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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  옮긴이 머리말 

IoT는 Internet of �ings, 즉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초등학교 

시절, 8비트 MSX 컴퓨터는 디스켓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

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PC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파생된 우리의 풍요로

운 삶을 돌이켜 보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이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어

떻게 변화시킬지 사뭇 기대된다. SF 영화에서 보던, 상상하던 것들이 이제는 시간문제

로만 느껴진다. 인류의 미래는 그만큼 희망적이다. 

IoT 전문가가 아니라서 ‘옮긴이 머리말’을 어떻게 쓸지를 번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민

해 왔다. 그러다가 번역에서 가장 지루한 작업이기도 하고 마지막 작업이기도 한 인덱

싱 작업을 하면서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이 생겼다는 것이 기쁘다. 인덱싱 작

업은 번역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인덱스 번역을 (처음으로) 정말 재미

있게 한 것 같다. 이유는 옮긴이 역시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수시로 

참고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책은 IoT에 관한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IoT의 정의와 시스템 아키텍처를 시작으로 센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데이

터를 취득하고, 실시간으로 취득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프로토콜과 네트워크)을 

통해 서버로 전달하는지, 데이터를 수신한 서버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빅 데이터, 클

라우드)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서버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스마

트 디바이스(구글 워치,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반지 등)로 정제된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비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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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저자들이 서비스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책에는 로봇이 등장하는데, (비록 개인 의

견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책이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느

꼈다. 

이 책의 인덱스를 보면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인덱스만 봐도 이 모든 것을 IoT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의 놀라움과 함

께,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하는 데 (비단 IoT만 관심 있는 독자만이 아닌, IT를 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것들에 대해 큰 주

제만 간략하게 나열해 보고자 한다. 

“IoT 아키텍처, 센서 디바이스, 센서 네트워크, 이더넷, 게이트웨이, 웹 소켓,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D/A 및 A/D 변환, GPS 위성, GNSS, 서버 구성, 운용/유지 

보수, 블루투스, 데이터 송수신과 처리 과정, 데이터 포맷(XML, JSON 등), 아파치 하

둡/스파크/스톰/머하웃, 맵리듀스, HTTP와 MQTT, 보안, 회기 분석, 클러스터, 클라우

드, RDB/몽고DB/KVS, 프로토타입, 보드 제작 및 소개, 증강 현실, 로봇 등”

이것이 바로 융합이 아니겠는가!

이 책은 레퍼런스 책처럼 두껍지는 않지만, 7인의 저자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저술한 책이다. 따라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나 구성이 알차다고 생각

한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들은 각각의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IT의 가까운 미래는 IoT와 로봇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인간이 해 왔던 일들의 많

은 분야가 초정밀 로봇으로 대체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이 기존에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다면, 이제는 센서 디바이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선의 수를 찾아내고 이를 적용한다. 이는 법, 

의료, 경제, 정치, 스포츠, 문화, 예술,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시대

를 4차 산업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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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IoT 전문가가 아

니라는 핑계로 일부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잘못된 의역을 하다가 실

수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원서의 오류를 

잡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신경을 썼다고 자부한다. 이 책을 통해 IoT

를 익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옮긴이 박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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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센서(sensor)나 디바이스(device)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엔

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ings) 

해설서다.

요사이 IoT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것이다. IoT란,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물이 네트

워크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는 우리의 생활에서 마치 

SF 영화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IoT에서 이용되는 기술은 지금까지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었던 기술들과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다. 또한, 센서나 디바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지식,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지식 등이 필요하다.

웹 서비스와 인터넷에 관한 지식은 IT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분야지만, 센서

나 디바이스 지식은 임베디드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에 특화된 분야다. 이들 두 

분야의 엔지니어가 각각의 특화된 영역을 활용하지 않으면 IoT는 구현할 수 없다. 이에 

더해서 IoT에서는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이나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 등 이른바 데이터 과학자라는 사람들의 특기 영역을 활용하는 경우

도 있다.

물론, 각각의 엔지니어가 상호 간에 특기 분야를 한데 모으면 IoT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기술 영역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의사소통에 문제

가 생길 것이며, IoT 실현이 곤란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IoT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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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접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부족한 분야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1장에서 IoT 전반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

술을 중심으로 IoT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디바

이스 개발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속해서 4장에서는 고

급 센싱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눈부시게 발전해 온 NUI(Natural User Interface)나 위성항

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센싱 시스템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IoT 서비

스를 운용하는 노하우나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 후에 6장부터 8장까지 세 장에 걸쳐 

데이터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등 IoT와 밀접한 분야에 관해 짚어 본다.

이 책은 여러분이 폭넓은 IoT 기술 분야의 전체 모습을 알기 위해 첫걸음을 떼는, 

말하자면 IoT 개발의 길라잡이와 같은 책이다. 각각의 분야에 관해 이미 알고 있는 내

용도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길라잡이로서 여러분

의 서비스 구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대표 저자 가와무라 마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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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식회사 NTT 데이터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집필하였다.

가와무라 마사토(河村 雅人)    1장, 2장 집필

대학, 대학원에서 휴먼 로봇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NTT 데이터에 입사 

후 4년간은 Trac, Subversion, Jenkins를 중심으로 한 사내 개발 환경 구축과 애플리케

이션 생명주기 관리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IoT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센서·로봇·클라우드의 통합 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 및 프로덕트의 선정부터 납땜, 프로그래밍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관

심 분야는 로봇, 센싱, 임베디드 시스템,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론과 같은 다양한 기술과 로봇 해킹 등이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엔

지니어다.

오쓰카 히로시(大塚 紘史)    5장 집필

NTT 데이터 기술 개발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NTT 데이터에 입사하면서 시스템 

기반 보안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였으며, 입사 3년 차부터 로봇 미들웨

어 및 상호작용 AR을 활용한 로봇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IoT/M2M 분

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

저자 소개



xviii  |  저자 소개 

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센서 데이터의 단순한 수집을 넘어 사용 방법을 찾아

내기 위해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해 왔다. 또한,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3D 프린터 등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에도 흥미가 있다. 

취미는 우쿨렐레다. 취미를 가진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2년 전부터 시작했으며, 

매일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비밀리에 음악과 센서 그리고 시스템 융합을 도모하기도 

한다.

고바야시 유스케(小林 佑輔)   6장 집필

NTT 데이터에 입사하면서 공공, 법인,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분석 컨설

팅을 담당하였다. 최근에는 사업에서의 경험을 살린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한 분석이나 신규 사업 분야에 분석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분석의 가능성

을 개척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센서나 로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새로운 서비스나 가

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취미로는 D3 등 가시화 기술을 활용한 분석 결과의 새로운 방법론, 점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판을 활용한 분석 구조에 흥미를 갖고, 매일 밤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긴다.

고야마 다케시(小山 武士)   7장 집필

NTT 데이터에 입사하여 보안에 관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였다. 웹 시스템을 시작으

로 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폭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

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한 업무에 보안 관련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웨

어러블 디바이스 보안의 응용 기술 및 엔터프라이즈용 애플리케이션 연구 개발에 종사

하고 있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포함한 IoT를 활용한 차세대 동향을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장치를 아주 좋아하며, 최근에는 오큘러스 리프트나 안드로이드 웨어, 라즈

베리 파이, 킨들 보이지 등을 사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저자 소개  |  xix

미야자키 도모야(宮崎 智也)   1장 집필

대학에서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구조, 정보 이론 등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NTT 데이터에 입사하였고, 4년간 중앙부처 영업을 담당하며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운용/보수, 기능 추가, 신규 시스템 제안을 진행했다. 그 후 사회 구조에 관한 장래 구

상 그라운드 디자인이나 To-Be 시스템 모델 검토 등 정책 지원을 해 왔다. 현재는 사

회 과제 해결을 위한 로봇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M2M 기술이나 로봇 기술을 활

용한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반의 연구 개발 및 서비스 모델/운용 스킴 입안을 담당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

을 가장 행복해 한다. 엔지니어 지망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상 역할은 영업에 가까워 엔

지니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늘 고민이다.

이시쿠로 유키(石黒 佑樹)   4장, 8장 집필

NTT 데이터 기술개발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로봇에 관한 연

구를 하였으며, 자율이동 로봇이나 네트워크 로보틱스계 기술에 집중하였다. 전문 영

역은 로봇용 미들웨어 활용과 로봇 시스템 통합이다.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가져다

줄 사회 변화’에 흥미가 있으며, NTT 데이터 입사 후는 로봇과 클라우드의 연동 기술

을 기반으로 식물 공장과 패브리케이션 사회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주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애

쓰고 있다.

고지마 고헤이(小島 康平)   3장, 8장 집필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인간 공존형 로봇의 지능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계 

학습이나 고차원 공간 검색 이론으로 기계 제어 응용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

다. 현재는 NTT 데이터 기술 개발 본부에서 서비스 로봇의 사회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반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 과제 해결형 로봇 

서비스 설계 등도 수행하고 있다. 센서 정보의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콘텍스트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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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클라우드와 로봇을 연동한 시스템 등 IoT/로봇에 관련한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치 스톰, 아파치 스파크, RabbitMQ, MongoDB 등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한 것에 흥미가 붙었다. 학생 때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력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오픈 소스 하드웨어나 3D 프린터 등 생산 기술 혁신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의 에메트 브라운(Emmet Brown) 박사를 

동경하며, 피아노와 기타를 아주 사랑하는 엔지니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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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만(Shine Technologies)

평소에 IoT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에 만난 

책입니다. 컴퓨팅, 집적 회로, 센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술이 모두 집

약된 IoT를 차분하게 소개하고 있어 IoT에 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다

만, 비전공자가 읽기에는 다소 어렵고, 전공자가 읽기에는 다소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사물인터넷의 기초 지식을 쌓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박성욱(SK Planet)

IT 업계에서 화두가 된 사물인터넷에 관해 아주 쉽게 이해하고 활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이라는 숲 전체를 잘 보여

주고 있어서 사물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유(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사물인터넷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 트렌드에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첫걸음부터 마주하

게 되는 수많은 이기종 플랫폼과 전문 용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기본 용어와 개념을 쉽고 탄탄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개발과 분석 그리고 응

용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IoT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전체적

인 맥락을 단숨에 파악하시리라 확신하며 추천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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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화(경기과학고등학교)

열심히는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베타리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살짝 아쉬

움이 듭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는 실제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경험보다는 IoT의 전반

적인 개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보라(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원)

이 책을 읽으면서 2015년에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IoT 미들웨어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이 책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아키텍처를 설

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oT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확장성, 보

안 등의 품질 속성을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이 책은 설계에 필요한 패턴, 디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네트워크 부분은 실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레퍼런

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IT 독자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한 ‘그림으로 공부하

는’ 시리즈의 하나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찬주(원티드랩)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IoT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

게 설명하는 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IoT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일반 카테고리에 들어도 좋을 만큼 IT에 종사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의 품질도 좋았고, 오타나 잘못

된 내용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oT 기초지식

01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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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IoT 입문

우선 IoT를 배우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에 관해 정리해 보겠다.

  1.1.1    IoT

IoT(Internet of �ings) 또는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IoT란, Internet of �ings를 줄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시계, 가전제품, 자동차, 집, 심지어 

지금 독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 또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면 IoT에서 말하는 ‘사

물’이 되는 것이다.

IoT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

물’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해 유익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데, 이를 사람의 개입 없이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마법 같은 세상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뜻

한다.

  1.1.2    IoT 동향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시장 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일본 내 2013년 IoT 시장 규모를 약 11조 엔(약 110

억 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2013년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 엔(약 

210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5년 현

재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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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시장은 ‘사물’ 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시장,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

워크 시장, 운용 관리를 담당하는 플랫폼 시장,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

석 처리 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그림 1.1).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장

사물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컨설팅 시장

사물의 액티베이션(activation) 및 인증/과금/
통신 관리를 구현하는 플랫폼 서비스 시장

통신 인프라/통신 디바이스 시장, 
통신 모듈 시장

디바이스와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

보
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디바이스

네트워크

분석 처리

 그림 1.1   IoT 관련 시장

IoT 시장을 만들어 낸 요소로는 초저가형 통신 모듈과 클라우드(cloud)형 서비스 보

급을 들 수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인텔(Intel)은 ‘인텔 에디슨(Intel Edison)’이라는 싱글 

보드 컴퓨터를 시장에 선보였다. 듀얼 코어(dual core), 듀얼 스레드(thread) CPU 및 1GB 

메모리, 4GB 스토리지(storage), 듀얼 밴드(band)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Bluetooth) 

4.0을 우표 크기의 모듈에 탑재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Microsoft 

Azure ISS(Intelligent Systems Service)’라는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 관리

와 처리, 통신 관리 등의 기능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그 밖에도 플랫폼 및 분석 처리, 보안 등의 분야에서도 IoT에 특화한 제품과 서비스

가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시장은 각 분야의 수직 시장(vertical market)에 정통한 사업자와의 제휴 및 트라

이얼 환경의 적극적인 제공, 그리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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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IoT가 실현하는 세상

  1.2.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IoT가 실현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트워크에 연결한다’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자. 

1990년대 초에는 기존의 메인 프레임을 중심으로 했던 중앙 집중 처리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client server) 중심의 분산 처리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1990년대 후반부

터는 인터넷과 웹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집중처리가 트렌드가 되었다. 이

것이 웹 컴퓨팅이라는 개념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PC, 서버, 모바일 기기 사이

의 정보 교환이 간단해졌다.

2000년대 초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유

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그림 1.2).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비롯하여 게임기, TV 등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던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

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웹 컴퓨팅

사람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 PC

정보

서버

PC 메인
프레임

인터넷

모바일 PC

정보

서버

PC 메인
프레임

TV 태블릿

게임기 휴대전화

Internet of Information
(정보)

Internet of People
(사람)

 그림 1.2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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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사물인터넷 접속

브로드밴드(broadband, 광대역)의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가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디바이스에 탑재할 수 있는 초저전력(XLP, eXtreme 

Low Power) 센서의 출현과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던 

PC나 서버, 스마트폰 등의 IT 관련 디바이스 외에도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1.3). 자동차나 가전기기, 집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구글 글라스

(Google Glass), 애플 워치(Apple Watch)와 같이 안경이나 시계, 액세서리 등 몸에 부착하

는 사물 또한,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람

인터넷

모바일 PC

정보

서버

PC 메인
프레임

TV 태블릿

게임기 휴대전화

Internet of People
(사람)

Internet of Things
(사물)

모바일 PC

서버

PC 메인 프레임

인프라

건물

도서

로봇

센서
디바이스

 가전

인터넷

태블릿

자동차

휴대전화

생활용품

게임기

의료기기

TV

농장

사물

사람
정보정보

 그림 1.3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사물’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에 관해 이해가 되었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렇

게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삶이 얼

마나 편리해지는 것일까? 

이어서 IoT가 초래할 세상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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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M2M이 실현하는 사회

M2M(Machine to Machine, 사물 간의 통신)은 IoT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다(그

림 1.4). IoT와 M2M은 같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다. M2M이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을 말한다. 즉, 기계

와 기계가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IoT는 취득한 정보를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M2M보

다는 IoT가 더 폭넓은 개념이다.

단독주택

사무용 빌딩

농장

병원/진료소

관공서

스마트폰
소매업

자판기

자동차/EV

도로/대교

공장/창고

교통/EV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음료
온라인 검량

시설 감시

교량 감시
공장 설비 감시

원격 보수

에너지
에너지 관리

공기 조절 제어
농업

생육 환경 관리

건강관리
간호

건강 예방

방재
수위 측정

홈
오토메이션 장치

단말 관리

마케팅
구매 행동 트렌드 예측

디지털 간판

M2M 통신

 그림 1.4   M2M 통신이 실현하는 사회

모든 사물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언제 어디서라도 컴퓨터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

비쿼터스 컴퓨팅의 세계. 이를 지탱하는 M2M 통신은 스마트 커뮤니티(smart com-

munity)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사회를 지탱하는 인프라로서 점점 실현되기 시

작했다.

또한, M2M 통신은 3G(3Generation)나 LTE(Long Term Evolution) 회선 등을 거치는 통

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의 유무선 통신도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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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의 정보와 인터넷 정보에 더해 디바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세계의 상황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히 기업의 정보 활용이 더

욱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2.4    IoT가 실현하는 세계

M2M 통신으로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편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수백억 대의 디바이스가 연결된다면 어

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몇몇 고가 산업장비 등의 통신을 이용해 사물을 원격제어해 왔다. 앞으

로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소비자용 저가 디바이스의 통신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고급 센싱 기술의 보급으로 현실 세계를 파악·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 사물, 사회,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량 수집됨에 따라 산

업경쟁력 강화, 도시·사회제도 설계,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재 시스템 등 새로운 인프

라 구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디바이스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 연결성(기기나 시스템 간의 상

호 접속 및 결합)을 가진 디바이스가 증가할 것이며, IoT 트렌드는 이런 현상을 향해 나

아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IoT가 실현하는 세상 이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스마트 디바이스

2. 연결성을 가진 사물

3. 네트워크

4. 웹 시스템

5. 데이터 분석 기술

이들의 조합으로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현재, 스마

트 홈(smart home, 가전제품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장치를 연결해 제어하는 기술)을 위한 디

바이스가 이미 시판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립스 휴(Philips Hue, 밝기 및 색을 IP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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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거쳐 제어할 수 있는 전등)와 네스트(Nest, 공기 조절 같은 기기 제어 및 설정 값을 학습

하는 디바이스 컨트롤러) 등이 있다. 이것들을 웹 시스템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스

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시켜 사람의 움직임이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그림 1.5). 

집
연결된 사물

에어컨

연결된 사물
전구

네트워크

연결된 사물
디바이스 컨트롤러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기술 웹 시스템

③ 사람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공기 
조절 및 전구에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① 가전제품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②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음성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를 
추측한다.

④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제어 
신호에 맞게 설정을 
변경한다.

 그림 1.5   사람의 상태에 따라 자동 환경 제어 - 스마트 홈의 예

단순한 제어를 넘어 ‘근거리 통신에 의한 제어 자동화’, ‘기계학습에 의한 자동 판단’ 

등의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향후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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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표준화 활동

IETE(The Institution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s)와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의 표준화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IoT 추진을 둘러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퀄컴(Qualcom)의 지지를 받아 IoT를 추진하는 단체인 ‘올신 얼라이언스

(Allseen Alliance)’가 설립되었다. 업체 간의 울타리를 넘어 냉장고나 오븐, 전등 등 모든 것

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통일 규격을 정하자는 생각이다.

2014년 7월에는 인텔과 삼성이 후원하는 IoT 단체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가 

설립되었다. IoT에 관련된 디바이스의 규격과 인증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공개된 규격을 각 업체가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앞으로 IoT의 보급을 좌우하는 열

쇠가 달려 있다. IoT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는 이 같은 표준화 동향에 따른 제품의 선정을 고

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olumn

1.3  |  IoT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

IoT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요소가 필요하다. 센서 등의 전자 부품, 전자 

회로를 시작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하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각각의 기술에 관해 다루겠다. 상세한 내용은 2장 이후

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겠다.

  1.3.1    디바이스

IoT는 지금까지의 웹 서비스와는 달리 디바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디바

이스는 센서라고 불리는 전자 제품이 내장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을 말한다. 예

를 들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디바이스의 한 종류다. 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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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몸에 지니는 시계, 우산과 같은 것도 조건이 만족한다면 디바이스가 된다(그림 

1.6).

IoT서비스

우산 개폐 현재 위치

웹 열람
착용자의 

생체 신호(vital sign)
전원 

ON/OFF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

 그림 1.6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

이들 디바이스는 ‘센싱(sensing)’과 ‘피드백(feedback)’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서 각각에 관해 설명하겠다.

◉ 센싱 역할

센싱이란, 디바이스 자신의 상태나 주변 환경의 상태를 수집해서 시스템에 알려 주

는 동작이다(그림 1.7).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방문의 개폐 상태, 방의 습도나 온도, 방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말한다. 디바이스는 센서라는 전자 부품을 이용해서 이 동작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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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산에 개폐를 감지하는 센서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면, 여러 우산의 개폐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비가 오고 있는지를 조

사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펼쳐 있는(쓰고 있는) 우산이 많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

다고 추측할 수 있다. 거꾸로 접혀 있는 우산이 많은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디바이스 주변 환경을 센싱하여 습도나 온도 등의 정보도 수

집할 수 있다. 

문의 상태를 센싱한다.

센싱의 역할

주변 환경을
센싱한다.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네트워크

온도

습도

빛

문의 개폐
문이
잠겨 

있는가

 그림 1.7   센싱의 역할

◉ 피드백 역할

또 하나의 역할은 시스템으로부터 알림을 받아서 정보를 표시하거나 지시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그림 1.8). 시스템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일련의 피드

백을 수행하고, 실세계로 액션을 실행한다.

피드백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 가시화(visualization), 알림, 제어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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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의 역할

시스템이 전송하는 지시

문의 개폐

빛의 변화

사물의
상태 변화

온도/습도의
변화

전원 ON/OFF

문 잠그기/
열기

온도 설정 변경

네트워크

 그림 1.8   피드백의 역할

요청(request)

가시화 화면

디바이스
제어 명령

푸시(push)
알림

환경 또는 디바이스
상태 변경

시스템이 판단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한다.

네트워크

가시화 

네트워크

알림

네트워크

제어

센싱 결과 화면 또는
디바이스 관리 화면을

표시한다.

 그림 1.9   피드백의 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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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피드백의 예를 통해 일어날 법한 생활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첫째, ‘가시화’는 IoT 서비스가 수집한 정보를 PC 또는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액션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가시화는 

가장 간단한 피드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실내의 현재 온도나 습도를 가시화하는 

것만으로 사용자는 환경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둘째, ‘푸시 알림’은, 예를 들어 서버에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하여 메

시지를 표시하는 것처럼 사물의 상태에 관한 이벤트를 시스템이 감지해서 디바이스에 

알린다.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SNS 시스템이 팔로잉(follow-

ing)하는 친구의 식사나 여행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빈번하게 알린다. 이것도 푸

시 알림의 일종이지만, 때론 짜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러나 독자가 마트에 가는 경우, 

집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있다는 정보나 싱크대의 세제가 거의 다 떨어졌

다는 등의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받는다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디바이스의 동작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다. 

어느 여름 저녁, 당신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귀가하는 도중, 스마트폰은 GPS를 이용

하여 얻은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은 걸음 속도를 IoT 서비스

로 알린다. 그러면 서비스는 당신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

하여, 귀가 시간을 예측한 뒤 에어컨이나 공기 조절과 같은 시스템의 동작을 수행한다. 

당신이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가장 쾌적한 상태의 환경이 되어 있다.

  1.3.2    센서

이전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디바이스 및 환경 상태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센서라

는 전자 부품을 이용한다. 

센서는 물리적 현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온도나 습

도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나, 초음파나 적외선 등 인간이 느끼기에 어려운 현상

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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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에 이용되는 이미지 센서 역시 렌즈로 들어온 빛을 3색의 광원으로 인

식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이것도 센서로 분류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1.10은 대표

적인 센서의 종류를 보여 준다. 이들 센서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미지를 촬영한다.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디바이스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지자기를 감지하여
방향을 알 수 있다.

온도를 측정한다. 습도를 측정한다.

이미지 센서 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그림 1.10   대표적인 센서의 종류

센서가 출력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시스템은 사물의 상태나 환경의 상태를 알 수 있

다. 이들 센서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다양한 사물에 복합적으로 내장되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화면의 기울기를 감지하기 위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음성 마

이크, 이미지 촬영을 위한 카메라, 나침반 역할을 하는 지자기 센서 등이 포함된다.

센서 자체를 직접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노드(sensor node)라는 것도 

있다. 센서 노드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Wi-Fi) 등의 무선 통신 장치에 배터리가 포함

된 센서를 말한다. 이들은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불리는 전용 무선 라우터(router)에 

접속되어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그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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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센싱 데이터의
전송

 센서와 통신 기능이
포함된 디바이스

센서 노드 C

센서 노드 B

센서 노드 A 센싱 데이터의
집약

 그림 1.11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예를 들어, 농장 등에서 식물을 육성하는 환경을 계측하거나, 실내 온도 또는 습도

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이들 센서 노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밖에도 다

양한 제품으로 발매 중인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가속도 센서나 맥박 측정

기를 갖추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인간의 생활 리듬이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IoT 서비스는 센서를 이용하여 사물(디바이스나 환경, 사람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를 위

해 어떤 센서와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좋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3.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디바이스를 IoT 서비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IoT 서비스에 연

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디바이스끼리 접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IoT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12). 하나는 디바이스 간 접속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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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이고, 다른 하나는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디바이스 간 연결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터넷

 그림 1.12   IoT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

◉ 디바이스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중에는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 디바이스를 서

로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디바

이스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연결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소개했던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 밖에도 웨어러블 디바

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거쳐 IoT 서비스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규격으로는 블루투스와 지그비(ZigBee)가 있다. 이들 규격은 근거

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표준 기술로서 특장점으로는 근거리 통

신을 위한 무선 접속인 점, 초저전력인 점, 그리고 디바이스에 쉽게 내장할 수 있는 점

을 들 수 있다. 

디바이스 간 접속은 1:1 접속 외에도 1:N, N:N 접속이 있다. 특히 N:N 접속의 경우

를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라고 한다(그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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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바이스의
통신을 중계한다.

1:1 접속 통신을 대신 처리한다(위임).

복수의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집계하고 통신을 중계한다.

1:Ｎ 접속
데이터를 집약하며, 시스템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수를 줄인다. 

메시 형태로 접속되어 
통신 거리 및 고장에 관한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N:N 접속 고장 난 디바이스 이외의 것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그림 1.13   디바이스 간 네트워크 연결

메시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통신 규격으로는 지그비라는 규격이 있다. N:N 통신을 

통해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를 중계해 가면서 원거리까지 통신할 수 있으며, 만약 

어떤 디바이스가 통신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통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대신 통신해 

주는 이점도 있다.

이와 같은 디바이스 통신 규격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루겠다.

◉ 디바이스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는 인터넷 회선이 이용된다. 특히 3G

나 LTE 등의 모바일 회선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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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protocol)은 HTTP나 웹소켓(WebSocket) 등 현재 웹 서비스에서 폭넓게 사

용되는 프로토콜 외에도, MQTT(MQ Telemetry Transport)라는 M2M과 IoT를 위해 만

들어진 경량 프로토콜도 이용된다. 프로토콜에 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3.4    IoT 서비스

IoT 서비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이다(그림 1.4).

IoT 서비스

디바이스

데이터 송신데이터 송신

데이터 수신데이터 수신

데이터데이터

데이터데이터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처리와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수신한 데이터로부터
판단을 수행한다.

 그림 1.14   웹 시스템의 역할

이번 절에서는 각 역할에 관해 살펴보겠다.

◉ 데이터 송수신

일반적인 웹 서비스는 웹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HTTP 요청을 서버에서 처리하고 출

력된 결과를 HTML로 응답하며, 웹 브라우저는 이를 화면에 표시한다. 이에 반해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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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서는 웹 브라우저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직접 보내는 데이터(센서가 수집한 데이

터 또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조작에 의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디바이스와 IoT 서비스

의 통신 방법에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있다(그림 1.15).

동기 방식의 통신에서는 디바이스에서 IoT 서비스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IoT 서비스

에서 수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를 하나의 통신(세션(session))으로 다루게 된다. IoT 서

비스가 피드백을 디바이스에 보낼 때에는 디바이스에서 메시지를 요청하면 IoT 서비스

가 응답으로서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 방식은 디바이스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IoT 서비스는 메시지를 송신할 수 없지만,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디바이스의 요청이 있으면 메시지를 전송

할 수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방식이다.

비동기 방식의 통신에서는 디바이스에서 IoT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통신(세션)으로 다룬다. 또한, IoT 서비스가 피드백을 디바이스에 보낼 때에는 

IoT 서비스에서 디바이스에 임의의 시점에 데이터를 송신한다. 따라서 IoT 시스템이 메

시지를 보낼 대상의 IP 주소를 미리 알아야 한다.

IoT 서비스

동기식 통신

비동기식 통신

디바이스에서
요청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 불가능

불특정 다수의
디바이스와 통신 가능

IoT 서비스 웹 시스템이 결정한
타이밍에서 데이터

전송 가능

디바이스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요청
데이터

응답
데이터

데이터

비동기

데이터

 그림 1.15   웹 시스템과 디바이스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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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설명할 것

이다.

◉ 데이터 처리와 저장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은 그림 1.14에서 본 것과 같이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제어를 판단

한다.

디바이스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컴퓨터가 다루기 쉬운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이미지, 음성, 자연언어 등 컴퓨터에서 직접 다루기 힘든 구조

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또는 비구조화 데

이터(unstructured data)라고 한다. 처리 과정은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 및 추출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나 음

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추출된 데이터로 디바이스가 수행해야 할 내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방 온

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어컨 동작 여부를 판단하거나 습도를 설정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와 저장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장된 데이터

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배치(batch) 처리 방식과 수신된 데이터를 연속해서 처리하는 

스트림(stream) 처리 방식이 있다(그림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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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처리

스트림 처리

임의의 간격으로
데이터를 일괄 취득

처리 데이터

수신한 데이터는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를
일괄 처리

수신 데이터

처리 결과나 원본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림 1.16   데이터 저장과 처리 타이밍

방 온도 변화에 따른 에어컨 동작의 변경 처리는 에어컨에 지시를 내리고 온도가 변

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온도의 값을 계속 기록하고, 정

기적으로 처리를 수행하는 배치 처리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에어컨 전원을 켜도록 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스트림 처리가 

적절하다.

  1.3.5    데이터 분석

이전 절에서 온도 센서와 에어컨 동작의 관계에 관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예와 

같이 ‘방 온도에 적합하게 에어컨을 제어하는 것’은 간단히 구현할 수 있을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동 결정에 관한 방 온도 값, 즉 온도의 임계치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임계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에어컨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값과 사람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값은 다를 

것이다. 또한,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센서 값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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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부터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센서 값을 사람이 어림잡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분석이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통계적 분석과 기계 학습이라는 두 가지 방법

을 이용한다(그림 1.17). 여기서는 통계 분석과 기계 학습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 살펴

보도록 하자.

통계 분석~ 인간의 수작업에 의한 분석 작업~

기계 학습 ~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지의 상태(알 수 없는 상태)를 기계적으로 추정~

학습

미지의
(알 수 없는)
데이터 추정

학습 데이터

미지의
(알 수 없는)

데이터

기계 학습
알고리즘

F(x) ∫ dx/dt
Σ Ω γ

 그림 1.17   데이터 분석의 두 가지 방법

◉ 통계 분석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은 수집된 빅 데이터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일의 연관성

을 밝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저전력을 지향하는 에어컨을 위해서 일정 온도에서 에

어컨이 동작하고 있을 때 온도와 에어컨의 소비 전력을 조사하고 그래프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자(그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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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온도

y = αx + β

α와 β를 구하면 데이터의
관계를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1.18   에어컨의 전력과 실내 온도의 관계에 관한 예

이 관계로부터 실내 온도에 관한 소비 전력을 가장 최소로 동작하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임계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는 그래프를 만들고 해당 그래프로부터 읽어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통계

적인 수단으로는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설

명하겠다.

◉ 기계 학습

통계 분석은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은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다.

기계 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의 관계성에 관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학습

한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응하는 값을 출력하게 된다.

기계 학습에는 학습 단계와 식별 단계가 있다(그림 1.19).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기

(learner) 프로그램이 주어진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관계성을 파악해 간다. 학습 단

계의 결과로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파라미터(parameter)가 출력되고, 

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분류기(classi�er)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이 분류기에 알 수 없

는 미지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그 값에 가장 근사치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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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값
[151, 1564, 48654］
[6, 165, 456, 465］
[465416……….

알고리즘
파라미터
α=0.14
β=0.86
γ=1.26 

학습 단계

학습기

특정 값
[151, 1564, 48］

식별 단계

식별기
식별하고 싶은

데이터
식별하고 싶은

데이터

식별하고 싶은
데이터 예

식별하고 싶은
데이터 예

두 종류로
분류된
데이터

두 종류로
분류된
데이터

 그림 1.19   기계 학습의 예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하여 방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식별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방에 사람이 있을 때의 센서 데이터와 방에 사람이 없을 때의 센서 

데이터를 준비한다. 이 데이터들을 학습기에 전달하면 식별기를 만들기 위한 파라미터

를 얻을 수 있다.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식별기에 센서 디바이스로부터 보내

진 데이터를 입력하면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식별기가 출력하게 된다.

이는 분류 문제라고 불리는 기계 학습의 한 예로서, 데이터 분류를 위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는 스팸 메일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베이지안(bayesian) 필터 또는 도큐먼트

나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분

류 문제 외에도 기계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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