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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유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

입 없이 상호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는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흩어져 있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에 순서

를 부과하고 타임스탬프 정보로부터 충돌을 해결하는 등 사물인터넷 데이터 처리에 시각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되었다. 시각 정보와 시각동기 기술은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다양한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동작을 실현하는데 기반

이 되며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일관된 시각 체계를 공유하게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견고한 협업 서

비스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표준 시각 정보를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과 연계된 제어를 위해서 시각 정보는 기반이 되

기 때문이다. 제안된 기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구현과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ABSTRACT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the network of devices embedded with electronics, software, sensors, actuators, and 
connectivity which enables these objects to connect and exchange data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The importance 
of time information is increased in order to impose order on scattered sensor data streams, resolving conflicts through 
time stamp information and so on. Time information and time synchronization are critical building blocks in the IoT. 
They allow devices to share a consistent notion of time and it is easier to build efficient and robust collaborative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a standard time management scheme in the Internet of Things. Many IoT applications involve 
collection and forwarding of event data. It is useful to know when an event occurs for the purposes of triggering an 
action. In orde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cheme, it is implemented and evaluated in the Arduino 
develop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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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의 유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보다 진화된 단계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

람의 개입 없이 상호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

하는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흩어져 있는 센서 데이터 

스트림에 순서를 부과하고 타임스탬프 정보로부터 충

돌을 해결하는 등 사물인터넷 데이터 처리에 시각 정보

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1]. 
시각 정보와 시각동기 기술은 사물인터넷을 구성하

는 다양한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동작을 실현하는데 기

반이 되며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일관

된 시각 체계를 공유하게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견고

한 협업 서비스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2]. 
새로운 디지털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물인터

넷은 ICT 분야의 새로운 도약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기

술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필

요로 하는 주요 기술로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지원, 확장

성, 유무선 기술을 통한 데이터의 교환,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 위치 인식 및 추적, 자가 구성 기능,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관리,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매커니즘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3, 4, 5]. 
전통적인 분산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기술들의 실현에는 시각 정보 및 시각 동기 기

법은 기저 기술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여러 사물 

즉, 태그, 센서, 엑츄에이터, 이동통신 기기 등 성능 레벨

이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동됨에 따라 요구되는 

시각 정확도와 정밀도 및 이를 처리하는 성능에 따른 시

각 관리 기술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표준 시각 정보

를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물인터

넷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과 연

계된 제어를 위해서 시각 정보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연구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서 시각 정보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

고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각 정보를 유지하는 기법

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표

준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4장에

서 제안한 기법의 구현과 실험을 다룬다. 마지막 5장에

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에서 시각 정보

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각 정

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시각에 대해 정리한다.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 디바이

스의 경우 대개 표준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하드웨

어나 시스템 시각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2.1.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시각 정보 필요 사례

2.1.1. 스마트 약병

환자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병은 

복약을 위해 약병을 열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여 이동통

신회사의 무선망을 통해 감지된 정보를 제조회사의 서

버로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그림 1은 스마트 약병의 동

작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복약 시간이 

지났음에도 약병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에게 전화나 SMS로 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에게 약병에 약이 떨어진 사실도 통보해 준다. 또한 약 

기록이 매주 요약되어 이메일로 사용자에게 통보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또는 보호

자에게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이처럼 복약 시간을 알

려주기 위해서는 약병 자체에서 시각 정보를 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및 타이머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6, 7]. 

Fig. 1 Smart Pill Box

2.1.2. 유아용 패드 

무선으로 접속이 가능한 유아용 패드는 아기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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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옷의 습도, 수면 상태를 측정하며 수집한 아기의 생

체·신체적 정보를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6, 8]. 그림 2는 스마트 유아용 

패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수집한 정보에는 시간 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에는 

시각 표현 및 유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Fig. 2 Smart Infant Pad 

2.1.3. 스마트 미터

스마트 미터는 원격검침, 전력 공급자-수용가 간 양

방향 통신,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를 

말하며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검침비용 및 에너지 절

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3은 스마트 미터를 

포함한 스마트 홈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 3 Smart Meter

시간대별로 수집된 사용량 정보는 가격 계산에 사용

되며,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로 스마트 홈이 대표적이다[1, 6, 
9]. 스마트 미터를 포함하여 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주요 

센서 및 액츄에이터의 동작에도 시각 정보 표현 및 유지 

체계가 요구된다. 

2.2. 시스템 시각

시스템 시각 (system time)은 컴퓨터 시스템의 시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이다. 시스템 시각은 일반적

으로 컴퓨터 클럭의 클럭 틱을 계수하여 구현하며 컴퓨

터 시스템마다 시스템 시각을 표현하는 구조와 사용자

가 인식할 수 있는 날짜·시간 정보로 변환해주는 API를 

제공한다. 
유닉스, 리눅스의 시스템 시각은 1970년 1월 1일 0시

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시간을 초와 마이크로초로 표

기하고 있으며 time_t 데이터 형식이다. time_t는 32bits 
(신버전 OS에서는 64 bits) signed integer 값이다. 표 1
은 유닉스의 실제 시각 표현 예를 나타낸 것이다.

UTC (ISO 8601) Unix Time
1998-12-31T23:59:58.750Z 915148798.750000
1998-12-31T23:59:59.000Z 915148799.000000

Table. 1 An Example of Unix Time

ISO 8601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한 날짜

와 시간의 표기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정식 명칭

은 Data elements and interchange formats - Information 
interchange - Representation of dates and times이다. 최
신버전인 ISO 8601:2004와 구버전인 ISO 8601:2000, 
ISO 8601:1988이 있다.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세계협정시)에 기반한 날짜와 시각 표기에 대한 예는 다

음과 같다. 문자열 마지막의 Z는 ‘Zulu Time’으로 이는 

UTC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러한 날짜와 시각 표현에는 

24bytes가 필요하다. 

2015-07-30T01:23:59.999Z

윈도우즈의 시스템 시각은 1601년 1월 1일 0시를 기

준으로 현재까지의 시간을 100ns 단위로 표기하고 있으

며 uint64_t 데이터 형식으로 64bits 정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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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및 이와 유사한 마이크로콘

트롤러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대개 현재의 시각을 

유지하는 내부의 하드웨어나 시스템 시각에 대한 체계

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이러한 

콘트롤러 기반의 시스템은 표준 시각에 대한 정보 없이 

동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대개 사물인

터넷을 실현하기 위한 디바이스로 고려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표준 시각 관리 방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표준 시각 정보를 관리하기 위

해서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디바이스의 표준 시각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 구조의 정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등은 자체

의 시스템 시각 구조와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마

이크로 콘트롤러 기반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경우 

대개 이러한 체계가 정의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

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시각 구조로 네트워

크 시각 프로토콜 (Network Time Protocol: NTP)에서와 

같이 64비트 시각 구조를 정의하였다. 그림 4는 NTP 시
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NTP에서 해당 값은 1900년 1
월 1일 0시 이후의 시간 값을 초와 마이크로 초로 갖는

다. NTP는 견고하며 확장성 및 효율성이 높아 인터넷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NTP는 계층적 트리 구조

를 이루며, 단말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10]. 이를 통해 기존 인터넷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 Time format

표준 시각 관리 구조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일반 컴

퓨터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클럭의 클럭 

틱을 계수하는 타이머를 활용하여 시각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였다. 또한 디바이스의 시각 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set과 get 함수를 정의하였다. 함수 set은 디바이스

의 시각 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초기 시각 설정 등에 활

용된다. 함수 get은 현재의 시각 정보를 가져오는 것으

로 시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된다. 

Fig. 5 An Architecture of Standard Time Management 

Ⅳ. 구현 및 실험 

4.1. 구현 및 실험 환경 

Fig. 6 Experimental Environment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위한 표준 시각 관리 기법의 

구현 및 실험을 위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활용하였다. 
시각 구조와 관련 함수를 아두이노 환경에 구현하고, 적
용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환경을 그림 6과 같이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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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온습

도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응용 서비스를 구성하여 시

각 정보 없이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드와 시각 정보

를 포함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드를 배치하였

다. 

4.2. 실험 결과

아두이노에서 표준 시각 정보 관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1초 간격으로 시스템의 시각 정보를 출력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Fig. 7 Standard Time Result

함수 get을 이용하여 초 단위로 누적 초 정보와 해당 

날짜 및 시각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시각 

정보는 세계협정시를 따르며 한국 시각은 9시간을 더하

여 확인하면 된다. 
그림 8과 그림 9는 응용 서비스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시각 정보를 유지하는 노드

의 경우 수집한 온습도 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의 측정 

시각을 제공해 준다. 반면 그림 9에서와 같이 시각 정보

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의 경우는 측정한 온도와 습도 

데이터만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공해 준다.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기반하고 있으

며 이러한 데이터에 시각 정보가 함께 제공될 경우 데이

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Fig. 8 Time and Sensed Data Results (COM3)

Fig. 9 Sensed Data Results (COM4)

표 2와 3은 응용 서비스 실험 결과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센서 데이터의 측정 시각이 함께 제공되는 표 2의 경

우 일정 기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

달하여도 개별 측정 시각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Time and Sensed Data Results for COM3

Reception in 
PC

Sensed time

Sensed temperature (ºC)

Sensed Humidity (%)

Round #1

09:45:15 09:45:17 09:45:20

24 24 24

87 87 84

Round #2

09:45:22 09:45:24 09:45:26

24 24 23

83 8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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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ed Data Results for COM4

Reception in 
PC

Sensed temperature (ºC)
Sensed Humidity (%)

Round #1
23 23 23
89 87 87

Round #2
23 23 23
87 84 84

표 3의 경우는 일정 시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

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할 때 개별 측정 시각 정보를 확

인할 수 없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신 할 

때 해당 시스템의 시각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시각 정보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사물인터넷은 사물 간의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 사람의 개입 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결

망으로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반이 되는 기술

로 일컬어진다. 전통적인 분산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실현에는 시각 정보 및 시각 동기 

기법은 기저 기술로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여러 사물 즉, 태그, 센서, 엑츄에이터, 이동통신 기기 등 

성능 레벨이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동됨에 따라 

요구되는 시각 정확도와 정밀도 및 이를 처리하는 성능

에 따른 시각 관리 기술에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표준 시각 정보

를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물인

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과 

연계된 제어를 위해서 시각 정보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

다. 제안한 기법의 구현 및 실험은 아두이노 개발 환경

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데이터의 수

집 및 분석에 표준 시각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향후 과제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시각 관리를 

위한 동기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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