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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인터넷(IoT)를 위한 개방형 데이터 이동
솔라스(Solace)는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에서 구동되는
연결된 장치, 게이트웨이 및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oT와 IT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솔라스(Solace)는 보장된
publish/subscribe 배포를
제공하며, 수 백만 개의 장치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솔라스(Solace)는 또한
지능형 필터링을 지원하여 정보가
이를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게만
전송되도록 하며, “완충기” 역할을
수행하여 수신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에도 순서에 맞는 전달을
보장합니다.

기능
솔라스 (Solace) 는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IoT) 구축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층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 다양한 엔드포인트와 환경: 솔라스 (Solace) 는 장치들이 LAN, WAN 및 웹을 통해
클라우드 및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방대한 처리량: 솔라스 (Solace) 메시지 라우터는 수백만 개의 연결된 장치 사이에
매일 수조 건의 메시지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 보안: 솔라스 (Solace) 메시지 라우터는 안전한 TCP 연결을 통해 정보를
전송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사전 인증을 받아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전송 중에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성능: 솔라스 (Solace) 는 어떤 기술보다도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확장성을 갖춘 IoT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 견고성: 솔라스 (Solace) 기술은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부, 통신, 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조직들의 데이터 배포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 단순성:솔라스 (Solace) 는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 요구를 두루 충족시켜 주는 통합
멀티 프로토콜 플랫폼을 통해 IoT 이니셔티브의 아키텍처, 구축 및 확장을
간소화합니다.

단대단 구조
솔라스(Solace)는 연결된 장치들과 애플리케이션들 사이에서 양방향
이벤트 기반의 통신을 제공합니다. 모든 메시지 교환 패턴에 대한 지원,
개방형 API 및 프로토콜, 그리고 클라우드 또는 레거시 환경에서의 구동
능력을 이용하여 솔라스(Solace)는 일반적인 IoT 구조의 코어, 엣지 및
포그 레이어에서의 데이터 이동을 통일 시킵니다.
• 장치: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의 사물(Things)에 해당하는
커넥티드 카 (Connected Vehicles), 산업 제어 시스템, POS (Point-of-Sale)
시스템, 원격 센서, 스마트 미터 등.
• 게이트웨이: 이러한 장치들은 흔히 클라우드와 기업 데이터센터의
애플리케이션과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됩니다.
• 애플리케이션: IoT의 비즈니스 가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과 기업
데이터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분석 엔진을 통해 촉진됩니다.

다양한 통신 모델
솔라스 (Solace) 는 어떠한 IoT 데이터 배포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서비스 품질을 지원합니다.
• 개방형 프로토콜: 솔라스 (Solace) 는 MQTT, REST, JMS, WebSocket 등을 지원합니다
• 요청/응답: 솔라스 (Solace) 는 장치의 현재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원격 조회를 지원합니다.
• 게시/구독 (Publish/Subscribe) : 일대다 (One-to-Many) 게시/구독 메시징을 사용하여 단일 장치 업데이트를 다수의 대상에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 스트리밍: 솔라스 (Solace) 는 사용자가 선택한 비지속적 또는 지속적 메시징을 사용하여 센서 수치, 로그 파일 또는 기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 싱가포르 국토교통청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싱가포르의 육상
운송 인프라 및 시스템을 계획, 구축 및 유지하는 운송부(Ministry of
Transport) 산하의 법적 기구입니다.
솔라스(Solace)의 데이터 이동 기술은 NCS와 미쓰비시 중공업(Mitsubishi
Heavy Industries Engine System Asia, MHIES-A) 컨소시엄이 건설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토교통청 차세대 전자 도로 통행세 징수(Next-Generation
Electronic Road Pricing, ERP) 시스템의 핵심 기반 설비 구성요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차세대 ERP 시스템의 일부로서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 위치,
속도 등을 전송하는 차상 장치가 모든 차량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경보는 운전자들에게 혼잡 상황을 알리고 대체 경로를 추천합니다.

솔라스(Solace) 기술은 오픈 API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여러 클라우드에 걸친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와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라우팅함으로써 개방형 데이터 이동을
지원합니다. 개방형 데이터 이동은 기업들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분석,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IoT)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solace.com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