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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해 인간의 명시  개입 없이 상호 력 으로 센

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  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인 IoT(Internet of Things)에서 센

싱된 정보를 처리하고 서비스하기 한 환경을 시 소에 배치(Depolyment) 하기 하여 클라우드 서

비스와의 연동방법에 해 본 논문에서 연구하 다. Public Cloud환경에서 Hadoop Cluster를 구성하여 

IoT 서비스에 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구축하면 폭발 으로 증가하는 IoT 데이터를 장하고 빠

른 시간안에 이를 효과 으로 처리  분석하기 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분산 장소에 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있는 지식을 발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Public Cloud 환경에서 Hadoop Clouster를 구성하여 Io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과 으로 처리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속한 확

산에 따라 모바일 통신산업의 패러다임이 ‘음성통화’에서 

‘어 리 이션’으로 환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정보에 

한 인식이 “개발, 공유, 참여, 확산”과정을 통한 개인화

와 라이  스타일의 변화 추구를 한 용도에 많은 심

을 가지기 시작했다.[2] 이러한 환경의 향으로 

IoT(Internet of Things)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주변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직  가공하여 처

리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

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해 

인간의 명시  개입 없이 상호 력 으로 센싱, 네트워

킹, 정보 처리 등 지능  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

망인 IoT(Internet of Things)환경에서 생성된 정보를 처

리하고 서비스하기 한 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폭발 으로 증가하는 IoT 데이터를 장하고 

수집· 장된 데이터를 통해 효과 인 IoT 서비스 제공환

경을 구축하기 해 Public Cloud를 활용할 수 있다. 

Public Cloud에서 Hadoop Cluster를 구성하면 데이터의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SW창의

연구과정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502-13-1071)

* 교신 자

처리  장 뿐만 아니라 분석·가공하여 여러 분야에 응

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게 장된 데이

터를 분석하면 새로운 지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는 Public Cloud 환경에서 Io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

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방법에 해 제안 

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는 특정 정보나 데이터가 서버 상에 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해당 서버에 

속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의 효율  운용을 의미한다. 서비

스 제공 형태에 따라 IaaS, PaaS, SaaS 로 나  수 있다. 

한 서비스 사용방식에 따라 특정 조직이나 단체만을 

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설(Private) 클라우드와 특정 목

이나 사용자의 제한 없이 공용으로 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공용(Public) 클라우드로 나  수 있다. 최근에

는 고수 의 보안을 요구하는 일부 서비스들을 사설 클라

우드로 설정하고 수 의 보안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은 

공용 클라우드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하이 리드(Hybrid)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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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의 3  주요 구성 요소

[그림 1] AWS 서비스 구조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시스템은 한 시스템의 규모를 넘

어 ‘시스템의 서비스’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유틸

리티 컴퓨 을 사용함에 따라서 비용을 내는 서비스 이용

자들, 인 라시스템 단에서의  커지는 장 데이터의 

처리, 가상화 기술, 다양한 서비스간의 통합과 연결, 어

리 이션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컴퓨  규모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방법론을 고려할 때,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어 리 이션의 입장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성하

고 설계를 하며, 시스템이 스스로의 에코시스템화 되어 안

정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과 다양성으로부터 

기능의 정상화와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복잡

한 IoT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다.

AWS(Amazon Web Service))

AWS(Amazon Web Service)는 아마존닷컴이 운 하는 

Public Cloud 랫폼을 구성하는 분산 컴퓨  서비스의 

집합이다. 제 세계 Public Cloud 시장에서 독보 인 

치에 있으며 가장 효율 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다. AWS 서비스는 웹 호스   컴퓨  자원을 서비스

하는 EC2(Elastic Compute Cloud), 스토리지 서비스인 

S3(Simple Storage Service), Queue 서비스를 한 

SQS(Simple Queue Service),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한 SimpleDB와 RDS(Relational Database System)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WS 서비스는 Management Console라는 Web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개발자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하면 IoT 환경에서 서비스 하

기 한 Instance Image를 EC2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

할 수 있으며 S3를 이용하여 HDFS를 구성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EMR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Hadoop 

Cluster를 구성하고 MapReduce Job이 실행 가능하다. 이

러한 장 을 이용하여 IoT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면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환경 구축

이 가능해진다.

 2-2 IoT(Internet of Things)

Iot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물은 유무선 네트워크에서의 

end-device 뿐만 아니라,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자장비, 

문화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  사물 등이 포함되며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M2M(Machine to Machine)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실과 가상세계의 모

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하 다. IoT의 3  

주요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 라 

기술 그리고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는데 데이

터의 수집, 장, 처리, 분석을 한 IoT 인터페이스 기술

이 응용분야에 특히 필요하다.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정보의 센싱, 가공/추출/처리, 장, 단, 상황 인식, 인지, 

보안/ 라이버시 보호, 인증/인가, 객체 정형화, 온톨러지 

기반의 시맨틱, 오 센서 API, 가상화, 치확인, 로세스 

리, 오  랫폼 기술, 미들웨어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

술, 웹 서비스 기술, 소셜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을 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2-3 Hadoop Cluster 구성 요소 기술

IoT 환경에서의 효과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시스템 

연구는 기술 으로, 오 소스 로젝트인 Hadoop 과 Eco 

System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장  리를 통해 새로

운 지식 발굴을 한 가치정보를 수집  확보하고, 가치 

정보의 체계를 다단계화하기 하여 계층화된 분산 일 

시스템의 구성  정보 인덱싱 메카니즘에 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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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adoop Cluster를 이용한 Iot Data 처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둡 에코시스템(Hadoop Ecosystem)

하둡은 비즈니스에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하  로젝트를 제공하고, 이 로젝트들은 독자 인 

운용이 가능하나 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생태계(에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클라우데라(Cloudera), 호튼워

크스(Hortonworks), 맵알(MapR)과 같은 하둡기반의 솔루

션을 가진 여러 벤더들이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하  

로젝트들을 연결하고 독자 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장을 한 HDFS, 데이터 수집을 한 Flume 

는 Sqoop, 데이터 처리를 한 Hive  Pig는 부분이 

에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하둡(Hadoop)

하둡은 단순한 로그래  모델을 사용하여 컴퓨터 클

러스터 상에서 규모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임워크이다. 하둡은 크게 하둡 일 시스템

(HDFS)과 맵리듀스(MapReduce)로 구성된다.[1] 하둡 

일 시스템은 테라 혹은 페타바이트 규모의 규모 데이터

를 장할 수 있는 분산 일 시스템으로 고성능의 일 

근  입출력을 제공한다. HDFS는 메터데이터를 리

하는 Namenode, 일시스템 체크포인트를 수행하는 

Secondarynamenode, 데이터가 장되는 Datanode로 구성

되며, 클라이언트는 Namenode로부터 원하는 일에 한 

메타 정보를 확인한 다음 Datanode로부터 직 으로 

일 입출력을 수행한다. 하둡 일 시스템에서 일은 병렬

처리 로그램을 한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결함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크기의 블록 단

로 Datanode에 복 분산되어 장된다. 따라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동 으로 복구 

과정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맵리듀스(MapReduce)

맵리듀스는 규모의 데이터를 독립된 작업으로 나 어

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그래  모델

이다. 맵리듀스는 체 인 맵리듀스 작업 상태를 리하

는 Jobtracker와 맵 작업 혹은 리듀스 작업을 실행하게 되

는 Tasktracker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맵핑 단계와 리듀

싱 단계로 구성된다.

하이 (Hive)

하이 는 하둡 기반의 데이터 요약, 질의, 분석 활용하

기 한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인 라 구조

로써, 벌크로 장된 용량 데이터 일을 사용할 때 데

이터의 각 항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데이터베이스와 유

사하게 스키마를 지정할 수 있다.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맵리듀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ㄴ삐과 유사한 언어인 HiveQL을 제공하고, HQL로 이

루어진 질의(Query)를 자동으로 Map/Reduce 시킨다. 따

라서 사용자는 복잡한 로그래  신 익숙한 SQL의 형

태로 장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 IoT 데이터 처리  분석

 3-1 IoT 데이터 장  처리 방법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로부터 들어오는 센싱 데이터를 

Hadoop Cluster에 장하여 분석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art Device로부

터 센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HDFS에 인덱스 구조로 

장하고 MapReduce 잡을 실행하여 분석에 필요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 게 처리된 데이터는 계층화된 DFS 

구조를 가지며 Cloud를 통해 서비스 되어 여러 응용분야

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연구하 던 분산 일시스템 

아키텍처 구조  특징을 보다 심도있게 고도화 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의미있

는 결과를 도출하기 한 장/검색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다. IoT 데이터의 장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 

장 시스템 설계는 효율 인 센싱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하기 한 분산 데이터 추출과 병렬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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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oT 데이터분석 차

 3-2 IoT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한 차는 [그림 3]와 같이 분석 목

/배경을 정하고 분석 가설 수립과 데이터 처리 과정

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한 후 기  통계분석  변수를 추

출하여 분석모형 선정을 통해 최종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단계를 거친다. 분산 장된 IoT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맵리듀스(MapReduce)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하여 하

이 (Hive), 피그(Pig)와 같은 기술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실시간 처리의 에서 Hive나 MapReduce의 성능을 보

완하기 해 Hortonworks사의 스 어(Stinger), Cloudera

사의 임팔라(Impala)와 같이 여러 벤더들이 자신만의 

SQL 스택을 개발하여 HDFS와 연동시키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향후 

IoT 서비스 확장을 한 테스트도 진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HDFS에 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패턴을 분석 

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은 IoT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출된 데이터로에

서 패턴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지식을 도출하기에 합하

다.

· 용량의 측 가능한(주로 비계획 으로 수집된) 자

료를 다룸

· 컴퓨터 심의 기법이고 경험  방법이 시됨

· 일반화 는 측이 요함( 재의 자료보다 미래의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추구)

· 통계학과 컴퓨터공학(특히 인공지능)에서 함께 방법론

을 개발하고 이를 경 , 경제, 정보기술(IT)분야에서 

사용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하여 R 분석패키지를 사용

한다. R은 통계를 한 데이터 분석 오  소스 소 트웨

어이며 데이터와 련된 입출력, 핸들링, 리, 분석, 그래

픽 처리 등 최신의 알고리즘이 용된 라이 러리를 제공

한다. 인메모리 컴퓨 (In-Memory Computing) 방식을 채

택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메모리의 크기에 향을 받

기 때문에 단독으로 용량의 데이터 처리는 어렵지만, 

RHive 기술의 라이 러리를 사용함으로서 HDFS에 장

된 IoT 데이터를 Hive를 통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값을 통

계 기술  시각화 기술로 사용자에게 보여  수 있다. 

데이터와 함수가 오 젝트(Object)로 리되어지는 특징이 

있고, 다양한 함수  데이터의 제를 설치 즉시 사용 가

능하기 때문에 재 약 4700여개의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알고리즘  방법론을 데이터 분석에 용 가능하

다. HDFS 에 수집된 IoT 데이터 분석에 한 패키지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한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Public Cloud 환경에서 Hadoop Cluster

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 IoT 데이터 수집, 장, 처리  

분석하기 한 효과 인 시스템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 

특히 IoT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기술  서비스 인터페이

스 역할을 지원하기 한 인 라 구축을 해 분산 일 

시스템  가장 최 화 되어있는 Hadoop을 이용하여 연

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IoT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시뮬 이션을 통해 Generate 하고 특성을 악하여  

그 규모가 커져가는 데이터의 효율 인 처리와 응용 방법

에 해 지속 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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