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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오  하드웨어 랫폼인 라즈베리 이를 활용하여 IoT 디바이스-클라우드 간 발생 가

능한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dgeX Open Framework 기반 IoT Edge Gateway 개발 과

정을 기술하고 이를 검증하 다.  

(그림 1) IoT Edge Gateway 마이크로서비스 환경 

구성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의 연

동기술이 활발히 개발 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간 실시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연보장  상호운용성 지원에 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1]. 특히, 실시간성 특징을 가진 커넥티드 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사물인터넷 응용서비스 제공시 클

라우드 연동으로 인한 데이터 달 지연을 보장하지 못한

다[3][4]. 따라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이에서의 실시

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Edge Gateway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사용되던 

하드웨어 성능보다 낮은 스펙을 가진 라즈베리 이를 활

용하여 EdgeX Open Framework 기반 IoT Edge 

Gateway 개발 과정을 기술하고 Edge Gateway 내 기능

에 한 검증을 한다. 본 논문에 기술된 게이트웨이는 최

근 개발된 사물인터넷 통신 로토콜인 IoTivity, MQTT 

등을 가지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과 통신이 가능하게 개

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 문제와 사물인터넷 서

비스에서 요구하는 지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

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IoT Edge Gateway 개발 과정

과 기능 검증을 기술하고 3장에서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

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교신 자: 윤주상 (동의 학교)

2. 라즈베리 이 기반 IoT Edge Gateway 개발

EdgeX Foundry에서 제공하는 EdgeX Open Framework

는 IoT Edge Gateway 개발에 필요한 Edge 랫폼을 제

공하며 Edge Gateway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사물인터넷 로토콜 간 상호운용성을 제공을 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로토콜 설정이 가능하다. 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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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서비스 단 로 기능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게이웨

이 개발 시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이에서 다양한 

로토콜들을 맵핑하며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

을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다[2]. 게이트웨이 내부에 실

제로 구성된 서비스 환경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게이트웨이 내부에 장치  센서에 명령 는 

동작을 발행 할 수 있게 하는 edgex-core-command(핵심 

명령 마이크로 서비스) 련 소 트웨어 설치, 업그 이

드, 시작, 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시스템 리 기능

을 제공하는 edgex-sys-mgmtagent(시스템 리 마이크로 

서비스), 고객 등록  배포를 할 수 있게 하는 edgex-ex

port-client(수출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 장치  센서

에 한 지식과 핵심 데이터, 명령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

에서 사용하는 장치  센서와 통신하는 방법에 한 정

보가 있으며 그 정보를 리하고 할 수 있는 edgex—

core-metadata(핵심 메타데이터 마이크로 서비스) 등 다

양한 마이크로서비스들을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게이트웨이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해 데

이터베이스 서비스와 연결 후 EdgeX Web UI 실행하여 

웹에서도 Edge Gateway와 IoT 디바이스의 생성  연결 

확인이 가능하도록 Web UI를 실행 한 것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IoT Edge Gateway의 데이터베이스 연결  

Web UI 실행

 Web UI는 자신의 IP 주소와 포트넘버(4000)를 입력하여 

속 가능하며 리자 계정으로 IoT Edge Gateway 내 

IoT 디바이스 생성  연결 설정이 된 것을 그림 3에 도

시된 것처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Web UI를 통한 IoT Edge Gateway 연결

3.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에 EdgeX Open Framework 

기반 IoT Edge Gateway 개발 과정과 기능에 한 검증

을 하 다. 향후 연구 계획은 그림 4처럼 IoT Edge 

Gateway에 IoTivity 기반 IoT 디바이스와 MQTT 기반 

클라우드 서버 간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Edge Gateway

에 개발 할 정이다.  

(그림 4) 향후 연구 계획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에 EdgeX Open Framework 

기반 IoT Edge Gateway 개발  테스트 결과를 기술하

다. 개발된 IoT Edge Gateway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통

신 로토콜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인터

넷 통신 로토콜을 가진 수많은 디바이스와 연결  데

이터 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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