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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 기술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기
술 중의 하나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점차 일상
깊숙이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IoT 플랫폼은 네트워
크에 연결되는 사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사물의 연결과
데이터의 관리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
물인터넷 기술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지능화된
사물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비롯하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홈 등 타 산
업과의 접목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IITP의 ICT
중장기 기술로드맵 2023에 따르면 IoT 기술은 연결형․지
능형 IoT 시대에서 2019년 이후 자율지능 IoT 시대로 진입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사물의 상태를 단순하게 클
라우드에 전달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연결형 사물인터넷
에서의 제한된 기능에서, 사물이 주변의 다른 IoT 기기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상황인지와 자율형 대응까지 수행하는 방
향으로 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자율형 IoT 기
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물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능과 목적을 갖는 사물들이 서로 협
업하여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하고, 협업에 기반한 복잡한 임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요구된다.
현재의 IoT 환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IoT 디바이스들이
곳곳에 설치되며, 개별 IoT 디바이스는 수집한 데이터를 클
라우드 기반의 IoT 플랫폼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
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
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편의성
과 적시성, 활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는
[1]

데, 최근 IoT 플랫폼에 연결되는 IoT 디바이스의 수가 급속
히 증가하면서 IoT 데이터의 저장, 관리와 분석 등의 복잡성
이 증대되고, 데이터 처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 또한 증
가되고 있다.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응
답을 요구하는 적시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와 실시간 응답과
제어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클라우드 IoT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
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 처리 비용의 증가, 서비스에서의 응
답 지연시간 증가,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복잡성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의 분석과 지능화된 기능을 최대한 사물 가까이 IoT 엣지
수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
이러한 IoT 엣지에서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은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nVidia 등의 IT 선도기업에서
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임베디드 장치용 초
소형/고성능 AI 칩뿐만 아니라, 관련된 머신러닝 프레임워
크와 개발툴 등을 보급함으로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단말뿐
만 아니라, ARM 기반의 임베디드 장치에도 활용이 가능한
AI 칩셋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있다 .
[2]

[3]

Ⅱ. IoT 디바이스를 위한 지능화 기술
2-1 IoT플랫폼에서의 지능화 기술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및
디바이스의 관리 기능이 수행되는 위치에 따라 클라우드 기
반 IoT 플랫폼과 엣지 IoT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
우드 기반의 IoT 플랫폼으로는 Xively , ThingSpeak , IBM
Watson IoT Platform , Thingworx 등이 있으며, 이들은 IoT
IoT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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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0-00501, 사물 스
스로 학습이 가능한 IoT 공통 SW 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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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연결/관리되며, 모든 데이
터는 IoT 플랫폼에서 저장, 관리, 수집, 분석한다. 그러나 클
라우드 기반의 IoT 플랫폼은 클라우드 또는 서버의 위치와
하단 IoT 네트워크의 구성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지연이 필
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IoT 디바이스 수준에서
실시간 판단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반드시 모여야 하며, 클라우드에서의 분석이 일어나야 하므
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
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기반 IoT 플랫폼이 아닌 엣지 IoT 플랫
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Kura , OpenHAB , Flogo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는 클라우드
가 주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IoT의 특성으로 인해 엣지와
디바이스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제공한다. AWS IoT
Core는 IoT 디바이스가 쉽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및
다른 IoT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인터렉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AWS는 이 IoT Core 서비스의 활
용성 증대와 상기 지연시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oT Greengrass, IoT Device Management 등을 제공한다. AWS
IoT Greengrass는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관리 등의 기능을
디바이스에서도 동시에 로컬 작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술
이다. 이는 IoT 디바이스에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
라도 AWS에서 지원하는 AWS Lambda 함수의 실행이 가능
하고,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실행도 가능하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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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oT 디바이스에서의 지능화 기술

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기존 IoT 인프라에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중앙의 서버나 관리자가
아닌 사물이 스스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IBM은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인 쿼크(Quarks)를 2016년 2월 공개
하였으며, 현재 Apache Incubator Project로 선정되어 Edgent
로 재명명되어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다 . 이를 이용하여
사물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으
며, 이상 징후 및 의미 있는 사건을 감지한 경우에만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물 내장형
데이터 분석 방식은 이상 징후와 무관한 데이터의 송신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한정된 네트워크
Io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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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말뿐만 아니라, 클
라우드에서의 데이터 분석 성능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Edgent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상용 분석 서비스나 IoT 플랫폼과 결합하여 스트리밍 데이
터 분석이나 엣지 컴퓨팅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AI 기술은 알고리즘 자체를 적
용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
하는 경량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와 만들어진 모델에서 상대
적으로 덜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줄이는 모델 압축 등의 기
법이 적용된 알고리즘 경량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는 모바일 단말을 위한 딥러닝과 같이 기기의 성능 대비 추
론 속도가 중요한 서비스와 응용을 위해 추론의 정확도, 추
론 및 학습 지연시간, 연산에 소모되는 에너지량들을 사용
하여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 활용한 학습모델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알고리즘 경량화는 학
습 모델이 표현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
으며, 파라미터가 가지는 표현력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가중치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학습모델의 가중치를 특정 비트 수로 줄이는 양자화
(Quantization)를 통해 기존 딥러닝의 표현력을 유지하면서
실제 모델의 저장 크기는 줄이는 방법이 있다 .
[15]

Ⅲ. 협업이 가능한 지능형 IoT 디바이스 기술
최근 IoT 기술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헬스 및 의료기
기,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규모를 확대
하고 있으며, 기하급수적인 연결로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중심의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대응
의 한계를 차츰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커
넥티드 카, 자율 비행 드론, 무인 배송 로봇 등과 같이 주변
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제약 시간 내 반드시 대응
해야 하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지능형 사물은 디바이스 수준
에서의 인지, 판단, 대응 및 학습이 가능한 자체적인 지능화
기술이 요구된다.
디바이스 수준의 사물 지능화 기술은 사물이 스스로 환
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인 대
응을 수행하는 사물 및 엣지의 지능화 기술이다. 이는 사물
이 환경과 사용자의 변화를 인지하고 분석하는 상황인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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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상황인지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상황 추
론 및 예측 기술, 최적의 판단과 대응 제어 기술, 의사결정
의 피드백과 대응을 통해 스스로 보정하며 최적화되는 지능
강화 기술로 구성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
본부에서는 사물 지능화를 위한 공통 SW 엔진 개발을 목표
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개발된 SW 플랫폼(SLICE: Self-Learnable IoT Common
SW Engine)을 OCEAN Alliance를 통해 공개하였다
.
[14],[15]

3-1 SLICE 플랫폼 개요

플랫폼은 외부환경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장치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구동기를 이용하여 인지한 상황에
맞는 액션을 수행하는 사물 수준에서 동작하는 규칙(Rule)
기반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클라우
드 또는 서버 중심의 지능화 기술을 사물 또는 엣지 수준에
배치하여 클라우드에서의 복잡성을 줄이고, 실시간 반응성
을 높일 수 있다. 기존 IoT 플랫폼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인
지(Perception), 추론(Reasoning) 및 학습(Learning)과 같은 중
앙화된 지능요소(Cloud/Server AI Platform)를 제공하며, 응용
프로그램은 센서에서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서버 지능으
로 전송되고, 클라우드/서버 지능에서 사물 장치로 제어를
SLICE

[그림 2] SLICE

[그림 1]

사물 수준의 지능화 구성

위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
그러나 SLICE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각각의 사물
장치가 인지, 추론 및 학습과 같은 지능 요소를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사물들이 서로 협업하여 주변 환경의 공통 목
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의 사물들은 다른 사물, 환경 및 사용자와의 인터렉션
을 통해 자가학습 및 학습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
간다.
[그림 2]는 SLICE 서비스 플랫폼 구성을 도시화하였다.
SLICE의 시스템 모델은 개별 사물에서 동작하는 SLICE 엔
진 및 실행 모듈 상에 센서 시스템, 인지 시스템, 추론 시스
템, 학습 시스템과 지능형 IoT 서비스 플랫폼 간 협업을 위
[16]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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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벤트 브로커로 구성된다.
센서 시스템은 다양한 IoT 센서장치를 통해 외부환경으
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획득하고 정제한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를 통해 실내온도를 일정 주기로 획득한 후, 데이터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거나, 오류 데이터 또는 잡음을 제거한
다. 인지 시스템은 획득된 데이터를 단일 또는 다수의 IoT
서비스를 위해 미리 정의된 정보모델에 적합하도록 상황정
보로 가공한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를 통해 획득된 온도 데
이터 29도를 ‘덥다’라는 상황정보로 가공한다. 추론(의사결
정) 시스템은 상황정보를 저장하고, 갱신, 검색과 같이 상황
정보를 관리하며, 상황정보의 변경에 따라 다수 상황/액션
규칙을 추론하여 암묵적 지식과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실내 상황이 ‘덥다’이
면 에어컨을 켜는 액션을 액션규칙 추론을 통해 유도한다.
액션 시스템은 다양한 액츄에이터 장치를 통해 액션을 실행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켜는 액션이 유도되었을 때, 실제
에어컨 장치를 제어해서 켜고, 이를 통해 실제 외부환경에
변화를 가져온다. 학습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지
속적으로 관찰하여 액션규칙을 갱신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가 실내온도가 28도일 때 계속 에어컨을 켜는 것을 지속적
으로 관찰하여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이면 에어컨을 켜라’
라는 액션규칙을 새롭게 추출한다. 기존 액션규칙을 갱신하
거나 신규 액션규칙으로 추가한다.
또한, SLICE 서비스 플랫폼은 상위 레벨 에이전트 디자
인 및 소프트웨어 모듈 배포를 도와주는 도구들의 모음인
SLICE 프레임워크(개발도구)와 배포된 소프트웨어 모듈이
동적으로 탑재되어 동작할 수 있는 SLICE 엔진으로 구성되
어 있다. 프레임워크 중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다수의 에
이전트간의 협업을 상위 레벨의 명세 언어를 통해 쉽게 정
의할 수 있으며, 빌드 시점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디자인 모델에 매칭되는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쉽게 개발하
여 저장소로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실행 시점 관리 도구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PC에서 사물에 탑재된 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2 SLICE 플랫폼 동작 모델

그림 3]은 SLICE 서비스 플랫폼의 동작 모델을 도시하
였다. “외부환경 데이터 센싱” 행위(activity)를 통해 외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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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부터 다양한 도메인 모델에 관련된 데이터를 획득한
다. 예를 들어 서비스 도메인이 댁내 환경이고 실내온도, 실
내습도, 사용자 등이 도메인 모델로 정의되었다면 SLICE 서
비스 플랫폼은 온도센서를 통해 실내온도를 획득하고, 습도
센서를 통해 실내습도를 획득하며,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ID를 획득한다. 이때 획득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스트림으
로 가정하고, 이의 처리를 위해 SLICE 서비스 플랫폼은 SW
도구(예, Edgent)를 활용하여 획득주기를 조정하거나, 필터
링/병합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 베이스(KB, Knowledge Base)에 직접 저장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정보 해석/
추출을 위해 ‘상황인지’ 행위(activity)의 입력 값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황인지” 행위(activity)에서는 데이터 센싱으로 획득된
외부환경 데이터를 도메인 모델에 따라 분석(해석 및 추출)
한다. 예를 들어 실내온도 데이터는 도메인 모델에 따라 ‘적
정’, ‘낮음’, ‘높음’ 등의 상황정보로 해석된다. 이때 데이터
분석 도구(예, 머신러닝)를 이용하여 구현된 영상분석 기능
을 통해 영상 데이터로부터 위치(좌표) 등의 정보를 추출하
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인지” 행위(activity)
의 출력은 외부환경 데이터에 대한 해석 또는 새로운 정보
가 추출되어 추상화된 상황정보가 되며, SLICE 서비스 플랫
폼의 지식 베이스에 저장된다.
“상황/액션 추론” 행위(activity)에서는 지식 베이스에 저
장된 상황정보를 활용하여 상황규칙의 추론 즉, 규칙 연쇄
(chaining)를 통해 추가적인 또는 암묵적인 상황지식을 유도
하여 지식 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액션규칙의 추론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행할 액션이식
을 유도한다. “상호작용” 행위(activity)에 관련하여, 액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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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액션 규칙 추론에 의해 유도되어 실행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명시적 명령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또한, 액션
규칙 추론에 의한 액션 실행에서와 같이 액츄에이터 장치의
변환 값은 ‘상황인지’ 행위(activity)의 입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지식베이스에 직접 저장될 수도 있다. 실행된 사용
자 액션의 내용은 이후 “액션규칙 학습” 행위(activity)를 위
해 로깅되는데, 사용자 액션 로그에는 실행한 액션정보, 해
당 액션실행 시점의 관련된 상황정보가 기록된다. “액션규
칙 학습” 행위(activity)에서는 사용자 액션 로그를 활용하여
새로운 액션규칙을 추출한다. 이때 연관규칙 마이닝 도구를
이용해 구현된 액션규칙 학습 기능이 활용된다. 추출된 액
션규칙은 ‘상황/액션 추론’ 행위(activity)의 협력 값으로 활
용될 수 있다.
3-3 SLICE 플랫폼 자가학습 구조

그림 4]는 SLICE 서비스 플랫폼 사물지능 자가학습 구
조를 도시하였다. SLICE 서비스 플랫폼에서 개별 사물지능
은 사용자의 명시적 명령에 의해 실행되는 액션이나 피드백
에 따라 사용자에 맞게 행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정하고,
학습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동작한다. 개별 사물지능은 스
스로 인지한 정보나 다양한 사물에서 발생하는 Context 정
보를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서 인지(Perception)할 수 있다.
인지된 정보는 현재 동작 중인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워킹
메모리(Working Memory)를 통해 처리되어 프로덕션 메모리
(Production Memory)에 있는 룰과 매칭되고, 매칭된 컨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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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컨텍스트 메모리(Context Memory)에 저장된다. 커맨드
매니저(Command Manager)는 사용자의 액션 명령을 관리하
는 컴포넌트로 커맨드 로거(Command Logger) 및 액션 인보
커(Action Invoker)를 관리한다. 커맨드 로거는 커맨드 매니
저에 의한 사용자의 액션 명령을 컨텍스트에 저장된 상황
정보와 매칭시켜 액션 로그(Action Log)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액션 인보커는 커맨드 매니저에 요청된 사용자의 액
션 명령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액션 러너
(Action Learner)는 주기적으로 Action Log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획득하여 학습에 요구되는 목표한 개수에 도달하면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이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전트
가 자가학습한다.
3-4 SLICE 플랫폼 실행엔진

플랫폼은 디바이스 실행엔진(Device Runtime Engine)과 에이전트 실행 엔진(Agent Runtime Engine)의 2개의
실행엔진을 갖고 수행되며, 개념적인 구조는 [그림 5]와 같
다. 디바이스 실행엔진은 센서 또는 구동기와의 연결을 지
원하며, 센서로부터 받은 센싱 데이터를 이벤트로 변환하
여 Context Stream으로 에이전트 실행엔진에 전달하거나, 제
어가 요구되는 메시지에 대해 해당 구동기의 연결과 제어
명령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에이전트 실행 엔진은
stream/control adaptor를 포함하여 인지(Perception), 추론(Reasoning), 학습(Learning), 액션(Action)의 실행 환경을 제공
한다.
인지 모듈은 센서로부터의 컨텍스트 스트림(Context Stream)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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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외부 이벤트 스트림(Event Stream)으로부터의
이벤트 처리와 인지를 수행하고, 액션 모듈은 제어가 요구
되는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며, 제어 명령을 호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에이전트가 수행이 필요한 도메인 모델과
규칙을 포함하여 추론 및 학습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학습
모듈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명령을 로그로 기록하고, 해당
로그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룰 엔
진에서 실행되는 규칙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3-5 SLICE 플랫폼 지능명세

플랫폼의 지능명세는 ADL(Agent Definition Language)로 표현되는데, 크게 데이터 모델(Data Model), 제어
모델(Control Model), 에이전트 프로파일(Agent Profile)의 세
파트로 구성된다. 데이터 모델은 컨텍스트(Context), 이벤트
(Event) 및 예외처리(Exception)를 명세하며, 제어 모델은 제어
(Control)를, 에이전트 프로파일은 룰셋(Rule set), 행위(Behavior), 어댑터(Adaptor), 스트림(Stream), 래퍼(Wrapper)를 명
세한다. [그림 6]은 ADL의 EBNF 표기를 나타낸다 .
SLICE

[17]

3-6 SLICE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SLICE 플랫폼을 적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지원되는 툴의 집합으로 [그림 7]과 같이 크게 응용 설
계자가 사용하는 SLICE AmI Design Tool과 응용 개발자가
사용하는 SLICE Agent Development Tool, 디바이스 개발자
가 사용하는 SLICE Device Development Tool로 구성된다.
SLICE 응용 설계자는 3-5 절에서 기술한 ADL을 이용하
여 응용에 대한 모델링을 작성하게 되고, 이는 SLICE 에이
SLICE

로 표현한 ADL 정의

[그림 6] EB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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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LICE

빌드타임 툴(Build-time Tools)

전트 코드 생성기(agent code generator)에 의해 자바코드로 생
성되어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LICE 응용 개
발자는 생성된 자바코드를 이용하여 SLICE Agent Development Tool을 이용하여 상세코드를 작성하고, 디바이스 개발
자는 생성된 자바코드를 이용하여 SLICE Device Development
Tool을 이용하여 상세코드를 작성한다.
SLICE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도구인 SRMT
(SLICE Runtime Management Tool)는 [그림 8]과 같이 개발자
가 장치에 동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듈을 관리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관리 도구이다. SRMT에서는 원격에서 SLICE 엔진
에서 실행되는 모듈들에 대해 설치/삭제(install/uninstall), 갱
신(update), 시작/종료(start/stop), 모듈 구성(configuration), 모니
터링/관리(monitoring/admin)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 SLICE

런타임 관리 도구(SR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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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
협업을 지원하는 지능형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기술은 IoT
디바이스의 지능화와 함께 최근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는 기
술이며, 본 기고문에서 지능명세 기반의 협업가능한 IoT 디
바이스 플랫폼과 지원 프레임워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디바이스 수준에서의 지능화가 딥러닝 등이 접목되며 다양
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홈이나 공장, 도시 등
실 환경에 적용되어 활용하기에는 기술의 신뢰성 보장이 해
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명 가능한 AI 기술과 같이 신뢰가
보장되고, 동작 매커니즘의 증명이 가능한 수준의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본 기고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명시적 수준의 규칙 기반 지능화를 지원하는 기술이 사물
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기술은 개발자가 활용
하기 편리한 구조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또한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 연
계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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