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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Internet-of-Things)는 사람과 물리적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컴퓨팅 패러다임

으로, IoT 디바이스의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IoT 디바이스를 이용한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IoT 디바이스가 가지는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API 이질성, 데이터 형식 
이질성,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이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질성들을 분석하고 각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한 설계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를 적용하

여 IoT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 함으로써 도출한 이질성 해결의 중요성과 제안한 설계 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1. 서론 

IoT(Internet-of-Things)는 사람과 물리적 사물이 네트

워크를 통해 항상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는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IoT 디바이스의 종류와 그 수가 증가하

고 그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1][2]. 

IoT 디바이스가 지니는 이질성으로 인해, IoT 애플

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컴퓨팅 환경이 사용하고자 하
는 IoT 디바이스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고, IoT 애
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1) IoT 애플리케이션이 IoT 디바이스 사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환경(통신 프로토

콜, API 라이브러리 등)을 갖추지 못해 IoT 디바이스

와 통신이 어려워질 수 있고, (2) IoT 디바이스들의 이
질적인 컴퓨팅 환경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IoT 애플

리케이션의 구현이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이게 된다. 
특히, 특정 IoT 디바이스를 다른 IoT 디바이스로 교체

하고자 할 때, IoT 애플리케이션에서 IoT 디바이스와

의 네트워크 연결, 혹은 API 사용을 위한 많은 부분

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유지보수성이 떨어지는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디바이스가 지니는 네 가지 종

류의 이질성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각 이질성이 발생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또한 아키텍처 및 컴포넌트 
설계 관점에서 도출한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GoF 
디자인 패턴을 활용하는 설계 기법을 제안하고, 도출

한 IoT 디바이스 이질성 이슈가 존재하는 IoT 애플리

케이션을 제안한 설계 기법을 통해 설계 및 개발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설계 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2. 관련연구 

Hong[7]의 연구에서는 이질적인 IoT 디바이스들과 
통신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제안한다. 이 미들웨어는 
여러 통신 프로토콜(Wi-Fi, Bluetooth, ZigBee, 등)을 통
해 IoT 디바이스들과 통신하고 단일화된 API 를 서비

스 형태로 제공하여 외부에서 IoT 디바이스들과 통신

하기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네트워크 프
로토콜 외의 다른 이질성은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한
계를 지닌다. 

Haibo[6]의 연구에서는 이 기종간의 핸드오버 프로

토콜인 IEEE 802.21 를 기반으로 여러 IoT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
레임 워크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IoT 디

바이스간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이외의 이질성은 고
려하지 않으며, 이질성 해결을 위한 상세 설계가 미
흡하다. 

De[1]의 연구에서는 Wi-Fi 나 Bluetooth 와 같은 서
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보유한 이질적인 IoT 디바

이스간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기
반의 아키텍처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통
신 프로토콜 이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구체

적인 설계 모델 및 이질성 해결을 위한 기법이 부족

하다. 
기존의 논문들은 대부분 IoT 디바이스의 통신 프로

토콜에 대한 이질성만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통신 프로토콜

에 대한 이질성 외에도 API 이질성, 데이터 형식 이질

성,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 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아키텍처 및 설계 기법을 제시

한다. 
3. IoT 디바이스의 이질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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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 로봇, 센서, 엑추에이터 등의 다
양한 종류의 IoT 디바이스는 각각의 기능성 및 기능

성 제공을 위한 방식 등의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이질적인 컴퓨팅 환경을 갖는다.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IoT 디바이스가 통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HTTP, TCP/IP (Socket), Wi-
Fi, Bluetooth, ZigBee, NFC,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림 1)의 (1)와 같이 IoT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목표 IoT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프로

토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림 1)의 
(2)와 같이 로컬 영역에서만 유효한 프로토콜로 통신

하는 IoT 디바이스는 로컬 영역 밖에서 사용할 수 없
다. 

Local Area

IoT
Device A

IoT
Device B

IoT App
(1) IoT App(2)

: Internet : LAN

Global Area

 
 (그림 1)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발생 상황 

API 이질성: IoT 디바이스들의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API 로 제공하는 경우, IoT 애플리케이션 관점에

서 같은 기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API 가 존재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두 IoT 디바이

스, IoT.A 와 IoT.B 가 서로 다른 API 를 통해 움직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표 1> API 이질성의 예 

IoT 
Device API for Moving Description 

IoT.A move( 
 linear:float, 
 angle:float 
) 

To move IoT.A, there are two float 
parameters; linear for a speed 
value and angle for a direction 
value. 

IoT.B go( 
 ctrMsg:String 
):boolean 

To move IoT.B, there is a 
parameter that contains two 
values; linear and angle. The 
return value indicates whether the 
moving command is done or not. 

 
이로 인해 IoT 디바이스의 교체로 인해 API 가 바

뀌어 IoT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유지보

수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여러 IoT 디바이스를 대상

으로 하여 같은 기능을 여러 API 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형식 이질성: 같은 의미(Semantic)을 가지는 
데이터는 집합, 튜플, 키/값 형식, 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IoT 디바이스의 서로 다른 
API 들 사이에서 같은 의미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요구되는 표현 형식이 다른 경우,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 만약 API 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면, API 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
속적이게 된다. IoT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프로

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IoT 디바이스 API 가 존재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이질성을 고려한 설계 기법 

본 장에서는 3 장에서 분석한 IoT 디바이스들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4.1. 아키텍처 스타일을 이용한 설계 기법 

클라이언트-서버 스타일은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을 적용한 설계를 통해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을 해결 할 수 있다. IoT 디바이스들과 네트워크로 연
결된 브릿지 서버를 두고, IoT 애플리케이션이 그 서
버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프로토콜 이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서버는 목표 IoT 디
바이스들이 요구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디바

이스를 이용하여 목표 IoT 디바이스들과 통신하고, 
IoT 애플리케이션에게 목표 IoT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API 를 제공한다. 

Global Area Local Area

IoT
Device A

IoT
App

IoT
Device B

Bridge
Server

: Internet : LAN  
(그림 2) 클라이언트-서버 스타일을 이용한 예제 

위에서 제안한 설계 기법을 이용하면 IoT 애플리케

이션이 설치된 디바이스가 목표 IoT 디바이스가 요구

하는 프로토콜을 보유하지 않아도, 서버를 통하여 
IoT 디바이스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IoT 애
플리케이션은 로컬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모두 가용한 
서버를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 영역에서만 유효한 프
로토콜을 요구하는 IoT 디바이스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어, 네트워크 영역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 할 수 있다. 

 
4.2. GoF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설계 기법 

어댑터 패턴(Adapter Pattern)은 이미 만들어진 클
래스의 API 를 사용자가 원하는 API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다. 이 패턴에 기반한 
설계 기법은 IoT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API 를 클라이

언트가 기대한 API 로 변환하여 API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3)에서 Adaptee 는 IoT 디바이

스가 제공하는 API 이고, Adapter 는 이미 제공된 IoT 
디바이스의 API 를 Client 가 기대한 API 로 바꿔주기 
위한 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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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r

move (): void

IoT
Device

Use

Public void move (){
Adaptee.moveDevice()
}

Client Target

move (): void

Adaptee

run (): void
 

(그림 3) 어댑터 패턴 사용 예제 

어댑터 패턴을 이용한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IoT 
디바이스가 교체되어 제공되는 API 가 달라질 경우, 
클라이언트가 기대한 API 로 변환하는 부분만 수정하

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IoT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API 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알맞게 변환된 API 를 사
용하기 때문에, IoT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바이스

가 목표 IoT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하

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전략 패턴(Strategy Pattern)과 어댑터 패턴을 함께 

사용하여 IoT 디바이스들의 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API 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문제와 데이터 타입 이
질성 문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다. 전략 패턴은 정
의된 알고리즘의 집합을 동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사
용되는 디자인 패턴이다. (그림 4)에서 APIAdapter 를 
상속받는 객체는 IoT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API 를 
APIAdapter 가 제공하는 API 로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

즘의 집합을 갖는다. 클라이언트는 GenericAPI 가 가
지는 APIAdapter 를 교체하여 목표 IoT 디바이스의 
API 를 사용 할 수 있다.  

Client

IoT
Device A

Use

APIAdapter
move(): void

APIAdapterA
move(): void

DedicatedAPIA
run(): void

APIAdapterB
move(): void

IoT
Device B

Use

DedicatedAPIB
go(): void

GenericAPI
move (): void

Strategy Pattern

Adapter
Pattern

Public void move() {
DedicatedAPIA.run()

}

 
(그림 4) 어댑터 패턴과 전략 패턴 사용 예제 

이 설계 기법을 통해 Client 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IoT 디바이스를 위한 알고리즘들의 집합으로 효과적

인 교체가 가능하며, IoT 디바이스들이 공통으로 갖는 
기능을 하나의 API 로 사용 할 수 있어 효율성이 증
가한다. 또한, IoT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API 를 호출하

는 메소드 내에서 API 호출 전에 그 API 에 알맞은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의 이질

성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한다. 
4.3. 서비스를 이용한 설계 기법 

서비스(Service)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지 않
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로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

그래밍 언어 이질성으로 인해 IoT 디바이스가 제공하

는 API 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SOAP, 
혹은 REST 와 같은 서비스 형태로 API 를 바꾸어 사
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이브러리 형태의 API 를 
서비스 형태로 바꿔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브릿지 서버

에 설치하여, IoT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형태의 API
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이질성 이슈들과 

이를 위한 기법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질성 해결을 위한 설계 기법 IoT 디바이스 이질성

클라이언트-서버 스타일

어댑터 패턴

전략 패턴

서비스 형태의 API

통신 프로토콜 이질성

API 이질성

데이터 타입 이질성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

 
(그림 5) 이질성 이슈와 설계 기법의 관계 

5. 사례 연구 

Smart Home Keeper (SHK)는 외출한 부모가 가정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을 이용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네 가지(Monitoring, Communication, Following Game, 
Grabbing Game) 서비스다. 본 장에서는 Grabbing Game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안한 설계 기법들을 적용하여

IoT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해 봄으로써 제안한 
설계 기법이 실효성을 가지며, 이질성을 해결에 있어 
효과적임을 검증한다. 

 
5.1. 설계모델 

(그림 6)은 클라이언트-서버 스타일을 적용한 SHK
의 배치 다이어그램이다. 

«mobiledevice, 
android»

SHKClient

Internet

«protocol»
HTTP, TCP/IP

«protocol»
HTTP, TCP/IP

(a) (b)

«server»
SHKServer

GenericAPI

«python»
SpheroBallHandler

APIAdapter

«ros»
TurtleBotHandler

«protocol»
Bluetooth

«protocol»
Wi-Fi

 
(그림 6) SHK 의 배치 다이어그램 

애플리케이션과 TurtleBot 그리고 Sphero Ball 의 통
신 프로토콜이 달라 생기는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6)와 같이 클라이언트-서버 스타일을 SHK 에 
적용함으로 애플리케이션이 HTTP, TCP/IP (Socket) 으
로 서버에 접근하여 간접적으로 TurtleBot 과 Sphero 
Ball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urtleBot 과 SpheroBall 의 API 가 달라 생기는 API 
이질성과 데이터 이질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6)(a), 
(b)를 두어 전략 패턴과 어댑터 패턴 설계 기법을 적
용하여 아래 (그림 7)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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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Use

APIAdapter
move(): void

TurtleBotHandler
move(): void

TurtleBotAPI
run(): void

SpheroBallHandler
move(): void

Use

SpheroBallAPI
go(): void

GenericAPI
move (): void

Strategy Pattern

Adapter
Pattern

Public void move() {
TurtleBotAPI.run()
}

 
(그림 7) 전략 패턴과 어댑터 패턴 적용 설계 

애플리케이션과 TurtleBot 과 SpheroBall 에서 사용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라 생기는 이질성을 해결하

기 위해 서버를 서비스 형태로 설계하였다. 
 

5.2. 구현모델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4.2.2 버전) 
으로 구현하였고 서버는 IoT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
해 로봇용 메타 운영체제인 ROS(groovy 버전)를 사용

하며, 사용된 IoT 디바이스로는 TurtleBot 과 Sphero 
Ball 이 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HTTP 와 TCP/IP 를 사용하며 서버와 TurtleBot, Sphero 
Ball 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각각 Wi-Fi 와 Bluetooth 를 
사용한다. 

(그림 8)은 SHK 의 Grabbing Game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사진이다.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a)를 통해 아이가 잡을 Sphero Ball 의 색을 지정해 줄 
수 있고 (b)와 (c)에서 각각 부모의 모습과 아이의 모
습을 보여주고 (d)의 버튼을 통해 실질적인 Grabbing 
Game 을 실행 및 강제종료 하며 (e)를 통해 TurtleBot
을 제어할 수 있다. 

(a)
(b)

(c)

(d) (e)TurtleBot

Sphero Ball

Grabbing IoT Service Android Client  
(그림 8) Grabbing Game 서비스 

5.3. 구현을 통한 평가 

애플리케이션과 TurtleBot 과 Sphero Ball 의 통신 프
로토콜 이질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에서 제안

한 브릿지 서버를 두어 애플리케이션이 IoT 디바이스

들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댑터 패턴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통해 

TurtleBot 과 Sphero Ball 이 제공하는 API 의 이질성으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였고, 전략 패턴을 
사용한 설계기법을 이용하여 각 디바이스들이 사용하

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TurtleBot 과 Sphero Ball 의 API 를 라이브러리 형태

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질성 문제

를 서비스 형태의 API 로 변환하여 극복하였다. 
 

6. 결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oT 애플리

케이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여러 
종류의 IoT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IoT 디
바이스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IoT 애플리케이션을 설
계 및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oT 디바이스들이 지닌 이질

성을 통신 프로토콜, API, 데이터 형식, 프로그래밍 언
어로 분류하고, 각 이질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한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 스타일, GoF 디자인 패턴 등을 활용한 
설계 기법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기법들을 기반으로 
IoT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개발하여 제안한 설계 
기법이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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