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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물인터넷 기술은 다양한 사물  인간에게서 생성되는 정보를 산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스마트 기기들은 력, 용량, 제한된 처리 능력 등의 한계

 특성들을 보완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기술과 목되며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기술의 정의, 특징,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

과 클라우드 컴퓨  융합의 필요성과 기존 융합 패러다임  융합 사례, 랫폼들을 조사, 분석하 다. 그 

결과, 사물인터넷의 여러 제약 들을 클라우드의 특징으로 보완하여 확장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근 용이성, 사용 용이성, 배치 비용 감소 등의 다양한 장 들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 다. 이러한 융합 패러다임의 새로운 이슈들을 분석하고, 융합을 해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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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et of Things (IoTs) technologies have been computerized information generated from a variety 

of objects and humans, and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by connecting via the Internet.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marginal characteristics of IoT smart devices, such as low-power, limited 

processing and capacities, combining IoT and cloud computing technologies is now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paradigm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definition, features and services of IoT and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nversing needs of IoT and could 

computing, existing conversion paradigms, convergence cases, and platforms. In results, there are 

challenges to be solved, even though the cloud technologies complement a number of restrictions of IoT 

and offer various advantages such as scalability, interoperability, reliability, efficiency, availability, 

security, ease of access, ease of use, and reduced cost of deployment. We analyze the new research 

issues of convergence paradigm, and finally suggest a research challenges for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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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물인터넷, 즉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은 2000

년 부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는 이

름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과 사업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2005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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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 정의

M2M 
(Machine-To-Machine)

ETSI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개체들 사이의 통신, M2M 서비
스는 자동화된 결정 및 처리 [ETSI TS 102 689]

IEEE 코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등록스테이션과 서버 사이이의 (베이스스테이션을 통한), 또는 등록 스테이션 사
이의 정보 교환, 이러한 정보 교환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수행됨 [IEEE 802.16p]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 3GPP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들이 포함된 데이터 통신의 형태 

[3GPP TS 22.368]
MOC (Machine Oriented 

Communication) ITU-T 적어도 한 개체가 통신함에 있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 또는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두 개 또는 
그 이상 개체 사이의 데이터 통신의 형태  [ITU-T, Y.2061]

IOE (Internet of 
Everything) Cisco 인간, 처리, 데이터, 사물들의 네트워킹 연결을 말함. IoE의 잇점은 이 연결들이 증가하여 모든 것이 온라

인화 될 때 그 가치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영향으로부터 만들어 진다.
WoT 

(Web of Thing)
W3C 사물과 그들의 가상화 표현을 위한 응용 및 서비스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웹기술의 역할 [W3C WoT CG]
ITU-T (물리적으로 또는 가상화되어) 사물들이 연결되고 WWW을 통해 제어되는 IoT를 현실화하는 방법 [ITU-T 

Y.2063]

표 1. IoT와 유사한 개념들

에서 “모든 사물에게까지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

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정의를 시작으로 사물인터넷

과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사물 인터

넷은 다양한 사물  인간에게서 생성되는 정보를 산

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가 분야, 자동차

분야, 농업분야, 의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홈, 스마

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다[2].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수십 억 장치들의 1조 개 연결, 

이를 통한 거 한 데이터 생성, 처리, 가공, 장  활

용을 한 스마트 기기들의 력, 용량, 제한된 처

리 능력 등의 한계  특성들을 보완하기 한 클라우드

의 목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와의 통합은 이종의 다양한 

기기, 기술, 로토콜들을 활용하여 확장성, 상호운용

성, 신뢰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을 더 가질 수 있

게 되고, 근 용이성과 사용의 용이성  배치의 비용 

감소 등 추가 인 이 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2장, 3장에서 각각 이러한 사물인터넷

과 클라우드의 정의와 특징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4

장에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융합의 필요성

과 융합 패러다임  융합 사례와 랫폼들을 조사, 분

석하며, 5장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이슈들을 

소개하며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1999년 메사추세츠공과 학(MIT) 오

토아이디센터(Auto-ID Lab)의 소장 빈 애시턴

(Kebin Ashton)이 처음 제안한 단어로 당시 자태그

(RFID)와 기타 센서들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에 

탑재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인터넷이 구축될 것

이라고 망했다. 과거의 RFID가 사물인터넷의 기 

단계라 할 수 있고, 발 하여 사물 통신(Machine To 

Machine; M2M)을 넘어선 기기, 시스템  서비스들의 

한 단계 앞선 연결 환경을 의미한다[3]. 사물인터넷에 

한 정의는 분야별로 다양한데, 2014년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정의한 개념은 “사물인터넷은 사람·사물·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

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연결 인터넷”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물인터넷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things)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 사물인터넷은 기

존의 유선 통신 기반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

화된 다음 단계의 인터넷을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4]. 

사물 간 통신을 의미하는 에서 사물인터넷과 M2M

이 혼용되어 쓰이는데, 사물인터넷은 인간을 둘러싼 환

경에 을 맞췄다는 에 비해, M2M은 이동통신 주

체인 사물을 심으로 한 개념인 에서 차이를 보인다

[5]. 이와 유사한 단어, 약어, 하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6-8]. 

주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연결되

어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을 이용

한 가능한 서비스들은 무한하며, 국내외에서 실제 용

한 서비스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표 2]에서와 같이, 크게 사용자 심의 편리하고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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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내용

Private  IoT

Car as a Service 차에 인터넷 연결 →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드라이빙 가능
예) 긴급구호를 위한 자동화된 운전, 인간 개입 없는 자동화된 서비스 등

Healthcare as a Service 심장박동수, 운동량 등 IoT 정보 제공 → 개인 건강 증진
예)  팔찌 등을 이용한 심장박동수, 보건 서비스 등

Home as a Service 거주환경을 통합 제어하는 IoT  → 생활의 안락함 및 안전 개선 
예) 전자제품, 원격 제어, 홈 CCTV 서비스 등

Industry IoT

Factory as a Service 처리 분석 및 모니터링 편의시설 → 효율성 및 안전성 증진
예) 생산품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요소 탐지, 알람 서비스

Farm/Food as a Service 생산, 처리, 분배의 IoT 조합 → 생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분배 시스템 제공
예) 스마트 농장, 음식 생산을 위한 정보서비스, 분배 이력 서비스 등

Product as a Service IoT 생산품 → 부가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 가능 
Ex) 돼지 사육 관리, 심장박동 소리를 제공하는 베개, 이동패턴을 분석하는 신발 

Public IoT

Public Safety as a Service CCTV, GPS를 가지고 IoT 정보 제공 → 재난 방지 
예) 아동과 노인을 위한 안심 서비스, 재난 예상 서비스 등 

Environment as a Service 공기의 질, 쓰레기양 등 IoT 정보 제공 → 환경오염 최소화 
예) 스마트 환경 정보 제공, 스마트 쓰레기 서비스 등 

Energy as a Service 에너지에 관련된 IoT 정보 제공 → 에너지 관리 효율성 증대 
예)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플러그 

표 2. IoT 주요 서비스

한 삶을 제공하는 개인 IoT,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산업 IoT, 살기 좋고 안

한 사회 실 을 한 공공 IoT, 세 가지 분류로 정의

해 볼 수 있다[5].

사물인터넷의 특징을 우선 장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장치 유형들로 처리 능력들도 다르고 서로 다른 

이기종의 장치들을 지원하기 한 응용 로그램들도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들을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장치 

유형들 에는 이동성을 가진 유형들도 존재한다. 부

분의 장치들이 센서와 같이 소형, 낮은 력량, 제한된 

송 범 , 복잡한 센싱과 컴퓨  능력을 보유한 장치

들이다.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른 을 살펴보면,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 시나리오들, 데이터 주 통신, 

비용과 노력, 잠재 으로 매우 많은 수의 연결을 통

한 통신, 고 확장성, 터미  당 은 트래픽, 다양한 데

이터 통신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과 더불

어 원격 제어  리가 가능하다는 과 보안에 취약

한 요인들이 늘어나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는 시 이다. 

III. 클라우드 컴퓨팅

IEEE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을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구 으로 장되고 데스크탑이나 테이블 컴

퓨터, 노트북, 벽걸이 컴퓨터, 휴 용 기기 등과 같은 클

라이언트에서는 일시 으로 보 되는 패러다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9]. 즉, 사용자는 특정 시스템이나 

애 리 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버의 하드웨

어나 소 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 구축비용을 여주

고,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와 기반시설 제공자들이

(Multi-tenancy) 데이터 센터에 치하여 계층구조를 

가지고 각 계층의 기능에 집 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상호 연결성에 한 이해와 리를 요구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공유자원을 리하며 필요시마다 동 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지리 으로 여러 시스템이 분산 존재

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서

비스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온디맨드로 이용하며 그 

사용량에 따라 이용요 이 책정되는 특징이 있다[10].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은 그 서비스를 어디에 배치

하는가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공용(Public) 

클라우드, 사설(Private) 클라우드, 혼합형(Hybrid) 클

라우드가 그것이다. 첫째, 공용 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IT 인 라를 구축하고 이

용료를 받고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성능이 좋고 기 구축비용이 게 들며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 활용도  근성이 높은 반면, 데이터

나 시스템 장애 처리의 제어권을 가질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둘째, 사설 클라우드는 자체 으로 구축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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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와 클라우드컴퓨팅 융합의 필요성

가상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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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에 따른 분류

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

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한 신뢰와 안 성이 높은 장

이 있으나 구축  운  비용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장단 을 상호 보완하고자 혼합형 클라우드가 나왔다. 

이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 에 따라 성능  근성이 

요하면 공용 클라우드를, 유연성이나 기 유지 등이 

요하면 사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하게 하는 구조이

다[11].

한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은 인 라 시스템 모델

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Service as a Service) 

세 가지로 분류한다[그림 1]. IaaS는 서버 운 에 필요

한 가상머신, 서버자원,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여러 인

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자원을 쉽게 추가, 

제거 할 수 있으며 운 체제를 제공하므로 사용자에 친

숙한 환경이 제공되는 반면, 추가  환경 설정을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PaaS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

경과 데이터베이스,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편하

게 원시코드를 빌드 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 업체마다 랫폼이 상이하여 이를 익히고 

확인해야 하는 단 이 있다. SaaS는 클라우드 환경에

서 동작하는 응용 로그램(이메일, 통신, 게임 등)을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

해 언제든지 개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 

데이터 제어권이 벤더에게 넘어갈 수 있어 보안 취약  

 소유권에 한 문제가 있다[9][11].

IV.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융합

수억, 수조개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다양

한 서비스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기회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

딩,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카 등 우리 생활을 자동화하

며 경제성, 편리성, 안 성을 제공해 주고 우리 삶의 일

부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의 다수를 차

지하는 기기인 센서는 력, 제한된 계산 능력으로 

인해 에 지 효율 인 데이터 송·수집, 에 지 체 

문제 해결, 많은 수의 센서들의 배치 필요성, 한 이에 

따른 리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무

엇보다도 장용량의 한계로 인한 보안문제 특히 키

리의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취약 들과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보안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센서보다 더 많은 계

산 능력과 장용량, 송량을 가지며 더 넓은 송 지

역을 포함하고 이동성과 보안성을 가지는 모바일 기기

들로 인해 사물인터넷의 제약 들이 보완되는 부분들

도 있지만 여 히 기존 문제 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제약 들을 클라우드의 특징과 

장 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융합이라는 새로

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통해 클라우드의 자원 공유와 이

를 통한 물리 자원들의 가상화, 그 결과 자원 활용의 극

화를 가능하게 하고, 치 독립 인 유비쿼터스  

근성, 확장성과 탄력성, 그리고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 가능한 온디맨드 서비스 특성들을 제

공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신 패러다임은 이종의 다양한 

기기, 기술, 로토콜들을 활용하여 상호운용성, 신뢰

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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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클라우드중심 IoT 프레임워크 개념도 

그림 3. IoT중심 클라우드의 프레임워크 개념도 

근 용이성과 사용의 용이성  배치의 비용 감소 등 

추가 인 이 을 얻을 수 있게 된다[그림 2].

4.1 융합 패러다임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이 서로간의 필요에 의해서 

융합하며 생겨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크게 근  측

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근  측면

에서는 IoT-centric Cloud와 Cloud-centric IoT로 각각 

사물인터넷 심 이거나 클라우드 심 인가로 보는 

이 다르다.  IoT-centric Cloud는 클라우드 기능들

을 사물인터넷에 목하는 것이고, Cloud-centric IoT

는 사물인터넷 기능들을 클라우드에 가져오는 것이다. 

서비스 측면은 기존 클라우드 컴퓨 의 표 인 서비

스를 사물인터넷과 목하며 확장되어 다양한 서비스

들이 생겨나고 있다. 

4.1.1 접근적 측면의 융합 
IoT-centric Cloud[12]는 클라우드 컴퓨 을 확장해

서 사용자측면에서 사용자의 인 한 곳에서 데이터를 

배포하고 수집하고 처리  장하는 것으로, 데이터 

지연과 높은 트래픽 양을 이고, 많은 홉을 거치는 것

을 없앰과 동시에 이동 컴퓨 과 데이터 스트리 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Local Cloud

와 Global Cloud로 구성된다[13]. Local Cloud는 요구 

시 생성되며, 충분한 컴퓨  능력, 장 용량, 네트워크

로 구성되고,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자

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서

비스에 한 추가 인 처리와 장 용량을 제공한다. 

Global Cloud는 주문식의 탄력 인 처리 용량과 장 

능력을 가진 형 인 백본 인 라스트럭처로, 기본 서

비스 특성에 추가한 다양한 옵션들, 요구 시 자원의 탄

력  공 ·결정을 통한 충분한 자원 제공을 통해 서비

스 공 에 한 편재성, 신뢰성, 성능, 효율성,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한 더 많은 기회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리 으로 집된 분산 환경에서, 특정 지역 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데이터 공 ·처리· 장이 지원되

는 환경으로 사물인터넷 장치들은 여러 리 도메인으

로 연결된 이종의 랫폼 상에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다. 각 Local Cloud는 다량의 노드들(센서, 액 에이

터, 스마트폰 등)을 포함할 수 있고, 데이터는 애그리게

이션 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애그리게이션 노드는 

충분한 로세싱 능력과 장 공간 능력을 보유한 노드

여야 한다. 이 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Global Cloud로 

송되고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Cloud-centric IoT[14]에서는 [그림 4]에서처럼 클라

우드 컴퓨 이 체 임워크의 심에 치한다. 이

는 비용을 분산함에 있어서 유연할 뿐만 아니라 높은 

확장 가능성을 가진다. 센싱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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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류해서 장 클라우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제공하

고, 분석 툴 개발자는 자신들의 소 트웨어 툴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문가는 정보를 지식으로 바

꾸는 유용한 머신 러닝 툴들과 데이터 마이닝을 제공하

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 는 다양한 가시화 툴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듯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 제공된 서비

스들을 인 라스트럭처, 랫폼, 소 트웨어 서비스처

럼 서비스로서 제공되어 진다. 클라우드 컴퓨 은 확장 

가능한 장소, 처리 능력, 그 외 다양한 툴들을 제공함

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한 모든 말단의 

유비쿼터스 컴퓨 들을 통합한다.  

4.1.2 서비스 측면의 융합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융합 패러다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SaaS (Sensing as a Service) [15][16] : 센싱 데이

터의 수집·분배 등 센싱 데이터에 해 언제 어디

서나 근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사용자

가 극 으로 센싱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 센싱

(paticipatory sensing)과 모바일 사용자의 직  

참여없이 센싱 활동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기

회 센싱(opportunistic sensing)이 있음. 

•SAaaS (Sensing and Actuation as a Service) [17] 

: 센서와 액 에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를 통해 실

행되는 자동 제어 로직 기능을 제공. 노드를 리

하고 SAaaS 인 라스트럭처 제공자에게 노드 정

보를 제공할지 결정권을 가진 노드 사용자(node 

owner·administrator), 노드 사용자에 의해 공유된 

센싱·액 에이션 자원들을 수집하고 하나의 서비

스로써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SAaaS 클라우드 제

공자(SAaaS cloud provider), 이러한 SAaaS 인

라스트럭처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와 응용 로그램

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sw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가짐. 

•SEaaS (Sensor Event as a Service) [18] : 센서 이

벤트들에 의해 실행되는 메시지 서비스들의 제공.

•SenaaS (Sensor as a Service) [19] : 센서 데이터

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리를 

서비스로써 제공하는데 을 맞춘 것으로 원격 

센서들을 언제 어디서나 리 가능.

•MSaaS (Mobile Sensing as a Service) [20][21] : 

센서보다 더 높은 계산 능력, 장, 충 기능, 연결

성, 데이터 처리, 이동성, 보안, 사용자 선택에 의한 

센싱 가능성 등 확장 기능을 가진 모바일 장치에 센

서 기능을 탑재하여 센서 데이터 수집을 서비스로

써 제공.  

•DBaaS (DataBase as a Service) [22][23] : 유비쿼

터스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

•DaaS (Data as a Service) [22][23] :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도 언제 어디서나 근 가능하도록 서비

스를 제공.

•EaaS (Ethernet as a Service) [22][23] : 원격 장치

들에 한 유비쿼터스 2계층 연결성을 제공.

•IPMaaS (Identity and Policy Management as a 

Service) [22][23] : 정책과 신분 리 기능에 한 

유비쿼터스 근성을 제공.

•VSaaS (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 [24] : 고

정·이동 비디오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클라우

드의 SaaS, PaaS, IaaS를 통해 장  복잡한 분

석 기능을 제공.

4.2 융합 사례 
최근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이 융합되어 제

공되는 서비스 는 연구사례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표  사례가 있다.

•스마트 공장[25][26]: OpenIoT클라우드 시스템은 

생산공장 라인의 원자재 소비량를 모니터링하고, 

사용된 툴 상태 체크  노동 효율성을 감시, 품질 

검사·보증, 생산시간을 기반으로 생산 계획, 기계나 

노동의 성능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해 스

마트공장 각 부분에 센서를 장착하고 해당 센싱데

이터를 수집하여 OpenIoT 클라우드 장소에 

장한다. 사용자는 OpenIoT에서 제공하는 미들웨어

를 통해 온디맨드 방식으로 KPI(Ke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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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를 생성하고, 서비스 달모듈과 유틸리

티 리자를 통해 한 센서를 선택하여 해당 

KPI를 계산한다. 형상화 임워크를 통해 다양

한 시보드 형태로 계산된 KPI값을 가상화한다.

•독거노인 도우미(Silver Angel)[25][27]: 도심 거주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돕기 해 비슷한 처지의 친

구들과 만남을 도와주고(친구의 치정보 공유, 만

남장소 추천, 시간 알림 등), 공기오염도의 상태를 

알려 주며, 가족에게 노인 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 도시 집단 센싱(Urban Crowd Sensing) 

[25][26]: 사람들이 소지한 다양한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온도, 조도, 공기 오염도 등의 정보를 

치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도시에 

용하면 스마트 도시 서비스가 되며, 이는 도시 

곳곳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웹캠, 온도센서 등) 

는 사람들이 소지한 모바일기기(GPS 센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도시의 상태(트래픽, 날씨)들의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 농업[25]: 농지에 장착된 여러 종류의 센서

들로부터 센싱 데이터(흙의 상태, 비의 양, 태양복

사량, 날씨상태인 온도·습도량, 평균 풍속  풍향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수집하여 분석하여 종

시기, 개화시기, 해충 해용 식물 추천 등의 정보

를 제공해 다.

• 화 추천 서비스[28]: 스마트 TV에 연결된 kinect

가 사용자가 보고 있는 패턴이나 기호(preference)

를 캡쳐하여 클라우드에 제공하고 분석하여 화

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도로 상황정보 제공 서비스[15]: 폭설이 내려 목

지까지의 도로 제설 상황을 알고 싶을 때, 사용자

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SP; Service Provider)에게 

치정보·목 지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정보를 요

청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의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는 후보 센싱정보 생산자

(Producer)들에게 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수

신한 생산자들은 자신의 단말기기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정보 제공에 한 인센티  메커니즘은 

선택 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공된 정보를 수집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 처리한 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수질 모니터링[26]: 아쿠아리움 수족 에 수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시켜 센싱된 정보(물속 산소

의 양, 물속의 염도, 산도, 온도 등)를 클라우드에 

수집하여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4.3 플랫폼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이종성을 해결하고자 통

합 개발된 오  소스  상업  랫폼들은 다수 존재

한다. 

•IoTCloud[29]: 오  소스 로젝트로 스마트 폰, 태

블릿, 로 , 웹 페이지 등, 사물들과 그 데이터들을 

다루는 응용 로그램들에게 API를 제공하고 센서

들과 센싱 데이터들을 리하기 한 백엔드 통합 

지원을 해 개발된 랫폼이다. 

•OpenIoT[30]: 유럽에서 지원받아 진행된 연구 

로젝트로, 클라우드에서 인터넷 객체들을 연결하

기 한 오  소스 미들웨어 랫폼을 개발하 다. 

사물들에서 생성된 메시지들을 필터링하고 수집하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클라우드에서 사물인터

넷의 이동성을 고려한 에 지 효율 인 데이터 수

집과 송을 제공한다. 즉, 여러 인 라스트럭처 제

공자들로 구성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에 주문식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미들웨어를 

제공한다.

•IoT Toolkit[31]:　실리콘 밸리 국방부 직할부   

기  OSIOT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한 오  소스 

 오  하드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툴킷을 개발하

다. 이 툴킷으로 클라우드와 사물들을 한 여러 

로토콜과 응용 로그램 개발 지원을 한 스마

트 오  API를 제공한다.

•NimBits[32]: 클라우드에서 인간, 센서, 소 트웨어

를 연결하는 데이터 로깅 서비스와 규칙 엔진 랫

폼이다. 폐쇄형 클라우드와 공개형 클라우드(주로 

구 앱 엔진)에서 설치되는 PaaS를 생성하는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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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로 사물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특정 조건이 확인되면 계산이나 경고를 

발생한다.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에서는 소 트웨어를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제

한 인 사용만 제공한다.  

•OpenPicus[33]: 이탈리아 회사에서 개발하 고 

WiFi나 GPRS 연결 가능한 오  하드웨어로 만든 

사물들에 TCP/IP 스택을 실행하고 HTTP 서버 

탑재  RESTful API를 통해 상호 작용 가능하게 

한다. 

•Xively[34], Open.Sen.se[35], ThingSpeak[36]: 사

물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클라우드 상에 장

하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들은 

사물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한 다

른 응용 로그램들에 API를 제공한다. 

•NetLab[37]: 아두이노를 통해 비디오 화를 제어

하는 것과 같은 물리  디지털 객체들 간에 상호 

작용을 한 툴킷으로서 CloudIn과 CloudOut이라 

부르는 두 가지 젯을 만들었는데 여러 CloudOut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하게 한다. 한 주기 으로 

사물들로부터 서비스들에게 데이터를 송하거나 

이 서비스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한다.

•Sensor-Cloud[38]: 물리 센서들을 클라우드에 연

결하도록 리하는 것이 목 인 인 라스트럭처로, 

SensorML[39]을 사용해서 측정 로세스와 물리 

센서의 설명과 같은 물리 센서의 메타데이터를 설

명한다. SensorML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로 정의된 센서를 설명하기 한 

XML 인코딩 메커니즘으로 표  모델이다.  

4.4 이슈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융합 패러다임은 사물인터

넷의 여러 제약 들을 클라우드의 특징인 온디맨드 서

비스, 유연성, 가상화, 추상화, 확장성 등을 통해 보완하

며 많은 서비스 기회를 생성하고 다양한 장 들(즉, 확

장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근 

용이성, 사용 용이성, 배치 비용 감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많은 장 들

을 제공함에도 여 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림 5].

그림 5. IoT와 클라우드의 융합 패러다임 이슈

장치 측면. 사물인터넷 장치들은 운  시스템도 다양

하고, 보유한 능력과 특징들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

우 낮은 용량의 로세서들을 탑재한 것부터 강력한 

로세서들을 탑재한 장치들까지 다양하다. 그 기에, 사

물인터넷 기반 클라우드에서 각 장치들의 특성을 고려

해서 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

다. 각 사물인터넷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최

화해서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장치들 본연의 운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 을 해 잉여 자원들을 가상화

에 참여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장치 

자원들이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장

치 자체 인 운 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가상화

에 활용될 경우 안정 으로 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의 자원 가상화 서비스가 탄력 이고 견

고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40]. 

한, 사물인터넷 장치들이 사물인터넷 기반 클라우

드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인 계산과 데이터 

송은 부가 인 력 소모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장

치들이 력 사용량을 최소화해서 지능 으로 계산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알고리즘과 스 러가 필요

하다.

데이터 측면. 사물인터넷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비

구조 자료이거나 반구조 인 자료들이 부분이다. 이

런 데이터들이 모인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시간 분석  처리되고 다양한 서비스 공  기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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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사용되어진다. 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들은 클

라우드를 통해 분산 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들을 안 하고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

스 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를 충족할 만한 

데이터 리 솔루션들은 없는 실정이다. 

인 라스트럭처측면. 기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모

든 시스템 요소들이 특정 응용 로그램 내용에 특화되

고 독립 인 수직 솔루션들로 제공된다. 각각의 응용 

서비스들을 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비스하고자 하

는 응용 로그램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하드웨어 

장비들을 선택하고 이종의 서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응용 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유지 리를 제공하는 

등 응용서비스들을 한 인 라스트럭처 환경을 분석

해서 맞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클

라우드 서비스의 PaaS와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 사물인

터넷 응용 서비스의 효율 인 분산 배치  확장이 수

월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다양한 이종의 장치들과 장치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들을 효율 으로 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맞춰 다른 

수 으로 히 서비스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비스측면. 사물인터넷 장치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의 장치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 소유자에게 

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장치 소유자들은 클라우

드에 참여하기 해 충분한 보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들 한 장치 자체 으로 실행할지 

가까운 사물인터넷 기반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실행할

지 비용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치 성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센싱, 액 에이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센싱

이나 액 에이터 기능을 제공하거나 장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 져야 한다. 

보안측면. 사용자들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는 요한 이슈이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속

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데이터 처리와 장 측면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기 성, 무결성, 가용성,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어야 한

다[41]. 사물인터넷 장치에서 실행되는 클라우드 서비

스 련 로세스들은 장치의 운  측면에서도 취약

이 발생할 수 있고, 장치에 의해 생성되고 처리되는 데

이터에도 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치

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처리 설비들 사이에서의 데이터 

처리  이동은 안 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

다. 결과 으로, 장치 객체들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

지 신뢰성 있는 통신과 안 한 근성  연결성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

  연구 논문들에서 얼마나 다루어지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각각에 한 심

이나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과 클라우

드를 동시에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16]. 이 듯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융합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정의와 특징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  융합의 필요

성과 융합 패러다임  사례, 랫폼들을 조사, 분석하

다. 신 융합 패러다임을 통해 확장성, 상호운용성, 신

뢰성, 효율성, 가용성, 보안성, 근 용이성, 사용 용이

성, 배치 비용 감소 등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 해결해

야할 과제들도 있다. 사물인터넷 장치들의 효율 인 자

원 리,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 리 시스템, 이종의 장

치들을 수직  수평 으로 벨을 나눠 합한 인 라

스트럭처 제공, 서비스의 참여도를 높이기 한 한 

보상제도, 통신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 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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