데비안 운영체제와 G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현하여 실시
간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하드웨어 플랫폼에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을 포팅하고,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하여 MPU와 Base Board를 통해 검출된 풍향․풍속 및 조도 센서 데이터를 사용자가 스마트 폰
을 사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된 임베디드 플렛폼의 적합성과 실시간
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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