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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율제어CPS 기반의 스마트시티 SW플랫폼  

요 약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 교통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표준화

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미

래의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능과 설비는 대규모성, 지능성 

및 자율성을 가지는 네트워크기반 분산형 SW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

규모 자율제어 CPS(Cyber-Physical Systems) SW 플랫폼에 

대한 현재 연구 내용을 고찰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Ⅰ. 서 론 

본고에서는 최근 임무중요(Mission Critical)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CPS(Cyber-Physical Systems) 기술을 기반한 자율제

어 스마트시티 SW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알아본다. 

CPS 기술은 지난 2007년 미국 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보고서에서 미래 

핵심 SW기술로 집중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 이후 미국

과 유럽을 중심으로 막대한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CPS

란, 센서와 엑츄에이터를 갖는 물리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컴

퓨팅이 강결합된 네트워크 기반 분산 제어 시스템이라 할 수 있

다[1]. <그림 1>에 CPS의 개념에 대하여 도시한다. 기존의 임베

디드 SW 기술이 전용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

었다면 CPS 기술은 이를 기반으로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시스

템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SW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휴대폰

이나 정보가전보다는 동역학을 기반한 물리시스템(예, 자동차)

을 ‘제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CPS 기술은 컴퓨

팅(Computing), 통신 (Communication), 제어(Control) 등의 

3C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SW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CPS와 함께 IoT, 빅데이터가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

고 있다. 특히, IoT의 경우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출발하여 CPS

가 다루는 임무중요 시스템(Mission Critical Systems) 영역까

지 포괄적으로 기술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즉, 기존 IoT 서비스

가 스마트 커뮤니티와 같은 범용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

준이라면 임무중요 IoT 기술은 대규모 CPS가 다루는 네트워크

기반 물리시스템(예, 스마트시티) 을 지원한다. 그러나, CPS가 

주로 전체 시스템의 고신뢰 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IoT는 

대규모 이종 시스템들간의 연동을 위한 개방성과 상호연동성을 

주 목적으로 한다. 빅데이터는 대용량 축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CPS, IoT, 빅데이터는 미래 지능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세 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 이들

간의 관계와 지향하는 목적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이미 스마트시티 구축 경쟁 중이

그림 1. CPS의 개념

그림 2. CPS, IoT 그리고 빅데이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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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세계적으로 600건이상의 스마트시티 구축 붐이 일고 있

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2050년 90억명에 이르고, 도시 

집중화로 이 인구 중 65억명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전망에 근거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심각한 에

너지, 교통, 안전 등이며, 현재 CPS 분야에서도 핵심적으로 해

결할 목표들이다. 

스마트시티 진화단계는 (1단계) 개별ICT화, (2단계) 종적 통

합화, (3단계) 스마트 융합화로 구분한다[2]. 현재 우리나라는 

2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시장

이 열리고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

서는 서로 다른 스마트시티 기반들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융

합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최근 혁신적 연구동향으로 미국의 SmartAmerica 

Challenge(SAC)가 있다. SAC는 지난 2013년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혁신팰로우 (PIF,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가 

주도하여 미국 내 산업별 CPS들을 상호연동하기 위한 범 국가

적 CPS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프로젝트이다[3]. 

2014년 현재 SAC 라운드2가 가동되었으며, ‘Global Cities 

Challenge’를 주요 달성 목표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CPS들을 

연동할 계획이다. 참고로, SAC의 주요 구축 대상은 에너지, 재

난재해, 교통, 안전, 헬스케어 및 제조 등이다. 따라서, 미국의 

첨단 스마트시티 프로토타입이 이번 SAC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도메인의 CPS들을 융합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

로 전망한다. 

Ⅱ. 본 론 

1. 기술적 요구사항

지난 10년 동안 임베디드 시스템의 발전은 주로 휴대단말 분

야가 이끌어 왔다. CPU나 메모리와 같은 컴퓨팅 디바이스와 유

무선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임베디드SW플

랫폼이 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혹은 서비스 중심의 새

로운 응용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 한편, CPS의 주요 영역인 임

무중요형(Mission Critical) 산업분야에서는 SW차원에서 개인

용 휴대단말보다는 느린 발전을 이루어 왔고, 아직도 운영체제

조차 없이 펌웨어 혹은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차원

에서 제어되는 물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

은 미래에 CPS를 비롯한 대규모 컴퓨팅·통신·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전통 산업 분야들도 새로운 변혁기에 돌입할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이나 스마트 제조시스템이 그 좋

은 예가 된다[4].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대규모 자율제어 CPS의 주요 특성은 이

종성, 복잡구조, 강한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분산성, 동시성 및 

지능성 등이다. 기존의 임베디드 SW 기술은 이와는 반대의 특

성, 즉 동질성, 구조의 단순성, 낮은 상호작용성, 결정성, 단독 

운영성(Standalone) 및 기능 단순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스마트시티 SW 플랫폼은 위의 대규모 자율제어 CPS의 다

양한 특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술적 요구사항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자율제어 CPS가 가지는 이종성과 복잡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검증단계까지의 

全 순기에 걸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SW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

요하다. 특히, 체계화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전체 프레임워크

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모델기반의 SW 개발 방법론을 도입해

야 한다 [5]. 또한, 모델차원에서도 다양한 이종성이 있을 수 있

다. 기존에도 수많은 모델이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어 왔기 때

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동, 정보 공유 및 상호제

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이종 모델간의 연동이다. 

그리고, 모델이 실행되는 과정 혹은 시뮬레이션 상에 실세계 환

경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델링 & 시뮬레이션

이 주로 컴퓨팅 도메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모델의 추상화 혹은 단순화가 심하게 이루어질 경우 모델 검증 

결과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HW와 SW를 통합 검증하거나 타겟 HW기반 SW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모델을 기반한 시뮬레이션 검증은 개발

자나 제 3자에 의한 전문지식기반으로 이루어 지게 되어 개발

자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스템 오류들이 엔

지니어의 경험을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개발한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델 체

크(Model Check) 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 검증은 단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규모 자율

제어 CPS는 많은 경우 복잡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에 복잡 시

그림 3. SmartAmerica Challenges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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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최근에는 SoS(System of Systems)로 정의하고 SoS 공

학 차원에서 시스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그러므로, SW 개발 프레임웤크

는 이러한 이종성과 복잡성을 극복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PS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

산되어 있으며, 동시에 강한 상호작용성을 갖게 된다.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 등 다양한 상호작용 주체들이 있을 수 있고, 

실시간성 및 비실시간성 뿐만 아니라 동기성 및 비동기성 등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와 같은 규모에서는 이종성과 더불어 복잡한 관계성

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이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통신 상황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응용들에

게 요구되는 이종 QoS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통신 미들웨

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CPS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연동될 것이므로 특정 네트워크에만 국한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통신 미들웨어는 현실적으로 그 특

성상 표준화된 기술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

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쉽게 채택되어 사용되기 어렵다. 그러

므로, 위에 언급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이를 확장하여 대규모 자율제어 CPS에 적합한 형태

로 발전시키고 결과를 다시 표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SW 개발 및 검증단계 이후 시스템에 적용된 운용단계

에서 기존의 컴퓨팅 디바이스와는 달리 CPS는 물리시스템을 

기반하므로 불확실한 물리적 시스템 상태로 인한 오류로 전체 

시스템의 미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불확실성

을 극복하고 전체 CPS 차원에서 부여받은 미션을 완벽히 수행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 단위의 자율제어를 통해 미션

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PS 자율제어 플랫폼이 요구된

다. 이는 기존의 자율제어 컴퓨팅에서의 이론과 어느 정도 연

관성이 있으나 물리시스템을 기반한 CPS 자율제어는 기존과

는 다른 물리시스템 특성을 다루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특

히, 스마트시티와 같이 수많은 기능적 요소와 시설물들이 존재

하며, 이들이 그물처럼 엮여서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류감내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제어 플랫폼이 분산

된 시스템들에 탑재되어 SoS 차원에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보

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 특성상 시스템의 수효나 사용

자의 수효가 수백만 이상으로 SW갱신이 필요 시 자동화된 방

안이 없다면 새로운 서비스나 제어가 전 도시적으로는 불가능

하므로 동적 SW 업데이트 기능이 자율제어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하다. 

2. 대규모 CPS SW 개발 프레임워크

앞서 첫번째로 언급한 대규모 CPS SW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을 만족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그림 4>에 도시한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EcoSuite라 부르며 4개의 주요 파트로 구

성된다 [7]. 1) 모델기반 CPS 설계 도구 2) 모델 검증 3)SW자동

생성 4)HW기반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검

증된 결과가 다시 CPS 설계에 반영되는 피드백 루프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델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중 대규모 CPS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모델링 언어인 ECML(ETRI CPS Modeling 

Language)를 기반으로 다양한 CPS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

델러(EcoPOD)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란 이산 모델

(Discrete Model)과 연속 모델(Continuous Model)의 특성을 

모두 갖는 통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을 의미한

다. 좀 더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ECML은 DEV&DESS (Discrete Event & Differential 

Equation Systems)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링 언어이며, 

DEV&DESS는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Zeigler 교수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분야의 대표적인 형식론(Formalism) 이며, <그림 

5>는 EcoPOD를 통해 ECML 모델을 개발하는 예제를 도시한

다.  EcoPOD의 특징은GUI 기반의 대규모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링 지원하며, 계층적 구조 모델링, 상태 기계와 미분 방정

그림 4. 대규모 CPS SW 개발 프레임워크

그림 5. EcoPOD에서의 ECML 모델링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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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링 및 CPS 자율제어 지

원을 위한 오류 모델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모

델 내에 결함 모델 및 정상 상태 조건 지정 가능하다. 

EcoPOD는 SEDRIS(Synthetic Environment Data Rep-

resentation and Interchange Specification)라는 합성환경

을 위한 데이터 표현 및 저장방식에 대한 국제표준을 지원하여 

실제 환경데이터기반으로 ECML모델을 실제 상황에 가깝게 모

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paceEX 정형

검증 엔진을 기반으로 ECML모델에 대한 정형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뎁터를 제공하여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하이브리

드 모델 정형검증 엔진을 활용한 오류 도달성을 모델채킹을 통

해 검증하는 방안을 제공한다[8]. 앞서 요구사항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다양한 이종 모델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한데, EcoPOD는 ISO 19502에 근거한 메타모델링 표준을 구현

하여 서로 상이한 모델을 전체 모델 프레임워크에 통합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한다. 이는 스마트시트 규모의 큰 시스

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종 모델을 재활용해야 하므

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EcoSIM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DEVS 이론에 

근거한 이벤트기반 시뮬레이션 엔진이다. EcoSIM 은 대규모 

CPS시뮬레이션을 위한 분산 형태의 시뮬레이션과 HILS(HW 

In the Loop Simulation) 및 MILS(Man In the Loop 

Simulation)을 제공한다. 분산 시뮬레이션은 이미 많이 활용되

고 있는 방안이나 주로 가상 시뮬레이터들간의 연동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며, 연동 미들웨어로는 IEEE HLA/RTI를 기반으

로 한다. EcoSIM은 이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터

를 포함하여 HILS/MILS까지를 포함하도록 지원한다. 즉, 개

발하고자 하는 CPS의 HW 컴포넌트를 직접 시뮬레이터에 연동

시켜 SW 컴포넌트들과 함께 실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

로써 사이버 모델만으로 부족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최소화하여 고신뢰 SW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7>에 대규모 CPS SW 개발 프레임워크인 EcoSuite와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기존 도구를 비교하였다. 

3. 대규모 객체 동시 연동 제어 통신 기술

대규모 CPS의 통신 요구사항은 이종성 극복 연동, 복잡성

의 단순화, 다양한 서비스 지원, 동기성/비동기성 지원 및 표

준 기반 등이다. 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DDS(Data 

Distribution Service) 표준이 가장 근접한 데이터 중심 미들웨

어로 판단된다[7]. 특히, IP기반의 네트워크 투명성 제공을 통

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구성이 단순

하여 이종 운영체제에도 쉽게 이식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

다. 특히, Publish/Subscribe 방식의 단순한 데이터 배포 구조

를 갖도록 응용을 지원하는 특성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차원에서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다. 더불어, Broadcast/Multicast 방식의 

탐색기반을 갖고 있어 특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시

스템의 일부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오류를 전

파하지 않는 오류강인성도 가진다.  DDS는 토픽(Topic)이라는 

엔터티를 기반으로 Pub/Sub를 수행한다. <그림 8>에 DDS의 

토픽기반 통신 방식 예를 함정전투체계를 통해 도시한다.  

DDS는 도메인(Domain)이라는 특정 응용에 필요한 데이타

들의 집합을 정의하여 가상의 데이터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즉,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일지라도 도메인으로 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도메인에 속한 Data Reader(수

신자)와 Writer(송신자)는 다른 데이터 공간에 속하여 서로 완

그림 6. EcoPOD의 UI 및 특징

그림 7. EcoSuite와 기존 도구 비교

그림 8. DDS 통신 방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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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분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효율적 데이터 배포를 지원한

다. 이는 스마트시티의 복잡한 시스템들간 관계 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각 응용별 특정 데이터 타입의 자유로운 Pub/Sub이 

가능하며, 도메인 외에도 파티션, 토픽 및 Key(소스 구별)등을 

이용하면 보다 섬세한 세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DDS는 Pub/Sub 기능에 22종의  강력한 QoS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를 <그림 10>에 도시한다.  

대표적인 DDS QoS 서비스를 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HISTORY QOS: 데이터의 재전송(응용으로의 재 전달)을 

위해 HistoryCache내 과거데이타 저장

(2)  RELIABILITY QOS: 전송 손실에 따른 데이터 전송의 신뢰

성 보장 

(3)  OWNERSHIP QOS: 동일 Topic 데이터 중복에 따른 응용

에 제공하는 데이터 신뢰성 향상 

(4)  DURABILITY QOS: 중간 조인한 수신자에 대한 이전 데이

터 제공 

(5)  TIME-BASED FILTERING QOS: 응용 요구 특성에 따라 

시간 기준 필터링 데이터 전달

(6)  CONTENT-BASED FILTERING QOS: 응용 요구 특성에 

따라 컨텐트 기준 필터링 데이터 전달

4. CPS 자율제어 플랫폼

<그림 11>은 CPS에 탑재되는 자율제어 플랫폼의 개요를 도시

한다. CPS의 자율제어는 정상상태보다는 오류발생에 따른 대

응전략과 실행방안을 EcoSuite에서 설계하여 자율제어 플랫

폼에 목표모델과 결함모델 지식베이스로서 내장시켜 자율제어 

CPS에 고신뢰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그림 12>에 EcoACE로 명명된 CPS 자율제어 플랫폼의 상세 

아키텍쳐를 도시한다[7]. 

EcoACE는 <그림 12>의 계층화된 자율 컴퓨팅 엔진구조를 갖

는 CPS 자율 컴퓨팅 프레임워크(CPS Autonomic Computing 

Framework, CACF)와 CPS 관리 자원에 의해 구체화된다[9]. 

(1) CPS 자율 컴퓨팅 프레임워크(CACF): CACF는 목표 모

델을 기반으로 자가 적응을 수행하는 전역 자율 컴퓨팅 엔진

(Global Autonomic Computing Engine, GACE)과 GACE의 

요청에 따라 관리 자원의 상태를 점검 및 변경하는 중간 관리자

그림 9. DDS의 글로벌 데이터 공간 분리

그림 10. DDS QoS 서비스 분류

그림 11. CPS 자율제어 플랫폼 형상

그림 12. CPS 자율제어 플랫폼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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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스템 자원 관리자(System Resource Manager, SRM), 동

적 업데이트 관리자(Dynamic Update Manager, DUM) 및 하

드웨어 결함 관리자(Hardware Fault Manager, HFM), 그리

고 CPS 모델링 단계에서 정의된 목표 모델, 결함 모델, NSC, 

치유 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는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로 구성된다. 

(2) CPS 관리 자원과 터치 포인트: CPS의 관리 자원은 크게 

CPS 애플리케이션과 CPS 하드웨어로 나뉜다. CPS 애플리케이

션은 CPS 개발자가 EcoPOD로 CPS의 구조(CSM), 행위(CBM) 

등을 모델링한 후 해당 모델을 실제 구현 및 실행한 프로세스이

다. CPS 하드웨어 자원은 CPS 내부 상태에 관한 것(CPU, 메모

리 등)과 외부 환경에 관한 것(GPS, 자이로센서 등)등 매우 다

양하며, CPS 하드웨어를 위한 터치포인트는 이들의 상태 값을 

획득하고 변경하기 위해 사용된다.

5. 스마트시티 적용 방안

지금까지 ETRI에서 연구한 대규모 자율제어 CPS SW 플랫폼 

기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스마트시티와 같은 수많은 

시스템들이 복합되어 있는 대규모 시스템을 위한 SW 플랫폼으

로서 활용되려면 보다 발전된 형태의 구조로 진화해야 할 것이

다. 이를 CPS 객체 클라우드와 CPS 가상네트워크 개념을 도입

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화한 개념도를 <그림 13>에 도시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에는 수많은 기능과 시설물들

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교통을 구성하는 각종 교통 센

서, CCTV, 신호등, 개별 자동차, 스마트폰 등이 있다. 고신뢰 

자율제어 CPS에서는 이러한 각 컴포넌트들을 사이버적 요소

와 물리적 요소를 모두 갖추거나 한가지만을 가진 CPS 객체로

서 정의하고 이들은 모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라

우드에서 관리된다. 하나의 CPS 객체는 하나의 물리시스템(예, 

지능형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다. EcoSuite에서는 CPS 객체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교통상황의 변화에 실시간 연동되어 각 

CPS 객체들을 상호 연동시키거나 제어하게 모델을 구성한다. 

이러한 제어관계와 시간요소를 각 모델의 제어 데이터요소에 

반영하게 되면 CPS 객체에 탑재된 CPS 자율제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실행되어 모델수준에서의 제어가 실제 시스템 제어로 

실현된다. 제어의 결과는 다양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CPS객

체로 피드백되어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도록 기계학습 등의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자율제어 플랫폼에서 최적화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시 CPS 객체 클라우드에 반영되어 동적 SW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다른 CPS에도 진화된 결과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이러한 대규모 자율제어 스마트시티 서비

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CPS SW 플랫폼 기술 외에도 

정밀 센서데이터 기반 상황적응형 동시성 제어 기술, 분산 CPS 

객체간 시간동기화 보장 및 1Mega급 규모 제어신호 실시간 배

포 미들웨어 기술 개발 등이 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대규모 자율제어 CPS가 요구하는 기술적 요구사

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대규모 자율제어 CPS SW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고신뢰 CPS SW개발 프레임워크, 대규

모 연동제어 통신 미들웨어 및 자율제어 플랫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자율제어 CPS SW 플랫폼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향후 유

연하고 표준화된 형태의 CPS SW 플랫폼이 미래 스마트시티의 

고신뢰성을 갖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설계,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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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규모 자율제어 CPS 플랫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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