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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화 사회와는 많은 차

이점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데이

터와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한 후, 이를 처리·유통함

으로써 기존 재화의 가치를 높이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통해 창

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통한 부를 창출할 수 있

다. 집, 차, 냉장고, 전등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

람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

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

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하둡 기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설계 및 구현

허석렬†, 이호영††, 이완직†††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adoop-based Big-data

processing Platform for IoT Environment

Seok-Yeol Heo†, Ho-Young Lee††, Wan-Jik Lee†††

ABSTRA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represen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types of data and

information that are difficult to see are produced, processed, and processed and circulated to enhance

the value of existing goods. The IoT(Internet of Things) paradigm will change the appearance of individual

life, industry, disaster, safety and public service fields. In order to implement the IoT paradigm, several

elements of technology are required. It is necessary that these various elements are efficiently connected

to constitute one system as a whole. It is also necessary to collect, provide, transmit, store and analyze

IoT data for implementation of IoT platform.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big data processing IoT

platform for IoT service implementation. Proposed platform system is consist of IoT sensing/control

device, IoT message protocol, unstructured data server and big data analysis components. For platform

testing, fixed IoT devices were implemented as solar power generation modules and mobile IoT devices

as modules for table tennis stroke data measurement. The transmission part uses the HTTP and the

CoAP, which are based on the Internet. The data server is composed of Hadoop and the big data is

analyzed using R. Through the emprical test using fixed and mobile IoT devices we confirmed that

proposed IoT platform system normally process and operate big data.

Key words: IoT, Platform, Hadoop, Big-Data, IoT Gateway, Design and Implementation

※ Corresponding Author : Wan-Jik Lee, Address: (50463)

Cheonghak-ri, Samlanggin-eup, Miryang, Gyungnam,

Korea, TEL : +82-55-350-5416, FAX : +82-55-350-5419,

E-mail : wjlee@pusan.ac.kr

Receipt date : Jan. 11, 2019, Approval date : Jan. 30, 2019
††Dept. of IT Engineering & Appl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 syheo@pusan.ac.kr)

†††POMIT CO., Ltd.

(E-mail : exe1685@gmail.com)
†††Dept. of IT Engineering & Appl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 wjlee@pusan.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5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하둡 기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설계 및 구현

기가 이젠 영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 사회를 상상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물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인의 삶, 산업현장, 재난, 안전,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모습을 바꾸어 갈 것이다[1].

이러한 사물 인터넷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여러 요소의 기술이 요구되며, 이런 여러 요소들

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

으로 만들어 동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앞단에서 사물들과 직접 연결되어 환경 데이터

들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액션을 취하는 요소에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요소와 데이

터를 저장하는 요소,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

고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며, 이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oT 센싱/제어 장치와 IoT 메시지 프로토콜, 비정형 

데이터 서버와 빅데이터 분석 도구 요소로 구성된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수행한 전체 연구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전체 플랫폼 구성은 센싱부와 전송부, 저장부 그

리고 분석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센싱부에 사용되는 

IoT 센싱/제어 장치는 지속적인 데이터와 버스티 데

이터 생성을 담당하며 아두이노 플랫폼으로 구현하

였다. 구현된 플랫폼 테스트를 위해 고정 IoT 디바이

스는 태양광 발전 모듈로, 이동 IoT 디바이스는 탁구 

스윙 데이터 측정을 위한 모듈로 각각 구현하였다.

이들 IoT 디바이스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압/

전류/온도/습도/조도량과 같은 환경 데이터를 수집

하고 배터리의 충전/방전 제어 기능을 수행하거나 

탁구 운동 중에 발생하는 관성센서 값을 서버로 전송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송부에서는 인터넷을 기반

으로 동작하는 HTTP와 CoAP(Constrained Appli-

cation Protocol)를 이용하며 데이터 서버는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인 하둡(Hadoop)으로 구성하였다. 서

버에 수집된 데이터는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

서 구성한 IoT 플랫폼의 관련기술과 연구를 소개하

고, 3장에서 IoT 플랫폼 설계를 위해 각 파트별로 필

요한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분석

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IoT 플랫폼에 대한 설계와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

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2. 관련 기술 및 연구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버, 서비스 등을 망라하는 모

든 ICT 기술이 요구된다. 다양한 형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물 데이터의 수집/제

공, 사물 장치의 관리, 연결 기능이 필요하다.

IoT 디바이스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널리 사용

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고, 제품 개발에 필한 리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IoT 디바이스로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이 있

으며, 칩 벤더에서 주도하는 SoC 형태의 IoT 플랫폼

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아두이노는 IoT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collection and analyzing process for Io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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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플랫폼 중에서 적용 환경에 따라 초경량에

서부터 중간 레벨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이 제공되는 

가장 대중적인 IoT 디바이스이다.

IoT 장치를 위한 대표적인 경량 메시지 전송 프로

토콜로는 CoAP[2], MQTT(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3], XMPP(Extensible Mes-

saging and Presence Protocol)[4]가 있다. 이들 중 

MQTT는 TCP 상에서 동작하며, 여러 통신 단말들 

간의 Publisher/Subscriber 관계를 생성하여 동작하

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XMPP도 TCP 상에서 동작하

는 XML 기반의 메신저 구현을 위해 개발된 프로토

콜이다. 이에 반해 CoAP는 UDP 상에서 동작하며,

센서 디바이스와 같은 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 쉽게 

동작할 수 있는 RESTful 웹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

발된 프로토콜이다. 아두이노에서는 TCP를 요구하는

MQTT와 XMPP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CoAP

가 IoT 센싱 장치들과 IoT 데이터 서버 간의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로 적합하다.

빅 데이터의 부상과 함께 하둡[5]은 빅 데이터 처

리의 핵심 엔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분산처

리 기술인 하둡 HDFS는 빅데이터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본 기술로 사용된다. 하둡은 오픈소스

로 대규모 데이터의 분산처리 기술을 지원한다. 특히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 처리 성능이 뛰어나고 비용이 

저렴하며 용량 증가가 용이하다. 하둡이 가지는 이런 

장점들이 이전에 기업들이 비용과 복잡성 그리고 도

구가 없어 폐기했던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D. Kim, and J. Kim[6]에서 보인 사례

와 같이 하둡은 현재 정형 및 비정형 빅 데이터 분석

에 가장 선호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R[7]은 통계계산 및 시각화를 

위한 언어 및 개발환경을 제공하며, R 언어와 개발환

경을 통해 기본적인 통계 기법부터 모델링, 최신 데

이터 마이닝 기법까지 구현/개선이 가능하다. R은 하

둡 환경에서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덕분

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빅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기업에서 대용량 데이터 통계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은 특정 응용

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확장성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 범용성을 가짐으로써 시

스템 구성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었다.

H. Mora외 4명[8]은 모바일 환경에서 헬스케어 모니

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A. Jamin외 

6명[9]은 헬스케어와 메디컬 응용을 대상으로 한 플

랫폼을 구현하였으며 M. Hussein외 2명[10]에서는 

RTOS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T. L. Mihai

[11]은 IoT 응용을 위한 장시간 환경 모니터 용 WSN

플랫폼을 구현하였으며 K. Park, and S. Kim[12]은  

모바일 프로세서와 비실시간 OS를 위한 범용 플랫

폼을 구현하였다.

3. 플랫폼 설계 및 구현 

3.1 IoT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는 응용 환경에서 주기/비주기적으

로 환경 변수를 수집하여 서버에게 전송하며 서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는 역

할을 담당한다. 고정 IoT 디바이스는 주전원이 가능

한 경우가 많고 비교적 통신 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

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동 IoT 디바이스는 

주전원 없이 배터리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저전력과 

저사양이 요구되며 통신 방법도 저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 구성의 센서부 

요소로서 고정 IoT 디바이스로 태양광 발전 IoT 컨

트롤러와 이동 IoT 디바이스로 탁구스윙 분석 IoT

컨트롤러를 각각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태양광 IoT

컨트롤러는 1분 단위로 환경데이터(온도/습도/조도/

전류/전압)를 수집하여 데이터 서버로 직접 전송하

고 탁구스윙 분석 IoT 컨트롤러는 10ms 마다 측정한 

센서값(가속도/자이로/지자계)을 게이트웨이로 전

송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2에 두 IoT 컨트롤러의 

동작을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태양광 IoT 컨트롤러는 아두이노 UNO+Wifi 보드

와 조도/온습도/전류/전압 센서와 LCD 모듈로 구성

되며 외부로 태양광 패널과 충전 배터리를 연결해서 

플랫폼의 센서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탁구스윙 분

석 IoT 컨트롤러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저전력 환경

으로 구성하였다. 컨트롤러는 아두이노 Nano(3.3V)

를 중심으로 BLE(Bluetooth Low Energy), 9축센서

(MPU-9250), SD-쉴드, 3.7V리튬이온 배터리로 구

성된다. Fig. 3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두 IoT 컨

트롤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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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게이트웨이

이동 디바이스는 BLE만으로는 서버와 직접 연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디바이스와 서버 사이에 게

이트웨이를 필요로 한다. 게이트웨이는 한쪽으로는 

BLE를 이용하여 IoT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다른 한

쪽으로는 Wi-Fi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서버와 통신한다. 본 논문의 게이트웨이는 안드로이

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구현하였으며 게이트웨

이와 서버의 통신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게이트웨이는 IoT 디바이스와 BLE 통신을 담당하

는 메인 스레드와 HTTP 로 데이터 서버와 통신하는 

Wi-Fi 스레드로 동작하며 두 스레드가 공유하는 버

퍼크기는 10Kbyte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

(a) fixed IoT device (b) mobile IoT device

Fig. 2. Flowchart for IoT device in case of (a) fixed and (b) mobile IoT device. 

(a) (b)

Fig. 3. IoT controller in case of (a) Solar power generation and (b) Table tennis sw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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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와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로 HTTP를 사용하였

지만 효율성을 위해서는 향후 CoAP를 안드로이드 

폰에 이식하여 데이터 서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13]. 전체 플랫폼의 게이트웨이의 동작은 

Fig. 4에 나타내었다.

3.3 데이터 서버/하둡

본 논문에서 구현된 플랫폼 환경에서는 고정 IoT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가 동시에 CoAP 메시지와 

HTTP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수신된 IoT 메시

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oAP 서버와 HTTP 서버

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CoAP/HTTP 서버는 수신

된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

하다. CoAP와 HTTP는 상위호환성을 가지지만 보

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개의 서버를 운영을 

하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IoT 데이터는 빅데이터의 특성이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비

정형/비관계형인 NoSQL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분산처리기술 프로젝트로 

개발된 하둡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플랫폼에서 하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 Hadoop(v2.7.6), HBase(v1.2.1), zookeeper

(v3.4.10), Thrift(v0.7.2)로 각 요소를 구성하였다. 하

둡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노트북 4대로 구성하였으

며, CPU 와 RAM은 I5와 4G이며 ANamenode 호스

트는 HDD 500G로 그 외는 SSD 128G로 구성하였다.

또한 노트북 4대는 모두  Ubuntu 12.04를 설치하였

다. 하둡 에코 시스템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ANamenode에서는 Namenode, Zoo-

keeper, Datanode, Journalnode, Hmaster, Resource

Manager, HBase Master, Thrift Server, History

Server, Hregion Server가 실행된다.

ANamenode에는 Hadoop뿐만 아니라 IoT 디바이

스와 게이트웨이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

해 CoAP/Web 서버를 구성하였다. CoAP은 API를 

제공하는 californium coap 라이브러리[13]를 사용하

였고 Web 서버는 표준 HTTP 서버로 구성하였다.

CoAP와 Web 서버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하여 Eclipse

를 사용하였고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해 Maven을 사

용하였다. 또한 HBase의 내용을 추출하여 하루마다 

csv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 파이썬의 happybase 모듈

을 사용하였다. 아래 Fig. 5는 테스트베드로 구축된 

하둡 시스템을 보여준다.

3.4 IoT 통신 및 메시지 프로토콜

이동 디바이스는 배터리를 이용한 저전력으로 동

작하기 때문에 통신 프로토콜과 메시지 프로토콜도 

저전력이 요구되며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서버와 

통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동 IoT 디바이스와 게

이트웨이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은 BLE를 사용하였

다. BLE 메시지는 3가지 동작 모드에 따라 페이로드 

크기가 달라지는데 본 논문의 이동 IoT 디바이스 구

현환경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1:1 연결하기 때

문에 Fig. 6과 같은 프레임 포맷을 가진다. MPU 9250

센서는 아두이노가 한번 조회할 때마다 3개의 관성

센서(가속도, 자이로, 지자계) 값과 온도 값을 float

값으로 반환한다. 아두이노가 조회한 10개의 데이터 

값 중에서 스윙 분석에 필요한 것은 가속도(ax, ay,

az)와 자이로센서(gx, gy, gz) 값, 그리고 추가로 타

임스탬프(ts)이다(float형 변수 7개=224bits).

반면에 고정 디바이스는 대부분 주전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BLE보다 소비전력이 큰 Wi-Fi를 이

용하여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서버와 직접 통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 고정 IoT 디

Fig. 4. Sequence diagram of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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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로 구현한 태양광 발전 IoT 컨트롤러는 1분마

다 온도, 습도, 조도, 태양패널 전압/전류, 배터리 전

압/전류를 측정하여 CoAP POST 메시지로 서버에

게 직접 전송한다.

4. 플랫폼 테스트베드 실험

테스트베드로 제작된 플랫폼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고정/이동 IoT 디바이스로 구축된 환경에

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고정 IoT 디바이스를 테스

트하기 위해 1) 건물 외부에 설치된 10W 용량의 태

양광 패널 2) 태양광 생산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2Ah

용량의 배터리 3) 200 mA를 소모할 수 있는 LED

전구를 가지고 환경을 구성하였다. 고정 IoT 실험환

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1분마다 실시간으로 전송

되어 하둡에 저장된다. 이동 IoT 환경에서는 Fig. 7과

같이 피실험자가 자신의 몸에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을 지닌 채 IoT 디바이스가 부착된 탁구라켓으로 스

윙을 하면 10ms 단위로 측정된 센서 데이터를 실시

간으로 서버로 전송하여 하둡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하

루에 한번씩 csv 파일로 저장한다. 저장한 csv 파일

은 형식은 Fig. 8과 같다. Fig. 8에 보인 태양광 발전 

데이터와 탁구 스윙 데이터는 R을 이용해서 분석하

였다.

태양광 발전 데이터는 약 1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Fig. 9는 태양광 발전 데이터

를 이용해서 시간대별 에너지 생산량과 환경요인에 

대해 상관 분석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Fig. 9(a)에

서 10∼15시 사이에 에너지 생산량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출력된 값은 상관계수 값

으로 -1∼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 값은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

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Fig. 9(b)에서 전압과 

조도량은 0.93으로서 거의 선형적인 양의 상관 값을 

보여주고 전압과 기온도 0.71로 비교적 큰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전압과 습도는 비교적 

(a) (b)

Fig. 5. Hadoop system in case of (a) schematic diagram and (b) experimental setup.

(a) (b)

Fig. 6. Frame format in case of (a) BLE and (b) CoAP.

Fig. 7. Table tennis forehand stroke experiment using 

mobile Io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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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음의 상관관계(-0.56)를 보여준다. 이 상관관계에

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일사량이 크고 온도가 

높을수록 많고 반대로 습도는 높을수록 에너지가 생

산량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탁구 스윙 데이터는 1회당 10번의 스윙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 총 10회를 수행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스윙 분석을 위해서는 MPU

9250 센서가 측정하는 10개의 데이터(가속도 3개, 자

이로 3개, 지자계 3개, 온도 1개) 중에서 스윙 분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값과 이

들 센서 값을 측정한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다. Fig.

10은 1회 수행한 스윙에 대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그래프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Fig. 10은 관성센서

를 이용한 스윙 분석 가능성만을 보여 주고 있으며,

(a) (b)

 Fig. 8. IoT Big data in case of (a) solar power generation and (b) table tennis stroke. 

(b)

Fig. 9. Big data analysis graph in case of (a) average power generation by time and (b)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ower generation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 (b)

Fig. 10. Continuous forehand stroke data analysis graph in case of (a) acceleration sensor and (b) gyroscope sensor.



201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하둡 기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설계 및 구현

많은 피실험자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 기계학습을 이

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사물인터넷은 초연결 사회를 상상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다. 집, 차, 냉장고, 전등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편리

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

다는 이야기가 이젠 영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

차 현실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인의 삶, 산업현장, 재난, 안전,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모습을 바꾸어 갈 것이다. 사물인터

넷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하

고 전송, 저장, 분석하는 요소들의 하나로 묶어서 효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빅데이터 처리 IoT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플랫폼은 IoT 센싱/제어 장치와 IoT 메시지 

프로토콜, 비정형 데이터 서버와 빅 데이터 분석 도

구 요소로 구성된다. 플랫폼 테스트를 위해 고정 IoT

디바이스는 태양광 발전 모듈로, 이동 IoT 디바이스

는 탁구 스트로크 데이터 측정을 위한 모듈로 각각 

구현하였다. 플랫폼의 전송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HTTP 프로토콜과 CoAP 프로토콜을 이용

하며 데이터 서버는 하둡으로 구성하고 R을 이용하

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구현된 IoT 플랫폼은 고정/이동 IoT 디바이스를 

사용한 테스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는 R을 이용하여 태

양광 환경 데이터 유형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탁구 

스윙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향후 CoAP서버와 HTTP 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플랫폼 환경에서 획득한 IoT 빅데

이터 유형에 대한 상관 분석과 기계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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