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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환경에서 수집 데이터 관리의 주요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획득을 기반으로 잘 정의된 명세에
따라 센서로부터 외부환경의 센싱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센싱 자료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활용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는 다양한 센싱 정보에 대한 체계적 표현과 수집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센서 표현을 위한 CDM(Common Device Model) 공통장치 모델 기반의
SML을 제안한다. SML은 IoT 장치의 상세명세를 포함한 정적정보 및 센싱 값에 대한 수행과정의
동적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MQTT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수집 환경을
기술한다.

Abstract
The main function of data aggregation management in IoT environment is to collect sensory data
based on real-time data acquisition from sensors well-defined in outsid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hat the collected sensory data is used for making a business decision. Automation of data aggregation
is required to represent sensors systematically and data aggregation mechanism. In this paper, we
propose SML based on CDM(Common Device Model) that is a data model for an integrated sensor
with diverse sensors. SML represents metadata related with details of specification about static
information of a sensor and sensor data from sensor data in runtime. We also present MQTT protocol
based data aggregation environment.
Keywords: IoT, Data aggregation, CDM, SML, MQTT

Ⅰ. 서론
IoT 용어는 1999 년 MIT Auto-ID 에서 제안되었으며, RFID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인
Casagras 는 데이터 캡쳐 및 통신 기능의 가용성을 활용해 물리적 객체 및 가상 객체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로 정의하였다[7]. 최근 다양한 센서 및 측정장치의 개발 및 저렴한
가격으로 IoT 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이들의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센싱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 Mar. 19, 2019, Revised: Apr. 02, 2019, Accepted: Apr. 05, 2019

M.W.Hong and Y.H.Kang : IoT based Data centric sensory data aggregation environment

21

IoT 환경의 자료처리는 빅데이터의 세가지 특성인 데이터 다양성(variety), 데이터
크기(volume) 및 데이터 증가 속도(velocity)를 갖는다. IoT 환경의 생태계는 각종 센서 및
측정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인해 빅데이터 처리를 요구한다.
IoT 환경에서 수집데이터 관리의 주요기능은 실시간 데이터 획득을 기반으로 잘 정의된
명세에 따라 센서로부터 외부환경의 센싱 자료를 수집한다. IoT 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각종 센서를 탑재한 디바이스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야 하며, 생성되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또는 가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집된 센싱 자료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활용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는 다양한 센싱 정보에 대한 체계적 표현과
수집 메커니즘이 요구된다[3,4].
본 논문에서는 통합 센서 표현을 위한 CDM(Common Device Model, 공통장치 모델) 기반의
SML 을 제안한다. SML 은 IoT 장치의 상세명세를 포함한 정적 정보 및 센싱 값에 대한
수행과정의 동적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MQTT 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
수집 환경을 기술한다.

Ⅱ. 관련연구
IoT 환경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과 RFID 의 효율적인 통합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통합 환경에서 통신하는 사물의 범위를 넓혀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들이 인터넷 범위로 포함되어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 사용자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는 자체 내장된 센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스트리밍 기반 센서데이터 운영 환경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응용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파이프-필터(Pipe-and-Filter) 패턴을 이용한다. 파이프-필터 패턴에서 각 컴포넌트는 입력과
출력 집합을 갖는다. 컴포넌트는 입력단(input end-point)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읽고
출력단(output end-point)에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한다. 필터는 데이터 스트림 변환에 사용하며,
변환 결과는 이를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에 전달한다[8].
2013 년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 의해
표준화된 MQTT 는 사물인터넷과 같이 자원이 제한된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이다. MQTT 는 다수의 사용자, 디바이스를 지원하며 응용 코드 변경 없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물인터넷 응용 프로토콜 보다 유연성과 확장성, 그리고 신뢰성이
뛰어나다[5]. MQTT 는 IoT 환경에서 활용이 용이한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경량의 Publisher/Subscriber(Pub/Sub) 메시징 프로토콜
- M2M 와 IoT 에서의 사용
- 저전력,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No TCP/IP 기반에서 운용

Figure 1.은 MQTT 의 메시징을 위한 모델인 Publisher/Subscriber 모델을 보인 것이다.
MQTT 는 게시자와 구독자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하는 Broker 가 필요하다. Broker 는 MQTT
Message 를 중계하는 물리적인 서버이다. MQTT 의 토픽은 /(slash)로 구분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MQTT 는 발간을 할 때는 보내고자 하는 토픽과 데이터를 전송하고 구독을 할 때는
해당 토픽으로 오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독한다.
MQTT 프로토콜은 요청/응답 패턴이나 이벤트 구독패턴 대신 게시(publish)/구독 (subscribe)
패턴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게시/구독 패턴은 세가지 개체로 구성된다.
- 게시자 publisher : 메시지 중개자에 연결하여 콘텐츠를 게시한다
- 구독자 subscriber : 게시자처럼 메시지 브로커에 접속하여 원하는 내용을 구독한다
- 메시지 중개자 message broker : 게시된 콘텐츠를 구독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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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ublisher/Subscribe Model

Ⅲ. 데이터 수집 시스템
3.1 아키텍처 설계
IoT 서비스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다음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지원하여야 한다.
 IoT 는 자체적인 사물에 센싱과 같은 기능을 내장시키고 이들 간에 통신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행태 및 상황을 인식하여 신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oT 환경에서 응용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IoT 디바이스는 단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며, 변환을 통해 응용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IoT 응용은 유무선 통신, 센서 등의 다양한 IoT 기술을 적용하며 서비스 지향 환경
구축한다.
서비스 시나리오 운영을 위해서는 사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적기에 수집하고 분석
및 예측하여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의
주요 요구기능은 다음과 같다.
 IoT 장치 등록을 위한 프로파일 관리
 IoT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IoT 서비스 및 응용 프로파일 관리

Figure 2.의 설계된 아키텍처는 테스트베드 관리 서버, IoT 장비 핸들러 및 IoT 장치
레지스트리로 구성된다. 테스트베드 관리 서버는 MQTT 와 같은 Pub/Sub 메커니즘에서
구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센싱 데이터와 예외, 오류 및 결함 등의 센서 상태를 전달받는다.
IoT 장치 핸들러는 게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벤트 계산시스템으로 동작한다. 이는 입력 받은
데이터 소스인 센서로부터 수집된 센싱 데이터의 필터링(filtering)을 수행한다[6]. IoT 장치
핸들러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센서는 SML 에 따라 기술하며 테스트베드 서버는 전달된 센싱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해당 명세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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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oftware architecture for notification-based data aggregation testbed
3.2 CDM
IoT 네트워크는 사물(객체)들이 주어진 시간 및 공간에서 연결되어 구성되며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 의해 활용된다. 이들 사물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처리한다. 사물을 표현하는 객체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통합 센서의 형태로서 변환되며,
통합센서는 센서, 액츄에이터 및 처리 장치로서 구성된다. CDM 은 통합센서를 갖는 IoT 장치의
상세명세를 포함한 정적 정보 및 센싱 값에 대한 동적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센싱 데이터의 수집 및 전송양은 CDM 메타데이터의 동적정보의 데이터 수집
계획(Data collection plan)을 기반으로 정의된다. 전체 네트워크 처리율을 반영하여 IoT 장치의
데이터 전송율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이 실험에서는 가상 센서의 관리를 위해 CDM 를 기반으로 IoT 장치를 등록한다. 이를 위해
IoT 장치의 식별자를 읽어 이를 IoT 장치 식별자로 등록한다. 각 IoT 장치는 신뢰성을 검증하기
전까지 임의의 사용시간 TTL 을 부여 받아 센서의 수집정보를 통합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전송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3.3 실험 환경 및 결과
구성된 실험환경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CDM 을 기반으로 SML(Sensor Markup Language)를
설계하였다. Figure 3.은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센서의 전체 구조를 보인 것으로 소프트웨어
센서를 1 개 이상의 물리 센서로 구성되며 SML 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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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verall integrated sensor structure

정의된 SML 에서 소프트웨어 센서의 이름과 설명을 엘리먼트 Name 과 엘리먼트
Description 을 통해 기술하며 구성된 물리센서에 대한 정보는 엘리먼트 Sensor 에 기술한다.
엘리먼트 Sensor 는 측정하는 값의 범위 및 해상도를 기술한다.
센싱 데이터의 수집 체계 정의는 node-red 를 활용하며, 센싱 데이터를 JSON 메시지로
구성하여 전송한다. Node-RED 는 IBM 의 Emerging Technology Services 팀이 개발한 흐름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flow-based programming tool)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언어를 제공한다. Pub/sub 데이터 전송을 위해 MQTT 미들웨어인 Mosquitto 버전 1.4.10 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센싱 데이터 출판을 위한 Python 응용을 구성하며 이를
위해 mqtt-paho 패키지를 사용한다. 출판된 센싱 정보는 클라우드의 리눅스 서버에서 수집한다.
구독자 응용 역시 Paho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Figure 4.는 node-red 를 통해 구독된 온도
및 습도 정보의 JSON 형식 데이터를 보인 것이다.

Figure 4. subscribed sensory data with temperature and humidity in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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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외부환경의 센싱 자료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데이터수집 환경을 구성하였다. 설계된
환경에서는 MQTT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온도 및 습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온도 측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센서는 CDML 을 참고하여 SML 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센싱
데이터의 유효성 및 상태에 따른 이벤트 처리를 수행한다. 자동화된 테스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높은 운영 편이성을 위해 node-red 을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결과 자료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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