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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 다양한 서비스 디바이스로 구성

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네트워크 환경은 효율  서비스 제공을 해 스스로 서비스를 인

지하고 서비스 별 네트워크 구성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nfra-less IoT 환경에서의  

Self-Organization Network (SON) 기반 서비스 지향형 IoT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

법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네트워크 시그 링을 최소활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IoT, Self-Organization Network

그림 1. 제안하는 SON 기법의 개념도

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인해 동

일 지역 내에 다양한 서비스 디바이스로 구성된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효율  서비스 제공을 

해 서비스를 인지하고 서비스 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한 기법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1]. 본 논

문에서는 Infra-less IoT 환경에서 Self-Organization 

Network (SON) 기반 서비스 지향형 IoT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SON 기법의 개념도는 그림 1

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1에 도시된 것처럼 IoT 네트워크

는 물리  네트워크에서 보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혼재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물리  네트워크를 서비스 별로 

최 화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Self-Organization Network(SON)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

문은 2장에서 서비스별 SON 네트워크 구성 방법에 한 

개념을 기술하고 3장에서 네트워크 구성 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2. 서비스별 SON 네트워크 구성의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기반 SON 네트워크 구

성에 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에 도시된 물리  

네트워크 내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물리  네

트워크를 서비스(서비스 1)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그림 3에 도시된 것처럼 별도로 물리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 이는 인  노드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

드일 경우 Infra-less 형태로 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 인 노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가 존재하

지 않을 경우 노드 스스로 독립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후 SON은 설정된 독립 네트워크 간 연결성 제공

을 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드의 도움을 받아 독

립 네트워크간 연결성을 제공받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

림 4에 도시된 것처럼 최소의 이웃노드를 통해 서비스 기

반 별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림 2. 물리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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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ON 기법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

그림 3 서비스 기반 물리  네트워크 구성

3. 서비스별 SON 네트워크 구성 기법

제안하는 SON 기법은 세 개의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

째 단계는 물리  네트워크에서 이웃 노드들 찾는 이웃노

드 탐색 기법과 두 번째 단계로 이웃노드 탐색 기법으로 

식별된 이웃 노드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드 기반 이웃노드 탐색 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독립 네트워크로 구성된 각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한 네트워크 탐색 기법이 필요하다. 이웃노드 

탐색 기법은 기존 방식과 유사하다. 우선 각 노드는 이웃 

노드를 찾기 한 search request 메시지를 1-홉 노드에 

로드 캐스  한다. 각 노드는 search request 메시지를 

받으면 그에 한 응답 메시지를 달하여 자신의 이웃노

드 테이블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각 노드는 물리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이후 각 노드는 서비스 기반 이웃노드 

탐색 기법을 통해 동질의 서비스 노드를 찾고 서비스 기

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기법을 해 

네트워크 타입과 링크 타입을 새롭게 정의한다. 다음은 네

트워크 타입이다. 

Connecting Network: 게이트웨이까지 경로가 존재하

는 네트워크  

Isolated Network: 게이트웨이까지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다음은 링크 타입이다. 

Infra link: 게이트웨이와 직  연결에 사용되는 링크

Infra-less link: 노드간 연결에 사용되는 링크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네트워크는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는 모델로써 Infra 환경과 Infra-less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따라서 Connecting Network은 

게이트웨이를 심으로 연결된 동질의 서비스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한 Connecting Network 

내에는 Infra link가 하나 이상 존재하며 Isolated Network

은 동질의 서비스 노드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경로

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한 Isolated 

Network 내에는 Infra link는 존재하지 않으며 Infra-less 

link 만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의 목 은 물

리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동질의 서비스 노드를 하나

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노드 기반 
이웃노드 탐색 기법은 Isolated network 가 이웃의 이질의 

서비스 노드의 도움을 받아 Connecting Network와 연결

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Infra-less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Isolated Network이 이웃하고 있는 동

질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찾고 각각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제안된 SON의 네트

워크 탐색 기법을 통해서 수행된다. 네트워크 탐색 기법은 

Isolated network에 있는 노드에 한해서 수행되는 기법이

다. Isolated Network은 독립된 서 네트워크와 같은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가 Isolated 

Network 인지 아닌지는 노드가 단한다. 네트워크 탐색 

기법은 Isolated Network에 속한 노드가 네트워크를 탐색

하기 해 joining 메시지를 이웃노드에 로드캐스  하

며 이웃에 이질의 서비스 노드가 자신의 이웃노드에 메시

지를 달하면서 진행된다. 이때 joining 메시지를 받은 

노드가 동질의 서비스 노드일경우 응답 메시지를 유니캐

스트 방식으로 달 노드에게 달하며 달 노드 한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응답 메시지를 달하여 두 개의 네

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도록 한다. 이는 이질

의 서비스 노드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며 각 네트워크에 연결 포인트 노드간 가상의 연결 경로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서비스 지향형 IoT 네트

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구성 방법은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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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이웃 노드들 찾는 이웃노드 탐색 기법, 이웃

노드 탐색 기법으로 식별된 이웃 노드들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드 기반 이웃노드 탐색 기법, 마지

막으로 독립 네트워크로 구성된 각각의 네트워크를 연결

하기 한 네트워크 탐색 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안하는 기법은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네트워크 시그 링

을 최소활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추후 제

한한 기법을 좀 더 구체 화 시킬 것이며 성능평가를 통

해 제안한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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