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무인이동체에 대한 연구는 긴 시간 동안 계속 
진행 되어왔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무인이동체의 활용을 날로 높아만 져
가고 있다. 그러나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무인이동
체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
를 새롭게 설치하는 인프라구축을 진행 해야만 한
다. 또한, 실내는 실외와 다르게 다양한 제약을 받
음과 동시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LoRa는 SK에서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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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전국망을 구축 완료 함으로써, 저전력 장거리 
통신 시장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외에 KT나 
LGU+ 또한 저전역 장거리 통신 시장에 사업을 시
작하였는데, 이 두회사는 기존의 LTE망의 주파수
를 쓰는 NB-IoT 전력을 사용한다. 920MHz인 비면
허대역인 LoRa 주파수는 고대역의 주파수에 비해 
회절성이 높아 장애물이 많은 생활 산업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고대역에 비
해 커버리지가 넓어 사물인터넷 망의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1]. 산업혁명은 인류역사상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켜 왔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이류역사상 많은 발전을 이루어 준다. 1차 산업혁
명 때,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류가 손에서 기계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덕분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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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무인이동체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사용 하기위해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LoRa
망 적용을 제안한다. LoRa(Long Range)는 최대 30km정도의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저
전력 장거리 무선통신이 특징이다. 이미 LoRa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다. 또한 
LoRa망을 활용하여 무인이동체들의 관제시스템에 적용시켜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application of LoRa network, which has been under various research recently, to use control 
system for the transfer of Unmanned Vehicle. LoRa( Long Range) has a wide coverage of up to30 km, and is 
characterized by large-scale low-power long-distance radio communication. LoRa has already been studied in various 
industries. It is also proposed to study various functions by utilizing LoRa network and applying it to the control 
system of the uninhabited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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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은 2~3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2차 산
업은 전기 동력을 활용한 대량생산으로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철도 건설과 대규모 철강 생산, 광
범위하게 퍼져있는 제조업 기계들이 발판이 되었
다. 2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와 이를 기반
으로 한 통신기술의 발달이다. 3차 산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가 되겠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단순반
복운동에 대하여 컴퓨터가 대신 투입함으로써, 사
고율을 낮출뿐더러 생산량과 속도 측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시
대는 끝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협업 등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예고되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
명은 AI등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말한다. 그야 말
로 이제는 모든 사물이 통신을 통하여 서로 소통
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2][3].

LoRaWAN에 대한 참고 문헌 [2]은 "LoRaWAN
의 게이트웨이는 터미널과 네트워크 서버 간의 간
단한 메시지 전송 기능으로 별 모양의 별 구조입
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림 1. LoRaWAN Architecture[3]

900MHz 대역의 비인가 스펙트럼 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명세에 따르면, 917MHz에서 923.5MHz
까지의 대역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반면, 
LoRaWAN은 920.9MHz에서 923.3MHz까지를 다음
과 같이 반영한다.

표 1. 한국의 LoRaWAN 주파수 밴드[2]

참고논문[1][2][3]의 내용을 토대로 LoRaWAN망
을 이용하면 실내에서도 GPS의 기능을 구현 가능 
하다. 참고논문[4]에서 LoRa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안전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을 소개 
했다. 릴레이 통신을 지원하는 Private LoRaWAN기
술을 이용하여 가스위치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스 
감지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응용
하여 실내에서 무인이동체를 위한 LoRa GPS기술
이 가능하다.

그림 2. Private LoRaWAN[4]

그림2는 Private LoRaWAN에 대한 구성도 이
다. 참고논문[4]의 Private LoRaWAN의 기술을 
참고하여 GPS 기술을 실현 가능하다. 2장에서는 
LoRaWAN으로 GPS의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II. LoRaWAN

참고논문[5]에서는 “LoRa 환경에서 IoT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LoRa환경에서의 위치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하며, 정확
하지 않은 시각 오차를 보정하여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5]. 실내에서 무인이동
체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악을 받는다. 
GPS는 위성을 이용하여 위치와 속도 그리고 시간
측정등 네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

Center

frequency

Bandwidth

(kHa)

Maximum EIRP output

power(dBm)

For

end-device
For gateway

920.9 125 10 23

921.1 125 10 23

921.3 125 10 23

921.5 125 10 23

921.7 125 10 23

921.9 125 10 23

922.1 125 14 23

922.3 125 14 23

922.5 125 14 23

922.7 125 14 23

922.9 125 14 23

923.1 125 14 23

923.3 125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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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
내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내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 참
고논문[5]에서는 DGPS라는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
어 있는 기지국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위치 기준박
과 GPS위성으로부터 얻은 위치 측정값 사이의 오
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응용하여 실
내에 SLAM으로 미리 얻은 지형에 대한 정보를 중
점으로 실내 위치별 LoRa를 설치하여 실내에 대한 
GPS기능을 실현 시켜준다.

LoRa의 환경에서 위치 오차율은 500m를 상회하
고 있다. 또한, 멀티 패스 채널에 효율적이기 때문
에 벽을 투과하거나 다양한 간섭현상에서도 신호
를 쉽게 수신할 수 있다. 

III. 결  론

얼마전 5G의 개통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
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건설되
어 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맞써 로봇들의 활용도가 
많아 질 것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자율주행자동체 
사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금액의 돈
이 사용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LoRaWAN을 이용하여 실내
에서 무인이동체의 GPS역활을 해 줌으로써, 실내
에서도 무인이동체의 자율화를 구현시켜 줌과 동
시에 이러한 무인이동체의 관제를 통하여 실내에
서 다양환 환경에 무인이동체의 활용을 가능하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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