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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IoT 제어를 위한 효율적인 웹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한다. 웹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한 
사물 정보들을 웹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물 정보 수신 모듈
과 웹 뷰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IoT 디바이스가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디바이스의 상태를 각각 확
인하고 제어하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이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웹 기반 환경에서 손쉽게 제어하
고 현재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web service software platform for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In 

order to propose a system configuration that can check the object information on the web in real tim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web service, the object information reception module and the web viewer 

system are configured. As IoT devices grow, the environment becomes too complicated to identify and control 

the status of many devices. We have proposed that these problems be easily controlled in a web-based 

environment and current status information can be viewed in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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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
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
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
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
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
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1]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
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사물인터
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
일한 아이피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
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
서를 내장할 수 있다.[2][3]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
상이 될 수 있어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
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웹 기반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은 웹

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람-사물간 소통이 주를 이루지만, 또한 사물-사
물(M2M) 간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
히 사물인터넷에서는 M2M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물간 정보 교류 시 발
생되는 여러 요인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웹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며, 사물에서 관리 주체에게 
현재 상황을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며, 관리 
주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다시 능동적으로 판단하
여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기술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II. 본  론

사물 인터넷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데이터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산 데이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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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제시하여 데이터 요청에 신뢰성과 즉시성
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센서의 수에 
따른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테스트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사물 인
터넷의 주로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이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으며, 센서 네트워크
는 기존의 인프라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애드혹
(ad hoc) 과는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형성하고 있다. 각 센서 노드들은 센서에서 감지
한 데이터를 싱크(sink) 또는 BS(Base Station)로 
전송하여 인터넷이나 인공위성과 같은 매체의 중
계로 Task Manager 노드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센서 노드들은 기존
의 애드혹 네트워크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무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에서는 모바일 노드들의 라우팅과 QoS 보장 등
이 주요 관심사 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는 이
동성이 적은 매우 적은 센서 노드들의 특성과 그 
응용분야에 따른 토폴로지 구성상의 특징, 그리고 
전원 관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1. 사물 인터넷 서비스 망 구성도.

이를 위해서 본 본문에서는 웹에 적용될 인터
페이스를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를 
하 으며, 이를 적용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그
림 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프린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제안하 다. 

그림 2. 센서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 및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특성과 요구사항
을 분류하고 이러한 특성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
기 위해 프로토콜이 가져야 할 특성을 분석하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로토콜 설계에 향을 줄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의 다양
한 특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네트워크에 
요구할 수 있는 성능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 제안된 서비스 모델.

III. 결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
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
결하는 기술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물인터
넷을 이용하여 웹을 이용한 사물들의 반응을 고
려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 다. 이러한 웹을 이
용한 서비스 모델은 항상 통신 인터페이스를 고
려하여 제안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활용하여 서비스 모델을 고려하 으며, 향후 다양
한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여 웹 서비스 모델을 
고려할 경우 네트워크에 요구할 성능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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