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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국내 통신 사업자와 가  사업자 심으로 자신들의 특정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통신망을 활용한 

IoT 홈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 별 용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월정액 형태의 사용 

요 을 지불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 주도 으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치와 서비스 환경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랫폼과 IoT 홈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는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를 제안한다. 한 DPWS의 기능을 활용한 IoT 장치의 

자동 등록 기능과 MQTT 로토콜을 통해 게이트웨이와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기능을 제공하

는 ACOME(Auto-Configuration of MQTT and REST)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이는 시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에 용 가능한 라이 러리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쉽게 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장치 검색에 한 성능분석을 해 ACOME과 DPWS를 

비교하 다.

■ 중심어 :∣사물인터넷∣MQTT∣REST∣IoT 장치 자동등록∣IoT 홈 환경 구조∣아두이노∣

Abstract

Recently in domestic market, the telecommunication and appliance companies actively provide 

IoT home service through their dedicated smart device and communication network. But because 

their service should use only their own devices and be payed by monthly, it does not satisfy 

user’s needs. So, users want device and service environment that can be easily configured 

according to user need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IoT home service environment 

architecture and ACOME(Auto-Configuration of MQTT and REST) mechanism. The proposed 

architecture consists of IoT platform and IoT home gateway. And the ACOME provides the 

automatic registration using DPWS function and interface construction using MQTT. This 

implements as a library for open-source hardware such as Arduino that is easy to get on the 

market. So the user easy to make own IoT device. Finally, we provide performance evaluation 

about service and device discovery between ACOME and D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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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과 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실

세계의 사물들과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다양한 환경에

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IoT(Internet of 

Things)가 등장하 다. IoT는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

에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속에 

편의와 험요소에 한 측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

장, 회사, 집, 크게는 나라 체 는 우주 공간까지 

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  친근하고 쉽게 근할 수 있

는 곳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이다. 집은 일상생활과 

련된 자동화, 엔터테인먼트, 스마트웍/교육, 에 지

리, 보안, 헬스 어, 스마트 가 , 스마트카 등 다양한 

역에 방 하게 걸쳐 있는 융합산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세계 스마트 홈 시장규

모가 14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1] 

재 통신사업자, 가 사업자, 랫폼사업자 심으로 시

장이 개화되고 있다. 표 인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LG U+와 KT, SKT 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통신 연계 심의 스마트 홈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 사업자의 사업 황  미래 비 을 살

펴볼 때 이용자 요구사항보다는 사업자의 필요  역량

에 치 되어 있다[1]. 한 부분의 서비스는 월정액과 

같은 형태의 요 을 지불해야하며 특정 사업자의 용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 인 비용

이 소요되며 스마트 기기 종류와 기능이 제약 이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홈을 구축하려는 요구

가 증 되고 있다. 이를 해 집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

치의 치와 기능, 서비스 등의 동 인 특성을 반 하

여 장치의 등장에 따른 실시간 자동 등록과 장치의 데

이터 수집과 제어를 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한 

수집된 데이터를 토 로 상황인지를 할 수 있는 IoT 서

비스 랫폼이 제공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와 집안 기기의 등록과 연결을 지원하

는 ACOME(Auto-Configuration of MQTT and REST)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OCME은 사용자가 쉽게 집안에 기기들을 표 하고 

오 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스마트 기기를 IoT 홈 서비

스에 활용하기 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기존

의 장치 검색과 연결에 특화된 로토콜인 

DPWS(Devices Profile for Web Services)[2]의 기능을 

활용하여 오 소스 하드웨어의 자동 등록 기능을 제공

하고 효율 인 데이터 송수신을 해 구독/발행 방식의 

1:N 통신 환경으로 장치들이 로커와 연결하는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3]를 

사용하 다.

ACOME 기반의 장치들은 IoT 홈 게이트웨이에 등록 

 연결되어 리되며 제 3자의 개발자나 로그래머 

등의 외부 근을 용이하도록 REST를 이용한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확장된 IoT 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 게이

트웨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온톨로지 기반의 

랫폼에 수집되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조건과 상

황정보를 비교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해 2 장에서는 DPWS와 MQTT에 한 연구

와 오 소스 하드웨어를 통한 IoT 환경 구축 련 연구

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와 ACOME 메커니즘에 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ACOME을 통해 구 된 결과와 성능 분석을 보여주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1.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센서나 액 에이터 

같은 장치에 근하기 한 기술이 필요하다. 표 으

로 사용 가능한 장치와 장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

으로 검색하는 웹 서비스 로토콜인 DPWS가 있

다.DPWS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

반의 웹 서비스 메시징, 검색,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로 명시된 장치 로 일을 제

공한다. 

S. N. Han[4]는 DPWS를 기반으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패러다임을 용하여 동 인 장

치들을 건물자동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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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장치의 치변경, 새로운 등

장에 한 인지와 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DPWS의 기

능이 이러한 동 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SOAP을 활용하는 DPWS는 웹서비스를 정의하기 

한 XML 기반의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여 상세한 정보

의 표 에는 효과 이지만 구조의 복잡함과 구 의 어

려움이 있으며 다른 로토콜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아

두이노 같은 제한  성능의 장치가 수용하기 어렵다. 

한 이와 같이 필요한 장치를 검색했다면 이 장치의 

데이터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한 로토콜이 필요

하다. MQTT는 센서와 모바일 기기에 최 화하여 

IBM에 의해 개발된 메시징 로토콜로 사물인터넷 표

 규약으로 채택되었다. 

Milan Tucic[5]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용되는 

로토콜들을 비교 분석하 다. 이에 따르면 홈 오토메

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와 액 에이터는 한정

인 메모리와 은 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달비용이 

렴하며 효율 인 MQTT가 효과 이라고 주장한다. 

한 MQTT 로커의 Keep Alive 기능을 활용하여 주

변 기기의 상태를 감시하여 동 인 환경의 응성을 제

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치의 메시지 

달 로토콜로 MQTT를 이용한다.

2.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한 IoT 환경구축
최근 렴하고 쉬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오 소스 

하드웨어의 등장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만의 스마트 기

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마트한 환경을 설계하는 ICT 

DIY(do-it-yourself) 패러다임이 두되고 있으며[6] 

표 인 오 소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갈릴 오 보

드, 라즈베리 이 등이 있다. Ferreira, H. G. C[7]은 

UPnP와 Zigbee 기반의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IoT 환경

을 구축하 다. 다양한 가 은 아두이노를 통해 Zigbee 

로토콜로 메인 서버와 연결되고 메인 서버의 UPnP 

기능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장치에 

한 자동 등록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동 인 환경에서 

불편함이 발생한다. 한 UPnP 로토콜은 DPWS와 

마찬가지로 무겁고 복잡하다. SECE(Sense Everything, 

Control Everything)[8]는 아두이노와 SECE 서버간의 

상호연결을 한 REST 인터페이스를 구축하 다. 하

지만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는 장치가 증가됨에 따라 1:1 

통신을 한 HTTP보다 1:N 통신을 지원하는 MQTT 

가 리소스 유를 최소화하며 실시간성을 만족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DPWS 방식의 일부를 응용하여 장치를 자동 등록하고 

MQTT를 사용하여 장치와 게이트웨이 사이에 다수의 

장치를 제어하기 한 1:N의 통신환경을 제공한다.

III. ACOME 기반의 IoT 홈 서비스 환경

1. 제안하는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
본 논문에서는 IoT 홈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림 

1]의 IoT 환경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1. 제안하는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는 다양한 센서와 액 에이

터의 기능을 하는 장치와 해당 장치들과 상호 연결하는 

IoT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톨로지를 통해 상황인지기능을 제공하는 IoT 서비스 

랫폼으로 구성된다.

IoT 홈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로토콜과 데이터 포

맷구조를 갖는 장치의 이기종성을 해결하기 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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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토콜을 지원하고 달되는 데이터 포맷을 하나

의 공통된 포맷[9]으로 가상 오 젝트화하여 이들 간의 

이기종성을 해결하고 상호운용성을 만족시킨다. 한 

새로운 장치를 인지하고 이를 IoT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DPWS 기능과 ACOME을 지원한다. ACOME 

메커니즘의 자세한 내용은 3-2장에서 설명한다. 이 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달된 장치 데이터들은 게

이트웨이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REST인터페이스를 통해 근되어 어 리 이션과 

랫폼에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oT 서비스 랫폼은 사용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상황인지 기능을 제공한

다. 사용자의 서비스는 Web Based Service Definition 

Engine[10]을 통해 정의되며 정의된 서비스는 상황정

보와 함께 비교분석 되어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그림 1]의 온톨로지 모

델[11]에 맞게 분류되어 리되며 SPARQL 엔진을 통

해 시맨틱 데이터를 질의한다. Service Executor는 서

비스 조건에 맞는 상황이 인지될 때 게이트웨이에 서비

스를 요청한다. 

2. ACOME
  (Auto-Configuration of MQTT and REST)
기존 오 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한 IoT 환경 연구에

서는 IoT 서비스에 장치를 사용하기 해 장치의 활용

면에 을 두어 해당장치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한 

연구를 하 다. 하지만 집안에 IoT 환경을 구성할 장치

를 설치하는 사용자의 편의가 심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ACOME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가 

생활하는 집 환경에서 집안의 장치들을 자동으로 연결

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는 ACOME 기반의 장치를 등록  연결 과

정을 보여 다. 장치는 자신의 존재를 알려 게이트웨이

가 장치를 등록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장치를 등록한 

게이트웨이와 MQTT 연결을 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먼  장치는 자신의 UUID와 장치의 기능을 표 하는 

Operation, 센싱타입을 표 하는 Sensor_type 등의 명

세를 포함한 Advertisement 메시지를 UDP 멀티 스트 

패킷으로 멀티 스트 그룹에 가입한 IoT 홈 게이트웨

이에 보낸다. 이를 수신한 IoT 홈 게이트웨이는 메시지

에 포함된 장치 명세를 통해 장치를 등록한다. 등록된 

장치는 각각의 명세에 맞게 토픽을 설정하여 이 정보를 

포함한 응답메시지를 장치에 보낸다. 설정된 구독토픽

은 각각의 장치를 구분하기 해 Device_ID에 따라 

“Actuator/control/{Device_ID}”와 같이 정의되며 장치

에 연결된 특정 액 에이터의 제어를 해 메시지의 

라미터 값을 각각 달리한다. 발행토픽은 1:N 통신 환경

을 만들기 해 IoT 홈 게이트웨이가 N개의 장치들의 

센싱 데이터와 액 에이터의 상태 값을 하나의 토픽인 

“Publish/value” 으로 수신한다. 이를 통해 장치와 게이

트웨이 사이에 1:N 통신 구조로 각각의 장치의 데이터

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픽으로 모든 메시지

를 수용하여 메시지 달비용을 최소화하 으며 오

소스 하드웨어의 배터리 사용량을 일 수 있다.

그림 2. ACOME 기반의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연결 및 등
록 과정

[그림 3]은 ACOME이 용된 장치의 동작 차이다. 

이는 장치와 게이트웨이의 상호연결을 한 인터페이

스를 구축하는 AOCME의 장치 설정과정과 사용자가 

필요한 센서와 액 에이터의 기능을 직  정의한 모듈

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장치의 원이 켜지면 DHCP 서

버에 IP주소를 요청한다. 그리고 자신의 등장을 주변에 

알리기 해 Advertisement 메시지를 달하여 이에 

한 응답메시지로 MQTT 로커에 연결한다. 이 후 

사용자가 정의한 센서와 액 에이터의 기능 모듈이 실

행되어 센서는 측정 데이터를 발행하고 액 에이터는 

구독된 메시지를 토 도 해당 액 에이터를 제어한다. 

이 메커니즘을 오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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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라이 러리 형태로 제공한

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라이 러리의 함수를 이용하

여 쉽게 IoT 홈 환경을 구성하는 장치를 설계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Io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이

러리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3. ACOME 기반의 오픈소스 하드웨어 동작 절차 

IV. 구현 및 성능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ACOME 기반의 IoT 환경을 

구 한 결과와 ACOME의 성능분석결과를 보여 다.

 

그림 4. IoT 홈 구현 환경

구  환경은 [그림 4]와 같이 허 에 연결된 아두이

노, IoT 홈 게이트웨이, MQTT 로커인 Mosquitto 7.0

으로 구성된다. IoT 홈 게이트웨이의 개발 환경은 

Intel(R) Core(TM) i5-2500 3.30GHz 로세서와 8GB

의 RAM을 사용하며 아두이노는 Arduino Uno R3를 사

용하 고 Arduino Ethernet 쉴드를 장착하여 허 와 

연결하 다. 개발 언어는 JAVA를 사용하 으며 Apache 

Tomcat 7.0 웹서버를 이용하여 REST를 지원한다.

1. 구현결과
본 장에서는 집 안에 존재하는 액 에이터나 센서의 

표 오 젝트인 아두이노에 ACOME 메커니즘을 

용하기 한 ACOME 라이 러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COME 라이 러리의 함수는 [표 1]과 같

이 구성된다. ACOME() 생성자와 아두이노 자신을 다

른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기 한 Advertisement 메시지 

생성 함수인 Advertisement (uint8_t *mac,char* 

buffer, size_t length), Advertisement 메시지의 응답을 

받기 한 GetMqttMessage(), MQTT 로커와 연결

을 한 ConnectMqtt()와 토픽의 설정을 한 

SetMqttTopic(char* packet), 액 에이터나 센서들의 

값을 달하거나 제어하기 한 ActuatorPublish 

(char* value), SensorPublish(char* sensor_value, int 

delay_value) 등이 존재한다.

함 수 비 고
ACOME(), ACOME
(uint8_t *server,uint16_t a) Acome 생성자
boolean Advertisement
(uint8_t *mac,char* buffer, size_t length)

UDP 멀티캐스트 기반의 
Advertisemet 메시지 생성

char* GetAckMessage() 게이트웨이의 응답메시지 얻기
boolean ConnectMqtt() MQTT 브로커와 연결
char* GetMqttMessage() MQTT 프로토콜을 통해 구독

된 메시지 얻기
char* ParseJson_pub
(char *jsonString)

ACK 메시지에 포함된 발행 
토픽 파싱 함수

char* ParseJson_sub
(char *jsonString)

ACK 메시지에 포함된 구독 
토픽 파싱 함수

void SetMqttTopic(char* packet) 아두이노의 MQTT 프로토콜을 
통한 발행/구독 Topic 설정

boolean ActuatorPublish
(char* value)

아두이노에 연결된 액츄에이
터의 상태값 전달

boolean SensorPublish
(char* sensor_value, int delay_value)

아두이노에 연결된 센서의 데
이터 전달

void mqttloop() MQTT 클라이언트 loop 함수

표 1. ACOME 라이브러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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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E 라이 러리를 통해 설계한 아두이노는 라이

러리의 메모리와 구  소스로 인해 기본 으로 1∼5

개 정도의 액 에이터 는 센서를 연결하고 표 할 수 

있다. 아두이노에 연결된 액 에이터와 센서의 명세는 

JSON 형태로 [그림 5]와 같은 구조로 표 된다. [그림 

5]는 액 에이터 3개(Fen, Light, TV)와 센서 1개

(Temperature)가 아두이노에 연결된 것을 정의한 것이

다. 메시지의 구성은 아두이노를 표하는 ID를 표 하

는 Device_ID, 아두이노와 연결된 기기의 종류를 표

하는 Actuator, Sensor가 있으며 구성하는 멤버를 정의

한다. operation은 Actuator 멤버들의 기능을 표 하는 

객체이며 라미터의 의미도 갖는다. 그리고 

sensor_type은 Sensor 멤버의 센싱 타입을 나타낸다. 

이는 Advertisement() 함수를 통해 UDP 멀티캐스트로 

로컬네트워크 안에 송되며 특정 포트와 멀티캐스트 

IP에 가입한 게이트웨이가 이를 인지한다. 

Advertisement 메시지를 수신한 게이트웨이는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 후 [그림 6]처럼 MQTT 토픽을 포함한 

JSON 형태의 Ack(Acknowledgement) 메시지를 달

한다. 아두이노는 GetAckMessage() 함수로 Ack 메시

지를 받고 JSON 형태의 메시지를 변환하기 해 

ParseJson _pub()와 ParseJson_sub() 함수를 사용하

고 메시지에 포함된 토픽을 통해 MQTT 로커와 연

결한다. 결과 으로 아두이노는 게이트웨이에 자동 등

록되고 인터페이스가 자동 구축된다. 

1. {"Device_ID":"F851c123",
2. "Actuator":["Fen","Light","TV"],
3. "Sensor":["Temperature"],
4. "operation":{"Fen":["Fen_On","Fen_Off"],"Light":["
5. Light_On","Light_Off"],"TV":["TV_On",TV_Off"]},
6. "sensor_type":{"Temperature":["Temperature","Hu
7. midity"]}}

그림 5. 아두이노의 Advertisement 메시지

1. {“Pub”:“publish/value”,
2. “Sub”:”Actuator/control/F851c123”}

그림 6. IoT 홈 게이트웨이의 Ack 메시지

본 논문에서는 ACOME 기반의 아두이노를 활용한 

IoT 홈 서비스를 보여주기 해 홈 에 지 감 서비스

를 타겟으로 구 결과를 보여 다. 집 안에는 TV, 정수

기, 비데, 셋톱박스 등 많은 가 제품들이 기 력을 

사용하며 이는 에 지 사용량에 큰 비 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감하기 한 요구사항이 있다. 

이에 따라 단  서비스는 사용자가 집을 나갔을 때 

TV의 기 력을 차단하는 것을 보여 다. 사용자가 

집에서 나갔음을 센서를 통해 인지하고 해당 정보가 게

이트웨이를 걸쳐 랫폼의 온톨로지에 쌓이게 되면 사

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조건과 비교하여 해당상황이 

되었을 때 Service Executor가 TV를 제어하기 해 

[그림 7]과 같은 서비스의 이름을 나타내는 

ServiceName, 제어하기 원하는 액 에이터를 나타내

는 name, 그리고 아두이노의 ID인 Device_ID, 아두이

노의 치를 나타내는 location, 원하는 제어 기능을 나

타내는 operation을 포함한 서비스 요청 메시지를 게이

트웨이에 송신한다. 이를 수신한 IoT 홈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TV를 연결한 장치의 정보를 

검색하여 설정된 MQTT 토픽을 통해 operation 라미

터를 달한다.

1. { "ServiceName": "TV_StandbyPower_off",
2. "Device":{
3. "name": "TV",
4. "Device_ID": "F851c123", 
5. "location": "home", "operation" : "TV_Off"
6. }}

그림 7. 서비스 요청 메시지

[그림 8-A]는 ACOME 기반의 아두이노로 TV의 

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릴 이에 TV를 연결한 사진이

며 [그림 8-B]는 [그림 7]의 메시지를 달 받은 IoT 홈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베이스  해당 TV를 표하는등

록된 아두이노를 검색하여 TV의 기 력을 차단한 

결과이다. [그림 8-C]는 TV 력을 제어한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 결과이며 달된 라미터인 Fen_Off와 

자신의 상태 변화에 한 구독 메시지를 보여 다. IoT 

홈 게이트웨이는 효율 인 서비스 제공을 해 장치의 

상태 변화를 항상 인지해야하기 때문에 ”Publish/ 

value” 토픽에 액 에이터의 상태를 달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3302

그림 8. ACOME 기반의 아두이노를 통한 TV 제어 결과

2. 성능 및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ACOME 기반의 아두이노가 

등록되어 제어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장치의 검색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DPWS와 비교한다. 

집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연결한 

ACOME 기반의 아두이노는 자동 등록을 통해 IoT 서

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아두이

노의 성능과 비용 인 측면에서 효율 인 효과를 내기 

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어떻게 분산하여 아두이노에 

연결  배치할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의 증가에 따른 등록  응답

시간과 아두이노에 연결된 장치 증가에 따른 등록  

응답시간을 비교 실험하여 효과 인 장치 수용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그림 9]의 첫 번째 그래 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액 에이터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IoT 홈 게이

트웨이 등록  응답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액 에이터

의 수가 증가되어 메시지의 크기와 등록시간의 증가로 

인해 측정시간이 증가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래 는 하나의 액 에이터를 연결한 아두이노를 증

가시키면서 등록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며 아두

이노 수가 증가할수록 Advertisement 메시지의 수가 

증가하여 이를 모두 수신하는 시간과 등록시간이 증가

한다. 결과 으로 이 그래 를 통해 아두이노의 수가 

증가되어 측정된 값이 액 에이터 수의 증가로 인한 측

정 값보다 증가량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는 IoT 홈 서비스 환경에 아두이노를 증가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두이노에 가능한 많은 센서와 액 에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효율 일 것으로 상된다.

그림 9. ACOME 기반의 아두이노 등록 및 응답시간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COME과 

DPWS의 성능 비교를 해 DPWSim[12]인 DPWS 가

상 시뮬 이터의 가상 장치와 비교 실험하 다. 

ACOME과 DPWS는 장치를 검색하는 과정과 액 에

이터를 제어하는 과정이 다르므로 성능비교 실험을 

해 DPWS는 먼  특정장치를 검색하고 해당 장치에 제

어 메시지를 달하여 결과 메시지를 받는 과정의 시간

을 측정하 으며 ACOME은 주변장치의 등록 후 사용

자가 원하는 장치의 제어 메시지를 통해 장치를 검색 

 제어하여 결과 메시지를 받는 과정의 시간을 측정하

다. 한 아두이노에 연결된 액 에이터 수를 4개로 

실험하 기 때문에 동등한 실험을 해 DPWS 가상 장

치의 4개의 Operation 개수로 실험하 다. [그림 10]의 

첫 번째 그래 는 ACOME의 등록 시간과 검색  제

어 시간을 보여주며 두 번째 그래 는 첫 번째 그래

의 측정된 등록, 검색  제어시간을 모두 더한 결과와 

DPWS의 장치 검색  제어 시간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10. ACOME과 DPWS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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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주변 장치의 등장에 한 처리시간과 특

정장치에 한 제어시간은 DPWS에 비해 약 10배 감소

하 다. 따라서 제한 인 성능을 가진 아두이노가 작은 

메모리와 력을 사용하는 ACOME을 통해 IoT 홈 서

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요구에 한 응답 속

도를 높임으로써 IoT 홈 서비스의 사용자 만족도를 향

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V. 결론

최근 국내에는 통신사업자와 가  사업자들을 심

으로 IoT 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용에 있어서 

사업자 별 용 장치를 사용해야하며 월정액 형태의 사

용 요 을 지불해야하는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요구가 증가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렴하고 

쉬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오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

한 IoT 홈서비스 환경 구조와 장치의 자동 등록과 연결 

 제어를 한 ACOME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조는 수집된 데이터를 토 로 상황인

지 기능을 제공하는 IoT 랫폼과 가상 오 젝트화를 

통해 장치 리와 장치 근  제어를 하는 IoT 홈 게

이트웨이로 구성된다. 한 ACOME을 아두이노에 

용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ACOME 라이 러리를 설

계하 으며 이는 ACOME의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센서와 액 에이터의 기능을 표 하고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결과 으로 오 소스 하드웨

어를 활용한 AOCME기반의 IoT 홈 서비스 환경 구축

은 집안의 가 과 센서를 표하는 오 소스 아두이노

의 자동 등록과 인터페이스 구축으로 사용자 주도 인 

IoT 홈 서비스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DPWS와

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성능분석을 통해 ACOME이 약 

10배의 빠른 응답속도를 보 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IoT 홈 서비스 구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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