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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이란 주변의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을 말한다. 2020
년에는 약 300억개에 달하는 기기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 된다.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형

성되면서 사물들 간에 소통을 한 여러 표 , 오  소스 랫폼 그리고 임워크가 등장하 다. 이
러한 랫폼과 임워크가 등장함에 따라 손쉽게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는 기기 간에는 소통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ivity, Alljoyn, Thread와 

같은 다양한 임워크를 지원하여 다른 임워크 기반의 장비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Framework Switch Node와 그 활용방안에 해서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생활 속의 많은 기

기에 소 트웨어가 탑재되면서 이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가 이슈화되고 있다. 시장조사기  ICInsights에서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기의 수

가 2020년에는 약 300억 개에 달할 것이며 이  85%는  

사물과 나머지 15%는 기존의 통신수단과 연결될 것으로 

측된다[1].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사물 간에 소통을 

한 여러 오  소스 랫폼  임워크들이 등장하고 

있다[2]. 표 으로 OIC의 Iotivity, AllSeen의 Alljoyn, 

그리고 Thread 등이 있다. 이들은 IoT 사용자들에게 

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IoT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

록 도와 다. 하지만 재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

는 기기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랫폼이 공존하는 IoT 환

경에서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는 서버들과 클라

이언트들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Framework 

Switch Node(FSN)를 제안한다. 

   2장에서는 Iotivity, Alljoyn 그리고 Thread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SN의 개념과 활용 방

안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향

후 연구 계획에 해 제시한다.

2. 련연구

   자부품연구원(KETI)은 2016년 oneM2M기반으로 디

자인된 Mobius 랫폼과 OIC 기반인 Iotivity를 연동했다. 

하지만 Mobius는 OIC와의 연동만 진행한 상태이며 연동

의 구체 인 방법 한 비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임워크를 지원할 수 있고 확장이 가능한 FSN를 제안한다.

2.1 Iotivity

   Iotivity는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에서 개

발한 임워크이다. RESTful 아키텍처 모델이며 CoAP

기반으로 제약사항이 많은 가벼운 장치들에 합하다. 

UDP기반으로 되어 있어 멀티캐스 이 가능하며 향후 

HTTP, TCP/IP 등의 여러 로토콜을 지원할 정이다[3].

2.2 Alljoyn 

   Alljoyn은 AllSeen Alliance에서 개발한 임워크이

다. Alljoyn Router나 다른 Alljoyn 장비에 연결하기 해 

Alljoyn Bus Attachment Object를 이용한다. IP  UDP

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응용 계층에서 단  단 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제공한다[4].

2.3 Thread

   Thread(TF)는 집 안의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고 통

제하기 해 디자인된 임워크이다. Nest의 온도 조  

UI를 바탕으로 로토콜 스택을 정의하 다. TF는 IETF 

IP스택과 UDP를 사용하며 추가 인 보안  권한 기능을 

지원한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가 되어있어 안 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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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SN의 구조 

(그림 2) FSN의 동작과정 

3. 제안 아이디어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는 IoT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

주는 스 치 노드를 제안한다. 스 치 노드는 다양한 

임워크를 지원하고 추후 생겨날 새로운 임워크를 쉽

게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Daemon 로세스를 통

해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했으며 임워크 단

로 작업을 분할하고 동시에 수행하도록 했다. 그림 1과 

같이 FSN는 FSN Daemon가 상 에서 동작하며 임

워크들이 하 에서 동작하는 2-계층구조이다.

   

   그림 2는 FSN의 동작 과정이다. FSN은 discovery를 

통해 서버들을 악하고 서버 정보를 테이블로 장한다. 

Request를 요청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뿐이므로 최  

Request를 받을 시 클라이언트 정보를 테이블로 장한

다. 임워크 마다 수신 스 드가 돌고 있으며 각 수신 

스 드는 송신된 데이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만 수

집하여 상  계층인 FSN Daemon에게 올려 다. FSN 

Daemon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테이블을 참조하여 수신

할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사용 인 임워크를 확인한

다. 그리고 해당 임워크와 동일한 임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더라도 FSN를 통하여 데이터 송이 가

능하다. 

   제안된 FSN는 Smart Home, Smart Factory 등 다양

한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기가 스마트화되면서 가정 속 디바이스들도 스스로 

단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원격으로 이들을 통제하게 되었

다. IoT의 표 이 정해지지 않아 많은 장비가 각기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해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임워크를 지원

하는 스 치 노드를 활용하여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다양

한 서버를 통제할 수 있다. 다양한 회사 제품으로 구성된 

가정이나 새로운 장비가 자주 투입되며 체 으로 리

가 필요한 공장에 제안된 스 치 노드를 활용한다면 은 

비용으로 손쉽게 다양한 제품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작

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론  향후 연구

   재까지 사물인터넷을 손쉽게 구 하고 활성화하기 

해 많은 오  소스 랫폼  임워크가 등장하 다. 

이들은 서로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API를 제공

하기 때문에 임워크가 다른 장비 간에는 데이터 공유

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ramework 

Switch Node(FSN)는 수신 데이터의 임워크를 목 지 

임워크에 맞도록 변환하여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게 만

들어 다. 그리고 제안된 스 치 노드를 활용하여 Smart 

Home, Smart Factory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FSN을 구 하여 서로 다른 

임워크를 사용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확인하고 성능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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