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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 Comp uting 기반 지능화 사회에서의 시멘틱 가상화 필요성
장시영, 신병헌, 이동만 (KAIST) / FIF Se rvic e Wire le ss WG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패러다임으로 인해 도시 공간속 증가하는 IoT 장치 및 데이터 양을 처
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유연성,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며 이는 시스코에서 포그 컴퓨팅[1] 이라고 제시 하였다. 즉, 도시공간 속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가 호스팅되고 사용자의 필요 또는 환경에 따라서 시비스 지연 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시스코에서 제시하는 포그 컴퓨팅은 클라우드와 IoT/모바일 단말 사이에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하여
중간 프로세서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포
그 컴퓨팅 기반 스마트 공간은 공장과 같은 단순한 IoT/M2M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사람과 IoT 기기들이 상
호작용하며 협업이 필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포그 컴퓨팅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사용자/도시공간 데이터
처리와 더불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포그 컴퓨팅 구조에서는 여러 IoT 컴퓨팅 자원을 orchestrating 하는 미들웨어 [2, 3, 4,
5]를 제시하고 있다. [2]의 경우, 도시공간의 IoT 장치들을 활용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의 어플리케이션 컴포넌
트를 가상화하는 light-weight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포그 컴퓨팅 예제 시나리오로는 스마트 오피
스에서 마이크를 갖고 있는 여러 기기들이 협력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최적의 오디오 품질을 유지하며
녹음을 수행하는 시나리오[3]와 스마트 홈에서의 여러 종류의 이질적 센서들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보
안 시나리오[5] 등이 있다. IoT 장치는 컴퓨팅 자원뿐만 아니라 마이크나 카메라 같은 특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 자율적으로 IoT 장치들끼리 capability-dependent 태스크
오프로딩을 수행하거나 자원(기능)을 할당하는 연구 [6, 7]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위 시나리오들은 application 수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각 IoT 장치는 스마트 공간 속 사
용자의 의도와 환경의 context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IoT 장치들이 역할 분배를 효율적 및 자율적으로 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공간에서의 IoT 단말들이 context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general purpose 가상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이 경우에는
기존의 컴퓨팅 자원뿐만 아니라 스마트 공간의 센서/액추에이터의 상태를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가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IoT 기기의 가상화 플렛폼 [4]
시멘틱 가상화란 컴퓨팅 자원뿐만 아니라 IoT 기기들의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의 가상화를 의미한다. 다양하
고 이질적인 IoT 기기들의 정보와 기능들을 조합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스마트 공간/환경의 상황 정보, 기능 등을 일관된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며, 이를 사
용자와 IoT 기기 사이에 동일한 지식 체계로써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가상화를
위한 온톨로지 지식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능과 자원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량화하여 태스크를 단말들의 상황에 따라서 최적으로 분담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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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동일한 음성 녹음 품질을 갖고 있는 장비가 하나의 스마트 공간 내에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고음질에 맞춰지면 발언하는 사람의 음성을 가장 깨끗하게 녹음하는 장비를 선택해야 하고, 에너
지 절약에 초점이 맞춰지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기가 태스크
를 분담하는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통합 시멘틱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설계 및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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