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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 디바이스는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스
마트 체육관과 같은 다양한 주변 환경 곳곳에 설
치되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디바이스 간 협업을 통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1] 

이에 IoT 기반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rivate Cloud 환경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
용한 IoT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Ⅱ. 본  론

Cloud 환경에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
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IoT에 기반한 빅데이터들은 다양한 데이터 소
스에서 이기종 데이터를 저장소로 효과적으로 수
집하는 기술, 하둡의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같은 분산 저장된 자료들을 분석
하여 결과를 저장하는 저장, 처리기술 그리고 수
집된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거
나 예측하는 분석기술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 그림 1은 Cloud에서 IoT 디
바이스 기반 차량 데이터들의 활용을 위한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3] 

Private Cloud 환경 내에서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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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바일 에이전트를 이용
한 IoT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Private Cloud내에 Master Agent를 설치하
여 Cloud Computing에서 제공하는 IoT 디바이
스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
들은 Data Processing을 통해 디바이스 기기들에 
대한 정보와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
한 정보들을 분류하여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들은 
MA Interface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들을 재구
성하여 제공한다. 또한 Certificate Repository를 
이용하여 Private Cloud의 접속 권한을 관리하여 
권한이 부여된 Mobile Agent에 차등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Mobile Device에서는 Certificate를 통
해 해당 Private Cloud내에서의 권한을 인증 받
고 MA Interface를 통해 이용 가능한 IoT 디바이
스 정보 리스트를 전달받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데이터들을 활용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rivate Cloud 환경에서 구성되
어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되는 다양
한 형태의 IoT 데이터들을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
레임워크의 기능을 구현하고 더 높은 유효성과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Master Agent의 기능을 확
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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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rchitecture for IoT-based vehicular 

data clouds.

그림 2. IoT Data Processing Framework using 

Mobile Ag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