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2권 제  6호  2017년  12월 369

ⓒ IEMEK J. Embed. Sys. Appl. 2017 Dec. 12(6) 369-375
ISSN : 1975-5066
http://dx.doi.org/10.14372/IEMEK.2017.12.6.369

Ⅰ. 서 론

임베디드 시스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가전제품, 제조현장에서 활용되는 생산로봇 및 

기계, 전기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관리 장치, 농수

산업 장비, 물류 및 수송을 위한 차량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유무선 근거리 통신기술의 발달, 

이동 통신망 보급,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서로 연

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하

나의 거대한 동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

다. 사물인터넷 (IoT, The Internet of Things)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현상은 1999년 처음 소개된 이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생활과 산업에 가장 큰 변화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1].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간의 상호호환성 (interoperability)이

다. 사물인터넷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임베디드 

시스템들이 상호연결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데이터 

구조와 약속된 인터페이스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을 

만들고 관련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

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세계 7개 표준

화 기구가 모여 oneM2M 표준 협의체를 구성하였

으며 2015년 첫 번째 표준인 릴리즈 1을 발표하였

다. oneM2M 표준은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

하고 서로 협업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

을 위한 규약’을 목표로 개발되어 왔으며 이를 기반

으로 대한민국 에스케이텔레콤의 ThingPlug [3], 

미국 인터디지털의 oneMPOWER [4] 등 많은 회사 

및 연구소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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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하고 있다.

oneM2M과 같은 서비스 계층의 표준들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 예를 

들어 디바이스 등록, 데이터 검색 및 관리, 구독 및 

통지,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 과금 등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디바이스 리소스를 접근하

거나 펌웨어 업데이트 등 관리를 위한 동작 제어는 

표준간의 중복개발을 피하기 위해 oneM2M 표준화

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포럼인 OMA (open mobile 

alliance, [5])와 BBF (broadband forum, [6])에서 

규정한 방식을 가져와 oneM2M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환경에서 디바이스 통신을 위한 프로

토콜인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7])이나 대규모 디바이스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인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8])는 프로토콜 바인딩 기법을 통해 시스템 연동

을 지원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oneM2M과 같은 서비스 

계층의 표준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은 리소스와 연결성이 충분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이상적이나,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 (resource-constrained environment)

에서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배터리, 메모리, 네

트워크 상태에 맞추어 동작하고, 수집하는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전송해야 하는 응용 시

나리오에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표준인 oneM2M을 

기반으로 공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

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결된 디바이

스들의 리소스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정된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라 스스로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자

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안한다. 공통 데이터 

구조와 인터페이스로 대표되는 표준의 이점을 그대

로 따르면서, 리소스 모니터링 모듈들을 추가하여 

연결된 디바이스들의 리소스 상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상황과 시나리오에 맞추어 동작하

는 제어 모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된 플랫폼의 동작을 검증한다.

Ⅱ. 관련 연구

1. 사물인터넷 미들웨어

Bandyopadhyay는 사물인터넷 미들웨어가 제공

해야할 주요 특징을 디바이스 관리, 상호호환성, 플

랫폼 이식성, 맥락 인지, 보안 및 프라이버시로 규

정하고 이에 따른 사물인터넷 미들웨어를 조사해 

발표하였다 [9]. Chaqfeh는 기존 사물인터넷 미들

웨어를 조사하여 상호호환성, 확장성, 추상화, 상호

작용, 동적 인프라, 보안 및 프라이버시 등 향후 필

요한 연구분야에 대해 정리하였다 [10]. 특히 서로 

다른 도메인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연동을 위해 

미들웨어의 표준화 이슈에 대해 지적하며 표준화 

된 사물인터넷 미들웨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

근에는 Razzaque가 50개가 넘는 사물인터넷 미들

웨어를 조사하여 기능적 요구사항 (리소스 디스커버

리, 데이터 관리 등), 비기능적 요구사항 (확장성, 

보안, 실시간성 등), 구조적 요구사항 (상호호환성, 

맥락 인지, 자동 적응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11].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미

들웨어 중심으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 동작

을 적응시키는 기능을 하드-코드화하여 탑재하고 

있으나, 보다 더 유연하고 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

응하는 미들웨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Yun은 사

물인터넷 가전기기를 위한 미들웨어로 oneM2M 표

준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ube’를 제안하였

으며 커넥티드 홈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제안

한 미들웨어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보였다 [12].

2. 리소스 제한 디바이스 미들웨어

사물인터넷이 주요 연구 주제로 등장하기 전부

터 스마트폰과 같이 리소스 제한 디바이스를 위한 

미들웨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Perera는 리

소스가 제한된 이동형 디바이스들을 위한 사물인터

넷 미들웨어 MOSDEN (mobile sensor data 

processing engine)을 제안하였다 [13]. 기존의 

Global Sensor Network (GSN, [14]) 프로젝트에

서 개발된 미들웨어 솔루션에 플러그인 구조를 적

용하여 사용성과 확장성을 높였으며, 안드로이드 기

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실제 연결된 센서와 

쿼리의 개수에 따른 CPU, 메모리,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미들웨어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Lane은 모바일 폰에 탑재된 

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를 활용하는 센싱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조 및 관련 이슈

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5]. 또한 Brouwers는 

모바일폰 기반 센싱을 위한 미들웨어인 ‘Pogo’를 

제안하였고, 안드로이드에서 구현 및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 간결성과 전력 소비를 검증하였다 [16].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리소스 제한 디바이스를 위

한 미들웨어는 비표준 시스템을 가정하여 제안되었

으며, 사물인터넷 미들웨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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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조

Fig. 1 IoT system architecture

확장성과 상호호환성이 필수적인 사물인터넷 연동 

서비스 제공 (예, [17])을 위해서는 표준 기반의 사

물인터넷 미들웨어에 리소스 제한 환경을 위한 특

징을 고려한 기능과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Ⅲ.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조

확장성과 상호연동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시스템

을 위해서는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

하다 [17]. 추가로 자가적응에 필요한 기능적 요구

사항과 소프트웨어 구조는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하

였으며 [18, 19],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능 정의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플랫폼, 게이트웨이, 그리고 

연결되는 디바이스들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

랫폼은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하나의 게

이트웨이로 연결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렇

게 다수의 디바이스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

재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일 경우, 게이트웨이 플랫폼

과 디바이스 플랫폼의 제한된 리소스를 상황에 따

라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자가적응 모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2

에서 보듯이, 자가적응 모듈안에 존재하는 자가인지 

모듈이 ‘메모리 부족’을 예측할 경우 연결되어진 디

바이스 플랫폼에게 데이터 보고 주기를 해당 디바

이스의 특성에 맞게 조절함으로서 메모리 부족에 

대한 자가적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필요한 기능을 그림 3과 같은 개별 모듈로 정의하

였다. 게이트웨이의 메모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림 2.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자가적응 시나리오

Fig 2 Self-adaptive service scenario

for IoT systems

그림 3. 자가적응형 소프트웨어 기능별 정의

Fig 3 Self-adaptive software functions

DH (Decision handler)로 보고하는 MAM 

(memory aware module),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자

원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DH로 보고하는 

NAM (network aware module), 디바이스에 연결

된 센서들의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DH로 보

고하는 BAM (battery aware module), 디바이스에

서 수집한 사물 정보를 분석하여 DH로 보고하는 

DAM (data aware module)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DH는 위 네 개의 모듈로부터 보고된 모

니터링 정보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버로 데이터에 

대한 송신을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거나 디바이스

의 데이터 전송 보고 주기 판단 및 조절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2. 자가적응 기능탑재 게이트웨이 구조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센서/액츄에이터 

등의 실제 사물과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

을 수행하는 사물 연동 기능이다. 둘째는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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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가적응형 소프트웨어 적용

IoT 게이트웨이

Fig. 4 IoT GW with self-adaptive software

서비스를 위해 서버 플랫폼과 연동을 통한 사물정

보 제공 및 사물제어 메시지 수신을 수행하는  사

물인터넷 서버플랫폼 연동 기능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는  

그림 4와 같이 사물 연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

물 연동 소프트웨어 (thing interworking software) 

와 사물인터넷 서버플랫폼 연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서버플랫폼 연동 소프트웨어 (IoT  

platform interworking software)를 포함하고 추가

적으로 실제 디바이스의 메모리, 네트워크, 배터리,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적응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self adaptation 

software)의 세 가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내부의 동작을 살펴보면 

MAM 모듈은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OS에서 제공

하는 메모리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메모리 상

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판단결과를 DH로 전

송한다. NAM 모듈은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의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 network interface 

card)에 할당된 자원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네트워

크 자원 활용도를 체크하고 판단결과를 DH로 전송

한다. 또한 Data Receiver로부터 수신된 사물 정보

가 Data Conversion Unit을 통해 자가적응 소프트

웨어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BAM과 DAM 모듈로 전송하고 각각 BAM은 연결

된 디바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DH로 

전송, DAM은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분석

하여 DH로 전송한다.

위와 같은 동작을 통해 DH로 각각의 모니터링 

정보 및 판단정보 (메모리, 네트워크, 배터리, 데이

터)가 통합되면 DH는 현재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사

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전체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사물인터넷 서버플랫폼으로 데이터에 대한 송신을 

수행할 것인지 사물 (즉 디바이스)의 데이터 전송 

보고 주기를 조절할 것인지 판단한다.

DH가 사물인터넷 서버플랫폼으로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 송신을 수행할 경우 Adaptive 

Delivery Control 모듈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는 

IoT Platform Sender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버플랫

폼 연동 소프트웨어로 전달된다. 또한 DH가 사물의 

데이터 전송 보고 주기를 조절할 경우 Adaptive 

Reporting Period Control 모듈로 보고주기 조절 

명령을 전송하고 이는 Thing Sender를 통해 사물 

연동 소프트웨어로 전달된다.

이러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동작을 통해 처음 

기술한 기본 기능 (사물 디바이스 연동, 서버플랫폼 

연동)만 가지는 일반적인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는 다르게 사물 연동에 사용되는 자원과 사물인터

넷 서버플랫폼 연동에 사용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최적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Ⅳ.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위에서 기술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표준 기반 오프소스 연합체인 

OCEAN (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 [20])

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ube’와 서비

스 플랫폼인 ‘Mobius’를 활용하였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플랫폼은 데이

터 발생 및 전송에 대한 자가적응을 수행하기 위해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되는 자가적응 명령에 따라 

센싱 및 보고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게이트웨이에 탑재되는 플랫폼은 게이트웨이가 활

용중인 자원 (메모리, 네트워크, 배터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Cube 플랫폼이 제공하는 

Mobius 연동 기능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이

트웨이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게이트웨이의 자원 상황

에 따라 연결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보고주기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거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의 요청에 따라 수동으로 조절하여 전체적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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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Name Memory RAM External Sensor

SoC TI CC2530

64KB 

In-System-

Programmable 

Flash

8KB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Watt-hour meter

표 1.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하드웨어

Table 1. IoT device hardware

Class. Name Processor RAM OS

Ev.

Board

Innopia Tech 

IOT2

Amlogic S805

(ARM Cortex 

A5-based)

2GB of 

LPDDR3 

RAM

Linux

(Android

4.3)

표 2.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Table 2. IoT gateway hardware

그림 5. 오픈소스 활용 자가적응형 소프트웨어 개발

Fig. 5 Self-adpative software development

웨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

적응 기능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플랫폼은 표 1과 

같이 컴퓨팅 파워가 낮고 인터넷에 직접 연결이 불

가능한 경량의 하드웨어에 탑재하였으며 게이트웨

이 플랫폼의 경우 표 2와 같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

고 하부에 디바이스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탑재

하여 그림 5와 같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

성하였다.

V. 서비스 개발 및 기능 검증

개발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능별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게이트웨이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제

공하는 자원활용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게이

트웨이의 메모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MAM), 네

트워크 자원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NAM)하여 

DH를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의 보고주기를 조절하

도록 명령을 전송하여 전체적인 게이트웨이 자원 

활용성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디바이

스로부터 데이터 수신 시 해당 정보를 분석 (DAM)

하여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동시에 수집

된 배터리 상태 정보를 파악 (BAM)하여 이를 DH

에 전달하는 기능을 검증하였다.

디바이스 플랫폼은 SoC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센싱 데이터 발생 시 메모리, 네트워크 자원의 활용 

상태와 배터리 레벨을 체크하여 (MAM, NAM, 

BAM) 보고주기에 따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기

능의 동작을 확인하고 게이트웨이로부터 보고주기 

변경 명령을 수신했을 시 보고주기에 대한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플랫폼의 각 

단위 기능에 대한 통합 검증을 위해 디바이스-게이

트웨이-서버-서비스의 전반적인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기능이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고 연결된 디바이스들의 보고주기를 조절하

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아래 시나리오 (그림 

6-a)는 보고주기가 Tn으로 설정된 온도센서 디바

이스들이 설치된 방에서 냉방기기의 자동운전 (현재

온도 T_c가 설정온도 T_d보다 높으면 동작, ①)에 

따라 해당 구역의 디바이스들의 보고주기를 Tn에서 

TM으로 조절하고 나머지 디바이스들의 보고주기는 

Tn에서 Tm으로 조절하는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동

작 (②)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시나리오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

해 그림 6-b에서 보이듯이 4장에서 개발한 디바이

스 플랫폼을 탑재한 온/습도센서가 내장된 복합센서

들과 스마트 소켓이 연결된 냉방기기를 실험실 공

간에 배치하였다 (그림 6-c). 최종적으로 냉방이 이

루어졌을 때 냉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처 디바이스의 보고주기가 

TM으로 변화하고 (그림 6-d의 좌상단/우하단 그래

프 참조) 나머지 디바이스들은 보고주기가 Tm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 6-d 우상단/좌하단 그래프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 Y축은 

보고주기를 나타내며 액추에이터 (냉방기기-스마트 

소켓 제어)가 가동이 된 구역 (복합센서 1, 스마트 

소켓 위치)에서 냉방기기로 인한 전력소모가 지속적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 온도 도달 시 냉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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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동작 검증

Fig. 6 Self-adaptive software evaluation

가동을 즉시 중지하기 위한 온도 모니터링이 중요

하므로 해당구역을 집중 모니터링 (보고주기 Tn-> 

TM)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역 

(복합센서 2, 3 위치)의 온도 데이터의 보고주기를 

길게 조절함으로써 (Tn->Tm) 단위시간당 연산량과 

네트워크 자원 활용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가적

응 통합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IoT 게이트웨이의 메모리/네트워크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1차적으로 개별 디바이스

에서 수신되는 온도/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IoT 서

버 플랫폼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 작업 

(HTTP/XML 포맷 변환) 시 메모리 자원 활용도 증

가, 2차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네트워크 자원 활용도가 증가하게 된다. 즉, 하부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의 매 보고주기마다 올라오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중요도 및 상황 분석에 따른 

보고주기의 조절을 통해 서버 전송을 위한 데이터 

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게이트웨이의 메모리와 네

트워크 자원 활용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6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게이트웨이의 활용 가능 

메모리/네트워크 자원에 제약사항을 두고 기능 검증

을 수행한 결과 상황 변화에 따른 디바이스들의 보

고주기를 변경하면서도 동일한 자원 활용도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Ⅵ. 결 론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기능은 확장성과 상호연동

성이며 이를 위해 국제 사물인터넷 표준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연구된 플랫폼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물인

터넷 디바이스의 소형화, 경량화, 저전력, 상황 변화

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리소스가 제한된 디

바이스의 최적화된 리소스 사용을 위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의 메모리, 네트워크, 배터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게이트웨이로의 보고주기 와 사물인

터넷 서비스 서버로의 데이터 송신을 조절하는 자

가적응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하였다. 단위 기능 

검증과 시나리오를 통한 통합 기능 검증을 통해 본 

논문에선 제안한 자가적응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

장성 및 시스템 간의 상호연동성을 보였다. 또한 사

물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의 리소스와 상황 

변화에 따른 자가적응 기능의 유용함을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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