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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물인터넷) 서비스플랫폼: 기초와 응용  

IoT SVC. Platform: Foundation & Applications  

강의시간  

n 시간: 수요일 8,9,10 (4 시~6:50 p.m) 

n 장소: 새천년관 B121 

n 담당교수: 이정훈 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연구실홈페이지: 

http://isi.yonsei.ac.kr) 

n Office Hour: e-mail jhoonlee@yonsei.ac.kr (이메일로 연락하여 면담시간 지정) 

 

수업 목표 및 개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사람과 인간, 사물 및 서비스 등 세가지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이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한다. 최근 IoT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사

물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에 대한 기대감

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필요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달되고, 주변 사물들이 스스

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IoT를 통해 우리의 삶은 편의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혁신

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oT 융합전문가 양성 (1. Collective Problem Solving, 2. Hands on 

Experience Education, 3. IoT Entrepreneurship )을 위해 IoT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들

을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발굴-기획-분석-개발-활성화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역량확보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특히 스마트 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소셜케어’, ‘스마트 헬스&의료’, ‘스마트 에너지&환경’,     

‘스마트 스포츠’, ‘스마트 시티’ 등 전분야의 산업 및 공공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인 IoT 서비스의 중심은 서비스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활용되고 있

으며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손쉽게 다양한 기기들과 함께 연결하여 제시될 수 있는 사비스   

플랫폼 중심의 실습수업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IoT Analytics 

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데 맞추어져 있어 플렛폼의 기초지식 부터 응용까지 설계되어 

있는 과목이다. .   



  본 수업은 비전문가(Non-Technical)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IoT 디

바이스 및 플랫폼 활용 skill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AWS(Amazon Web Service) IoT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앵힌 IoT 서비스를 구현해보고 플랫폼 기반 IoT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Industry, 

Health, Home, Smary City 분야에 대한 적용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3가지 수업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IoT 서비스플랫폼에 대한 동향과 기초적인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 기반의 독창적인 

IoT 플랫폼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매주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 IoT 서비스 플랫폼 활용지식과 운용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IoT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여 플렛폼을 활용하여 센싱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IoT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 AWS IoT Analytics 활용 능력을 갖

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개설될 ‘IoT 데이터 분석’ 강의 또는 ‘IoT와 머신러닝’를 위한 

기반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수강대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을 포함 (비이공계 학부전공 가능/ioT서비스융합-빅데이터트랙 학생포함) 

하여 타 대학원 일반과정, 협동과정 (기술경영협동과정 포함)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함   

 

선수과목(선수학습) 

IoT 기초 I: IoT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자,  파이썬 또는 기타 프로그래밍 경험자 

 

강좌운영방식 

AWS(Amazon Web Service)에서 제공되는 IoT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해 단계별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개인별 AWS 계정을 생

성하고 AWS IoT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능들을 실습한다. 프로젝트 예제 실습을 통해 실제 IoT 

서비스를 구현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수강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IoT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

하게 된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이 쉽게 구현해볼 수 있도록 hands-on example

을 제공한다. 

 

 



수업스케줄 

주 수업내용 교재범위,과제물 

1 수업 소개  

2 IoT Platform 개요(1) AWS 계정 생성 및 Free Tier 등록 

3 IoT Platform 개요(2) 실습 1: AWS IoT Basic 

4 9.26 대체 휴일(추석연휴)  

5 10.3 개천절  

6 중간고사기간  

7 가상 사물과 첫 대화하기: AWS IoT MQTT 클라이언

트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MQTT 메시지 보기 

실습 2: MQTT 프로토콜 (Topic 

Publish & Subscription) 

8 가상 사물과 소통하기: AWS Lambda 함수 생성 / 

Amazon SNS(Simple Notification Service) 

실습 3: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

트 

9 플랫폼 연결하기: AWS IoT + Raspberry Pi + Python 

(1) 

실습 4: AWS IoT + Raspberry Pi + 

Python 

10 플랫폼 연결하기: AWS IoT + Raspberry Pi + Python 

(2) 

실습 5: AWS IoT + Raspberry Pi + 

Python 

11 AWS 데이터베이스(DynamoDB) 생성 및 실습 실습 6: DynamoDB 활용 실습 

12 Generate Value from device data: AWS IoT 

Analytics(1) 

실습 7: AWS IoT Analytics 활용 실습

(1) 

13 Generate Value from device data: AWS IoT 

Analytics(2) 

실습 8: AWS IoT Analytics 활용 실습

(2) 

14 Generate Value from device data: AWS IoT 

Analytics(3) 

실습 9: AWS IoT Analytics 활용 실습

(3) 

15 프로젝트 예제 실습 팀 프로젝트 발표 준비 

16 팀 프로젝트 발표  

 

강의 기대효과  

§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들을 기반한 새롭게 부상되는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직접 실습중심으로 응용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한느데 기여



함  

§ 비이공계 학생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배경을 갖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융

합교육 커리큘럼으로, 수강생 전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IoT 서비스모델을 이해하고 이를 

수강생 전공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지식 제공 

§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IoT 비즈니스모델 분석가, IoT 빅데이터 분석가, IoT 컨

설턴트, IoT산업정책기획자 등으로 진로개발  

 

교수소개  

이정훈 교수는 영국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전자공학 학사 및 시스템 공학 석사학위, 영

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Manufacturing에서 산업공학경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부

원장, 정교수로 재직 중이며, U-비즈니스, U-산업정책, 소셜플랫폼 비즈니스/산업정책 등 IT융합 

관련 개방형혁신 생태계조성 및 기술경영 관련된 다수의 스마트시티 국가 프로젝트 등을 수

행하고 있다. U-City 1, 2 단계 R&D사업, 도시재생실증  사업,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전주기적 프로젝트를 10여간 수행하였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

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2012년도에는미국 Stanford 경영대 방문교수로 

활동하였으며 Stanford 지역혁신및 기업가정신센터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성숙도 모델개발 

연구를 주도하였다. 또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인GSM협회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 및 미국의 CISCO사에게 다양한 스마트시티자문활동을 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융합전략 및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사물인터넷 

(IoT)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OECD URB/CFE와 함께 스마트시티 보고서를 함께 집필 

중이다. 2013년, 2015~2017년에는 Smart City World Congress의 주요연사로 초청되어 IoT기반

의 스마트시티 구현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융합기술예측 및 융합서비스 

기술통합 로드맵, IoT서비스 혁신, 기술경영과 혁신, 스마트시티 전략 및 성과지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투자성과분석,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리빙랩 등 이다. 

 

수업교재  

§ 본 수업은 별도의 교재는 없으며, 강의자료를 참고로 수업과제들을 충실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