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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기술과 고속 통신 인 라의 발 으로 IoT 응용 서비스에 한 요구와 기 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센서가 운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더라도 센서 데이터를 모두 서버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은 

통신 역  장 공간 측면에서 비효율 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 에 따라 IoT의 지능  처리에 

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서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뉴로모픽 기반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로그래  패러다임에 해서 제안한다. 제안한 로그래  패러다임

은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을 IoT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에

서 향후 지능형 IoT뿐만 아니라 자율형 IoT 환경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키워드: IoT, 클라이언트, 뉴로모픽, 기계학습, 로그래

Abstract The demands and expectations of the IoT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 services are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sensor technology and high-spee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Even with many sensors operating and networked, transmission of all the sensor data to the server 

for processing is inefficient in terms of communication bandwidth and storage space. Meanwhile,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demand for intelligent processing of the 

IoT is increasing. This paper proposes a programming paradigm that can apply neuromorphic 

model-based models and machine learning models relative to IoT clients, and a programming paradigm 

that applies machine learning models and knowledge processing models relative to IoT servers. The 

proposed programming paradigm is expected to be valuable for the intelligent IoT as well as for 

autonomous IoT environments in that various AI modules can be applied relative to IoT clients and 

server programs. 

Keywords: IoT, client, neuromorphic, machine learning,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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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렴한 고성능 센서들의 출 과 

고속 통신 인 라의 확충에 따라, 실시간 센싱 정보 수

집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응용 시스템에 한 심과 기 가 커지

고 있다[1]. 최근 IoT 기술은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헬스, 스마트시티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어 규모를 확

해 가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다양한 통신장비

와 같은 사물(things)은 2014년 약 37억개, 2015년 약 

48억개에서 2020년에는 500억개까지 증가해 IoT의 

격한 확 를 고하고 있다. 재 세계에 분포한 각종 

사물  99.4%가 아직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 향후 

IoT는 지속 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IoT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기본

으로 의미하지만, 궁극 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사물의 특성을 더 지능화하고, 인간

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자동화하여 다양한 연결을 통

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해서는 기존 인터넷에서 추구

하던 컴퓨터의 연결이 아닌 인간, 사물, 공간 데이터 등

을 서로 연결하고 수집된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인간에게 편의성

을 제공하기 해 지능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IoT 환경은 연결형 IoT, 지능형 IoT, 자율형 IoT로 

발 해가고 있다. 연결형 IoT 환경은 사물이 유무선으

로 연결되어 센서들이 주변 환경을 센싱하고 정보를 서

버(게이트웨이)로 달하고, 서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센서 단의 구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 의 환경을 말

한다. 지능형 IoT 환경은 연결형 IoT의 기능에 추가하

여 서버에 인지기능이 탑재되어 사물에서 센싱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분석, 진단, 측 등의 결정을 내리는 지

능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일컫는다. 한

편, 자율형 IoT 환경은 더 나아가 서버(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센서) 단에도 인지기능이 탑재되는 

발 된 형태의 환경을 의미한다. 즉, 지능을 가진 사물

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간, 사람, 사물 데이터의 복합 처

리를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물리세계를 자율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IoT 클라이언트와 IoT 서

버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 이다.

지능형 처리를 한 인공지능 기법은 지식 기반의 방

법과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별해 볼 수 있다. 지

식 기반의 방법은 문가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컴퓨터

에서 표 하여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한다.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은 지식을 문가로부터 

획득하는 신에, 측된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문제해

결을 한 모델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

황인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들 지식 기반의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경우도 있다. IoT 서비스에 한 기 와 인공지

능 기술의 발 에 따라 IoT 서버뿐만 아니라 IoT 클라

이언트에서의 자율형 IoT 서비스 로그래  개발환경

에 한 요구가 잇따를 것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IoT에 따라 데이터 리의 복잡성이 

증가되어 클라우드 심의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응

의 한계가 있다. 비록 많은 센서가 운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더라도 센서 데이터를 모두 서버로 보내서 처리

하는 것은 통신 역  장 공간 측면에서 비효율

이다. 지능형 IoT 환경에서는 처리성능에 제약이 있는 

IoT 센서 단말에서도 지능형 처리가 수행되어야 하므

로, 이러한 조건에서 지능형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 과 함께 IoT 환경에서의 딥

러닝 기술의 활용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2]. 딥러

닝 모델의 컴퓨  비용과 이에 따른 에 지 소모 문제

는 IoT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딥러닝 기술의 용을 어

렵게 만들고 있다[3]. 이에 한 안으로 스 이킹 신

경망이 부상하고 있다[4]. 따라서 IoT 클라이언트 환경

에서 스 이킹 신경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에서 기존의 IoT 로그램 개발 환경과, 최근 단

말 디바이스에서 신경망 모델을 지원할 효과 인 도구

로 심을 끌고 있는 스 이킹 신경망에 한 내용을 

살펴본다. 3 에서는 제안하는 자율형 IoT 로그래  

패러다임을 IoT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면에서 기술하고, 

스 이킹 신경망의 개발 환경의 요구 사항에 해서 소

개한다. 끝으로 4 에서는 황  향후 연구내용에 

해서 논한다. 

2. 련연구

2.1 IoT 로그래  개발 환경

IoT 환경은 사물의 상태를 달하는 연결형 IoT의 

제한  기능에서 벗어나 다른 IoT 기기들과 소통하면서 

주변 상황인지와 자율형 응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연결형 IoT에 한 연구로는 J.H. Choi 등은 각종 센

서로부터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에어컨, 선풍기, 가습

기, 건조기 등의 가동을 제어하여 쾌 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5]. T.S Hur 등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센서에서 가스 출을 조

기에 감지하여 가스밸 를 제어함으로써 화재 방시스

템을 개발하 다[6]. M.S. Kwon 등은 수 , 수온, 수질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서버에 송하여 수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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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수조를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리시스템을 개발하 다[7].

지능형 IoT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D.W. Choi 등

은 지능형 IoT 서비스를 한 다양한 동작인식 기술들

에 해 분석하 다[8]. Y.H Lee 등은 재난 안 리 

응을 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유효한 정보를 분

석할 수 있는 IoT 자동인지서비스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9]. W.S. Jung 등은 우울증 방을 해 IoT 서

버에 수집된 표정, 집 도, 명상도 데이터에서 기계학습 

모델로 분류된 우울 단계에 따라 가족, 친구  사회복

지사 등에게 알림 메시지를 송하는 서비스를 구 하

다[10]. H.C. Kim은 해산물 생산 유통의 사  측을 

해 지능형 IoT 시스템을 개발하 다[11]. 이러한 IoT 

클라이언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IoT 서버에 송될 때,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한, IoT 서버에 연결된 IoT 

클라이언트 수의 증가로 IoT 서버에서의 데이터 리, 

분석 등의 복잡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시간, 비용 

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가공 데이터에서 

요한 의미를 정해진 시간 는 실시간으로 분석  처

리를 요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

다[12].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먼 거리에 있는 

용량 IoT 서버에 굳이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된 

지 에서 사물이 지능을 갖고 스스로 학습  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IoT 클라이언트에 인지기능이 탑재된 

자율형 IoT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H.Y. Lee 

등은 IoT 클라이언트에서 최 의 딥러닝 신경망을 수행

하기 한 환경을 분석하 는데, 한 라이 러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속도와 에 지 효율이 각각 9.4배, 

26.7배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 다[13]. J.S. Song 등

은 자원이 제한된 IoT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많은 메모

리를 요구하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실행

시키기 해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VM 알

고리즘의 력화 방안에 해 연구하 다[14]. M.W. 

Kim 등은 IoT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탐

색 시 속도가 느린 문제를 개선하기 해 기계학습을 

이용한 분산 임워크를 제안하여 빠르고 정확한 연

산 결과를 도출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15].

이러한 IoT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IoT 로그

래  패러다임도 제안되고 있다. 표 인 것으로 

IFTTT 모델[16], Lambda 구조 모델[17]  Kappa 구

조 모델[18], 이벤트 구동 모델[19] 등이 있다. IFTTT

는 특정 상황에서 연속으로 이용하는 패턴이 있을 경우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실행시켜 주는 체계이다. 단순한 

조건문(If A then B: 만약 A를 하면 B하라) 형태로 단

순한 규칙을 표 하지만, 조건부 제어의 표  능력이 제

한 인 한계와 정교함이 떨어진다. Lambda 구조  

Kappa 구조 모델은 빅데이터의 처리를 한 MapReduce, 

Storm 등과 연계하여 특정 사건의 발생을 처리하는 것

이기 때문에 IoT 클라이언트 로그래 에는 합하지 

않다. 한편, 이벤트 구동(event-driven) 모델은 이벤트

별로 처리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표 의 융통성이 크

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결합하는 데 용이하다.

2.2 스 이킹 신경망

인공신경망은 단층 퍼셉트론(Perceptron), 다층 퍼셉

트론(Multi Layer Perceptron, MLP), 딥러닝 신경망으

로 발 해 왔다. 특히 딥러닝 신경망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시 막 한 계산량이 필

요하다. 이에 따라 좀 더 생물학 인 방법으로 신경망 

구성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신경망을 스

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SNN)이라 부

른다. SNN은 입출력이 스 이크 형태의 신호로 달되

는 신경망의 일종으로[20], 반도체칩으로 구 될 때 기

존 신경망 모델에 비하여 에 지 소모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21]. 

SNN은 고성능 딥러닝 신경망에 비해서는 다소 성능

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높은 정확도의 처리가 요구되

지 않는 IoT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서비스에서는 충분히 

용될 수 있는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최근 O'Connor 

and Welling[22]은 SNN을 이용하여 MNIST 데이터셋 

인식 정확도를 97.73% 달성하여 기존 딥러닝 신경망의 

인식 정확도 98.37%와 견 만한 성공률을 기록하여 

SNN을 이용한 성능 개선은 계속해서 보완될 것으로 

상된다[23]. 따라서, SNN은 IoT 단말에서의 지능형 서

비스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최근 SNN을 칩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SNN의 IoT 환경에서의 활용이 기

된다.

3. 자율형 IoT 로그래  패러다임

3.1 자율형 IoT 로그래  환경

여기에서는 IoT 서버와 IoT 클라이언트에서 지능형 서

비스를 지원하는 자율형 IoT 로그래 을 한 로그

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한 IoT 로그

래  패러다임에서 고려하는 IoT 서비스 환경을 나타낸다.

IoT 서버는 충분한 컴퓨  자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IoT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는 

것으로 컴퓨  자원이 제한 이고 배터리 등의 용량이 

작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인공지능(AI) 모듈로 딥러닝 모듈, 뉴로모픽 모듈, 경량

기계학습 모듈, 지식기반 모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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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형 IoT 서비스 환경

Fig. 1 Autonomous IoT Service Environment

딥러닝 모듈은 딥러닝 모델을 구 한 것으로 학습  

추론에 많은 컴퓨  자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딥러닝 모

듈을 사용하려면 컴퓨  자원이 많이 확보된 서버가 요

구된다. 뉴로모픽 모듈은 SNN을 구 한 것으로 비교  

은 컴퓨  자원을 요구하는 모델이다. 뉴로모픽 모듈

은 소 트웨어 으로도 구 될 수 있지만, 최근 뉴로모

픽 칩이나 FPGA 보드 형태로 SNN을 지원하는 하드웨

어들이 출 하고 있어서, 앞으로 IoT 클라이언트에서 

뉴로모픽 모듈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IoT 클라이언트에서 딥러닝 모듈의 사용 제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량기계학습 모듈은 결정트리, 

회귀 모델 등 실행 비용이 은 기계학습 모델들로 구

한 것을 의미하며, IoT 클라이언트에서도 비교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다. 지식기반 모듈은 규칙 등

으로 지식을 직  표 하여 이용하는 통 인 규칙기

반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다.

IoT 서버에서 동작하는 로그램은 컴퓨  자원이 충

분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듈로 딥러닝 모듈, 뉴로모픽 

모듈, 경량기계학습 모듈, 지식기반 모듈 등을 모두 사

용할 수 있다. 반면, IoT 클라이언트의 로그램은 컴퓨

 자원의 제약 때문에 경량기계학습모듈, 지식기반 모

듈뿐만 아니라 뉴로모픽칩이나 FPGA 보드을 통해 뉴

로모픽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동작한다고 

제한다. 자율형 IoT 환경이 되려면 IoT 서버뿐만 아니

라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에서도 인공지능 모듈이 활

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형 IoT 환경에서 IoT 클라이언트와 IoT 서버 

로그램들은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인공지능 모듈들은 직  코드를 모두 작성하는 것보

다는 다양한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한

편 이들 코드는 길이가 상당한 규모이거나 코드 자체가 

복잡할 수도 있고, 개발 임워크  개발 언어가 상

이 할 수 있다. 재 IoT 로그래 은 동일한 임

워크에서 지원되는 API 등을 사용하여 로그램을 작성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듈을 사용하려면 해당 임

워크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직  처음부터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 자율형 IoT 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를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모듈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IoT 로그램에서 인공지능 모듈을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3.2 자율형 IoT 로그래  패러다임

자율형 IoT 서비스 환경에서는 IoT 클라이언트와 

IoT 서버의 로그램이 인공지능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지능형 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모듈

이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다양한 임워크를 사용하

여 개발되기 때문에 IoT 로그램에서 이들 모듈을 직

 구 하는 경우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첫

째, 개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둘째,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

기 곤란하다. 셋째, 로그램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

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실행에 부담이 래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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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넷째, 신규개발에 따른 인공지능 모듈의 개발 

도구를 IoT 로그래  환경에서 제공해야 하므로 이러

한 로그래  환경을 구축하는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IoT 서비스 환경에서는 심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

에 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IoT 서비스를 한 로그램은 이벤트를 효율 으로 처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율형 IoT 환경에서는 다

양한 인공지능 모듈을 효과 으로 용하는 것도 필요

하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IoT 서버 로그래

 패러다임으로 그림 2와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지능형 컴포 트를 IoT 서버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임워크이다. 기본 으

로 로그램은 이벤트 구동 모델(event-driven model)

로 구성한다. 센서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된 데이터

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단에서 이벤트 인식 모듈이 정의된 이벤트를 인식

하여, 해당 이벤트를 이벤트 기열(event queue)에 등

록되도록 하고, IoT 로그램에 이벤트별로 이벤트 처

리기가 등록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벤트 루 (event 

loop)에서 이벤트들이 순차 으로 읽  들여져서, 해당 

이벤트 처리기가 호출되도록 한다.

이벤트 처리기로는 일반 처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이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

이 인공지능 모듈을 IoT 로그램 안에 직  구 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제안한 자율형 

IoT 로그래  패러다임에서는 인공지능 모듈과 같이 

규모가 크고 다양한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직  IoT 로그램 내부에 포함시키는 신, 

외부에 이들 모듈을 IoT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외부 모듈로 구 되는 인공지능 모듈은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형태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근할 수 있고, 

상태정보는 유지하지 않는 서비스 모듈로서 존재하며, 

IoT 서버 로그램에서 호출하면 주어진 상태에 응되

는 추론의 결과를 반환하게 된다.

그림 2 지능형 IoT 서버 로그래  패러다임

Fig. 2 Intelligent IoT Server Programming Paradigm

이 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첫째, IoT 

로그램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둘째, 기

존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임워크와 언어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듈을 

개발할 수 있다. 넷째, 동일한 디바이스가 아닌 인터넷

이 연결된 다른 서버에 인공지능 모듈을 설치하고 사용

할 수 있다.

외부 모듈로 인공지능 모듈을 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들 인공지능 모듈을 어떤 방법으로 근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IoT 로그램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듈들에 한 정보는 별도의 

지스트리에 등록하고, 로그램에서는 지정된 형태로 

해당 모듈에 한 근 정보를 지스트리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스트리를 지능형 컴포 트 

지스트리라고 한다. 지능형 컴포 트 지스트리 근

은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 반면, 특정 인공

지능 컴포 트에 한 근 방법에 한 정보를 지스

트리에서 읽어와서 사용한다. 따라서 지능형 컴포 트 

지스트리는 이들 인공지능 모듈의 근을 한 상태

정보를 주기 으로 갱신해야 한다.

인공지능 모듈들을 기본 으로 REST 방식으로 근

하기 때문에, 이들 모듈을 호출할 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내거나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많은 양이 생성

되는 센서 데이터를 달하는 것은 어렵다. 한편, 다른 인

공지능 모듈에서 생산한 처리 결과를 다른 인공지능 모듈

이 나 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IoT 로그램 실행환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한 자율형 IoT 로그

래  패러다임에서는 블랙보드(blackboard)라고 하는 데이

터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컴포 트를 포함한다. 블랙보드

에는 입력  출력 데이터 등이 장되고, IoT 로그램

에서 어떤 인공지능 모듈을 호출하려고 할 때, 데이터 

체를 한꺼번에 달하는 신에, 이러한 데이터를 블랙보

드에 장한 다음, 장된 치 정보만을 인공지능 모듈

에 달한다. 인공지능 모듈이 호출되면, 치 정보를 받

은 경우 블랙보드에 근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근한다. 

한편, 블랙보드에 장되는 데이터는 지속 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장되는 데이터별로 타임스탬 를 부여하

고, IoT 로그램에 지정한 하나의 세션이 경과하면 블랙

보드 모듈에서 자동 으로 삭제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모

듈이 블랙보드에서 데이터를 읽어갈 때에 데이터의 타임

스탬 가 해당 세션 이내에서 생성된 것인지 확인한다. 

한, 블랙보드의 데이터가 잘못 리되면, IoT 로그램

이 의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부분에 해서는 잠김(lock) 기능  데이터 무결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뉴로모픽 모델과 기계학습 모델을 지원하는 자율형 IoT 로그래  패러다임  315

그림 3 지능형 IoT 클라이언트 로그래  패러다임

Fig. 3 Intelligent IoT Client Programming Paradigm

제안한 IoT 클라이언트 로그래  환경은 그림 3과 

같은 모듈들로 구성된다. IoT 서버 로그램 패러다임

과 마찬가지로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도 이벤트 구동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인공지능 모듈로는 뉴로모픽 

모듈, 경량기계학습 모듈, 지식기반 모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딥러닝 모듈은 컴퓨  자원에 한 부담 때문

에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에 버 가는 성능을 보이는 SNN기

반의 뉴로모픽 모델을 지원한다. 뉴로모픽 모델은 소

트웨어 인 모듈로 호출될 수 있고, 뉴로모픽 칩이나 

FPGA 보드 등의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도록 다운로드하

고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컴퓨  자원의 제약이 있는 환경을 제하기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해 외부 서비스에 있는 인공지능 모듈들을 호

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이 실행되는 다바이스에서만 실행되는 것을 제

한다.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IoT 서버 로그램과 

주기 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하나의 IoT 서버 

로그램은 여러 IoT 클라이언트로부터 지역  상황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넓은 역에 상황에 한 상황 정

보를 추정할 수 있다. IoT 서버 로그래  패러다임에

서와 마찬가지로 모듈간의 정보 공유  IoT 클라이언

트 로그램의 정보 근을 한 블랙보드와 인공지능 

모듈에 한 근정보를 리하고 제공하는 지능형 컴

포 트 지스트리를 제공한다.

IoT 로그래  패러다임에서는 뉴로모픽 모듈을 지

원한다. 이 모듈은 뉴로모픽 칩이나 FPGA로 구 된 모

델이라면 학습된 SNN 모델에 한 정보는 블랙보드에 

일단 장된다. SNN 모델을 학습할때 많은 시간이 걸

릴 수 있으므로, 학습은 IoT 디바이스 쪽이 아닌 성능

이 좋은 서버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한다. 반면, 학습된 

모델은 칩이나 FPGA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다.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에서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뉴로모픽 모듈에 입력을 보내고 처리 결과를 받

도록 한다. 특히 SNN 등의 뉴로모픽 모델은 별도의 개

발환경이 제공된다. 한편, IoT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

그램간의 메시지 달은 기존의 IoT 통신 임워크에

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한다.

3.3 뉴로모픽 개발 환경

소 트웨어 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구 하려는 연구

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하드웨어 으로도 뇌의 구조와 

유사하게 모델을 만들어내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 기존 

컴퓨터 칩은 앙처리장치와 장장치에서 데이터를 주

고받는 직렬식이기 때문에 딥러닝의 데이터양이 많아지

면 병목 상이 생겨 처리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뉴로모

픽 칩은 기존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  구조를 탈피하

여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새로운 방식의 칩이다. 뉴로모

픽 칩은 연산, 장, 통신 등이 융합되어 데이터 병목 

상이 생기지 않는다.

표 인 뉴로모픽 칩으로는 IBM의 TrueNorth, 

Intel의 Loihi 등이 있다. IBM은 2014년 인간의 뇌신경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컴퓨터 칩 TrueNorth를 개발하

다. 이 칩은 54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한 4,096개의 

뉴로시냅틱 코어를 통해 100만개의 뉴런과 2억 5,600만

개의 시냅스를 구 하여 인간의 두뇌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한, 사용되는 력 역시 기존 마이

크로 로세서보다 10,000분의 1 수 의 에 지 소모를 

보여 매우 효율 이지만, 자가 학습능력을 갖추지는 못

했다. Intel은 2017년 총 13만개의 뉴런과 1억 3,300만

개의 시냅스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Loihi 칩을 개발하

으며, 최 의 시각정보 인지학습형 반도체칩이다. 최

근 Intel에서는 Loihi 칩 64개를 연결하여 800만개의 뉴

런을 시뮬 이션하도록 고안된 포호이키 비치(Pohoiki 

Beach) 뉴로모픽 시스템을 발표하 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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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뉴로모픽 칩은 SN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NN은 입력과 출력으로 임펄스 형태의 스 이크 신호

가 사용되는 스 이킹 뉴런을 사용한다. 스 이킹 뉴런

은 실제 두뇌에서의 신호처리를 잘 반 하는 모델이지

만, 이에 한 학습 알고리즘은 최근에야 활발히 개발되

고 있다[25].

SNN은 입출력이 스 이크로 표 되기 때문에, SNN

을 사용할 때는 수치로 표 되는 입력을 스 이크의 시

간  분포인 스 이크 트 인(spike train) 형태로 출력

되는 수치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26]. 스

이크 형태로 표 하는 방법에는 일정시간 내 수치값에 

비례하는 무작 의 스 이크를 만드는 비율 코딩(rate 

coding)과 특정 시간 간격으로 스 이크를 분포시키는 

시간 코딩(temporal coding)이 표 이다[27].

SNN을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SNN에 직  용되는 

특별한 학습 알고리즘을 용하는 방법, 딥러닝 신경망

을 이진 출력하도록 학습하여 가 치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학습된 딥러닝 신경망을 직  SNN으로 변환하는 

방법, SNN의 특성을 반 한 제약을 부여한 상태에서 

딥러닝 신경망을 학습시켜 학습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스 이킹 모델을 직  학습하는 알고리즘으

로는 SpikeProp, QuickProp, ReSuMe, NSEBP 등이 

있고, 딥러닝 모델을 직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Spike- 

Norm, Whetstone 방법 등이 표 이다[28]. 이들 방

법은 분류 는 회귀에 용되는 지도학습이다. 한편, 

비지도학습을 통해 시냅스 가 치에 한 지역  학습

(local learning)을 하는 STDP(Spike Timing Depen-

dent Plasticity) 등의 학습 방법도 있다[29].

스 이킹 뉴런에 한 모델도 Hodgkin-Huxley 뉴런 

모델, Izhikevich 뉴런 모델, SRM 뉴런 모델, LIF 

(Leaky Integrate-and-Fire) 뉴런 모델, TrueNorth 

LIF 모델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재 뉴로모픽 칩

으로 구 되는 것은 LIF 모델과 그 변형을 사용하는 것

이 부분이다[30]. 여러 형태의 스 이킹 뉴런의 모델

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개발된 학습 알고리즘은 제한  

상황에서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뉴로모픽 칩

에 용 가능한 학습 알고리즘을 용하고, 해당 칩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SNN만을 사용해야 한다. 표 인 칩

으로 IBM의 TrueNorth, Intel의 Loihi 칩 등이 있으며, 

Loihi 환경의 로그램 개발 도구로 Nengo가 있다[31].

제안된 IoT 클라이언트 로그래  패러다임을 지원

하기 해서는 SNN을 구성하여 학습시킨 결과를 뉴로

모픽 칩에 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하고 실행 

과정을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IoT 클라이언트 로그래  환경에서는 뉴로모픽 칩과 

연결되어 동작하는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4. 결 론

IoT는 인지 기능이 탑재되어 더욱 해진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단하는 사물 심의 지능사회로 발

해 가고 있다. 하지만, 모든 IoT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무 혼잡하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과 

단함으로써 방 한 양의 데이터를 먼 곳에 있는 데이

터 서버에 장하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된 클라이언트

에서 보다 빠르게 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안한 IoT 로그래  패러다임은 IoT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그램을 

효과 으로 개발하기 한 것이다. 제안한 로그래  

패러다임은 뉴로모픽 칩을 활용하는 IoT 클라이언트 

로그램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모듈을 

IoT 클라이언트와 서버 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에서는 향후 지능형 IoT뿐만 

아니라 자율형 IoT 환경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 된다.

소형 IoT 클라이언트에서는 CPU나 GPU 기반 인공

지능 알고리즘 용이 곤란하다. 하지만 SNN 기반의 뉴

로모픽 아키텍처는 소형 임베디드 기기에 합한 력

과 성능을 갖추고 있어 소형 IoT 클라이언트에 합할 

것으로 단된다. 뉴로모픽 아키텍처가 실제 상용화가 

될 경우 력  소형화 기기를 개발할 수 있어 딥러

닝 신경망 만큼 큰 기술  충격을  것으로 상된다.

제안한 패러다임의 로그래 을 효율 으로 지원하

기 한 효과 인 개발환경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특히 스 이킹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하는 부분

에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 이킹 신경망으로 기존 인공 신경망 모델의 변환

이 100%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인공신경망의 학습결과

를 효과 으로 스 이킹 신경망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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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제사. 2019년～ 재 충북 학

교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심분야는 해

상교통공학, 기계학습

이 건 명

1990년 KAIST 산학(학사). 1992년 

KAIST 산학(석사). 1995년 KAIST 

산학(박사). 1995년∼1996년 랑스 INSA de 

Lyon 연구원. 1996년∼ 재 충북 학교 

소 트웨어학과 교수. 심분야는 기계학

습, 데이터 마이닝, 소 트컴퓨

윤  선

1990년 KAIST 산학(학사). 1992년 

KAIST 산학(석사). 1992년∼1995년 

(주)핸디소 트 주임연구원. 2001년 

KAIST 산학(박사). 2001년∼ 재 한남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심분야는 

음성인식, 패턴인식, 음성 정보 검색 등

홍 지 만

2003년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박사). 2004

년∼2007년 운 학교 컴퓨터공학부 조

교수. 2007년∼ 재 숭실 학교 컴퓨터학

부 교수. 심분야는 운 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결함 허용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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