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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기술은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장비에 소형 통신 장치를 부착하여 장비의 정보를 원격에서 수집, 제어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인 LPWAN이 제안되었고 대표적으로 

LoRa가 있다.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들은 원격 접속을 통해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

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 접속 및 상태 모니터링은 별도의 부가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하

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장비에 쉽게 부착할 수 있고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격에서 

장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독립형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실용성

을 보이겠다.

ABSTRACT

Internet of Things(IoT) technology can remotely collect and control a sensing information of device by attaching a 
small communication device to equipment that does not support communication. Low-Power Wide-Area Network 
(LPWAN), a low-power, long-distance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proposed to support IoT technology, and Long 
Range(LoRa) is representative. Various systems, including network device, can collect and control the status information 
of device in real time through remote access. However, when a network failure occurs, remote access and status 
monitoring are impossible unless there is a separate additional network.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dependent remote devi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easily attached to device, which monitors and 
controls equipment remotely using an independent network. We will design and implement the proposed system, via 
which we will show its practicality and expan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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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통신 기능이 없던 

유형 혹은 무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

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다. 이것은 무인 계량기, 지
능형 교통 서비스, 화산 지대 감시, 생태계 관찰 등 모니

터링을 기반으로 원격지의 장비를 제어하는 다양한 분

야의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1][2].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거리, 

저전력 통신 기술인 LPWAN(Low Power Wide Area 
Network)이 제안되었고 대표적으로 LoRa(Long Range), 
Sigfox 그리고 LTE-NB1이 있다.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은 사용자가 원격에서 현장, 즉 

원격 대상지에 존재하는 장비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일반적인 통신 장비

들의 경우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

격관리 또한 유선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원격관리를 위

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스템

에 이상이 생기거나 서비스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원격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복구를 위해 직접 

현장에 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산 지대 감시, 
생태계 관찰 및 무인 전력 시스템의 침입 탐지와 같은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

존 시스템에 쉽게 부착해서 사용하며 기존 서비스 네트

워크망과 독립적으로 동작하여 네트워크나 장비에 이

상이 생겨도 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독립형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네트워크와 구별하여 별도의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 장치로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경량 디바이스를 이용한다. 경량 디바이스

는 유사시 배터리로도 동작 가능하며 저비용 장치이다. 
원격 대상지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서 기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관리 장치는 배터리를 통해서도 동

작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관리망을 통해서 서비스 장

비의 이상 유무 및 제어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작하는 원격 장비의 특성상 장비 오동작의 해결방법

으로 장비 재시작이 있다. 원격 장비 재시작 기능을 추

가함으로써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통신 기술은 낮은 전

력으로 넓은 통신 범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LPWA 
(Low Power Wide Area) 기술 중에서 비면허대역을 이

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LoRa(Long Range)를 이용하

여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격 대상지

에 존재하는 서비스 장비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원

격 장비 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원격

장치 관리를 위한 기존의 연구 및 IoT 통신 기술인 LoRa
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경량 대화형 원격장치 

관리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서버, 게이트웨이, 그리

고 단말노드를 구분하여 설계하고 4장에서는 설계된 각 

부분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

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

기존의 원격 장비 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물인

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Ijaz는 농업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으로써, Zigbee
와 인터넷을 이용한 메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사용

자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식물을 생산하는데 필요

한 환경 조건과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였다. 그럴 뿐

만 아니라 LED 조명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를 조절함으

로써 식물의 성장을 촉진했다. 본 연구는 식물 성장 촉

진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스템 내부에 원

격 장비 관리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네트워크 또한 분리

하여 사용하지 않았다[3].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에 

배치되는 네트워크 장치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
지만 각각의 네트워크 장치들은 고유한 관리 방법을 통

해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Lin은 다

양한 네트워크 장치를 관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 확장이 

쉬운 하나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

은 네트워크 장치나 네트워크 자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

우 기존과 같게 직접 네트워크 장치가 있는 곳으로 방문

하여 시스템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시스템 장애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4].
Matei는 임베디드 장비를 위한 원격관리시스템인 

Wyliodrin을 제안했다. Wyliodrin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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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임베디드 장비 간의 물리적인 연결 없이 인터

넷을 통하여 직접 임베디드 장비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임베디드 장비가 항시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해서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사용자는 원격, 즉 클라우드를 통해 임베디드 장비를 

제어할 수 없다[5].
SNMP(Single Network Message Protocol)를 이용한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 연구도 있다. SNMP는 IP 네트워

크상의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정보를 수

정하여 장치의 동작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SNMP기반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

은 SNMP를 이용하여 유/무선 통합 장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치 모니터링 및 장치 상태 관리를 한다. 따
라서 관리 대상 장비의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면 원격의 자료를 수

집하거나 제어하는 방법이 없다. 이는 관리 대상 장비 

자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에 이상

이 생겼을 경우 관리자는 직접 관리 대상 장비를 확인하

여 시스템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 외

에는 시스템 장애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6].

2.2. LoRa

LoRa는 2015년 초에 LoRa Alliance에서 발표한 표준

으로 비동기식 저전력 원거리 통신망이다. 이 기술은 저

비용·저전력·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LoRa 무선 칩셋을 구매할 수 있

고, Wi-Fi AP 정도의 크기를 가진 디바이스와 소형 안테

나로 수십 km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500mW 이하

의 소출력을 사용함으로써 PoE(Power over Ethernet) 전
원 공급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LoRa는 대역폭(Bandwidth), 부호화율(Coding Rate), 
확산 인자(Spreading Factor)라는 전송 인자들이 있다. 
대역폭은 전송하려는 신호를 얼마나 넓은 주파수 폭을 

사용하여 보낼지를 나타낸다. 대역폭이 좁을수록 전송 

시간이 길어지지만, 최대 수신 허용 감도가 좋아지기 때

문에 장거리 통신을 하기에 유리하다. 부호화율은 원 데

이터를 변조할 때 정보 비트와 FEC(Forward Error Correct) 
비트의 비율을 말한다. FEC 비트 비율이 커질수록 신뢰

성 있는 전송을 하지만, 전송 시간이 길어지고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진다. 확산 인자는 1개의 심볼 당 칩의 개

수를 나타낸다. 확산 인자가 높을수록 최대 수신 허용 

감도가 좋아진다. 따라서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지만, 전
송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LoRa는 이러한 

세 가지 전송 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표 1처럼 전송 모

드를 정의하고 있다.
모드 1은 가장 낮은 대역폭인 125kHz와 가장 큰 확산 

인자인 12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멀리 통신할 수 있지만 

전송속도가 가장 느리다. 반면에 모드 10은 가장 큰 대

역폭인 500kHz와 가장 낮은 확산 인자인 7을 사용함으

로써 다른 모드 보다 통신 가능 거리가 짧지만, 가장 빠

른 전송속도와 가장 적은 배터리 소모량을 가지고 통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LoRa는 

non-ACK 모드와 ACK 모드를 제공한다. non-ACK 모
드는 ACK모드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mode Bandwidth
(kHz)

Encoding 
rate SF Receive 

sensitivity(dB)
Transmission time of 100Bytes 

in Non-ACKmode(ms)
Transmission time of 

100Bytes in ACKmode(ms) Note

1 125 4/5 12 -134 4245 5781 Maximum 
transmission range

2 250 4/5 12 -131 2193 3287 -
3 125 4/5 10 -129 1208 2120 -
4 500 4/5 12 -128 1167 2040 -

5 250 4/5 10 -126 674 1457 -
6 500 4/5 11 -125.5 715 1499 -
7 250 4/5 9 -123 428 1145 -

8 500 4/5 9 -120 284 970 -
9 500 4/5 8 -117 220 890 -

10 500 4/5 7 -114 186 848 Minimum 
transmission range

Table. 1 LoRa transmiss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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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터 에러나 유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ACK 모드는 수신부가 송신부에게 데이터

를 수신했음을 알리는 ACK를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에

러나 유실을 방지한다. ACK를 추가로 전송해야 해서 

non-ACK 모드에 비해 전송 완료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

래 걸린다[7-10].

2.3. 원격 장비 전원 제어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은 원격에 있는 대상 장비의 전

원 또는 콘솔 제어를 통하여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이 제어하는 장비에 장애가 발

생하여 제대로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장비를 관리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장비를 다시 

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예도 빈번하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면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

였는지 관리 대상 장비 자체에 이상이 생겼는지 직접 방

문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제안 시스

템은 관리 대상 장비 자체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 

더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원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원격 전원 제어 기능을 통해 

관리 대상 장비 자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전원을 껐

다가 켬으로써 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Ⅲ.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구조

Fig. 1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량 대화형 원격 장

비 관리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다. 제
안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2개의 관리 장

비를 각각 서버와 원격장치에 부착함으로써 별도의 독

립적인 네트워크인 관리망을 구축하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원격지에 존재하는 장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평상시 사용자는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원격의 자료

를 수집 및 제어한다. 만약 장비나 서비스망에 이상이 

생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관리망을 

통해 관리 대상 장비를 관리 할 수 있다. 관리망은 서비

스망과 독립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장애

가 발생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관리망

을 통해 서비스망과 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어디에 이상

이 생긴 것인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원격 대상

지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마찬가

지다. 관리 장비는 보조 배터리만으로도 동작할 수 있는 

경량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격 대상지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동작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관리 장비는 관리 대상 장비의 전원을 물리적으

로 On/Off 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원을 껐다가 켬

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

용자가 직접 원격 대상지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

결할 수 있다.

3.2. 서버 설계

Fig. 2 Block diagram of server

그림2는 서버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서버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웹 소켓을 이용하여 동작한다. 그리고, 사용

자가 원격으로 관리 대상 장비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도

록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웹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관리 대상 장비로 대화형 처리를 위한 전송 

옵션을 포함한 요청 명령어를 전송 할 수 있다. 대화형 처

리에 관해서는 단말노드 설계 부분에서 설명하겠다.

3.3. 게이트웨이 설계

그림 3은 게이트웨이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게이

트웨이는 하나의 LoRa NIC를 가진다. 따라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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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웹 소켓 서버와 연결되는 웹 소켓 클라이언

트와 LoRa 수신자, 두 개의 쓰레드를 통해서 하나의 

NIC를 공유한다. 
게이트웨이는 웹 소켓 클라이언트 쓰레드를 통해 수

신한 실제 사용자의 요청 데이터를 LoRa 통신을 통해 

원격 대상지에 존재하는 관리 장비인 단말노드로 전송

한다. 그리고 단말노드로부터 전송되는 압축 데이터를 

수신한 뒤 복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를 가

진다. 

3.4. 단말노드 설계

경량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단말노드는 더 복잡한 제

어 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로컬 버퍼 제어 기술, 
데이터 압축기술, 대화형 처리기술 등이 있으며 본 논문

에서는 대화형 처리기법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Table. 2 Command option type and example of using 
real commands for interactive processing

Command sh ?

Request 
option

1. Receive all packets

2. Receive special packets

3. Specify the range of packets to receive

4. Receive summary packets

Example of 
using real 

Commands

{“command” : “sh ?”, “option” : 1}

{“command” : “sh ?”, “option” : 2, “number” : 4}

{“command” : “sh ?”, “option” : 3, “start” : 2, 
“end” : 4}

{“command” : “sh ?”, “option” : 4}

제안 시스템의 대화형 처리를 위한 명령어 전송은 기

본적으로 요청/응답 유형을 사용한다. 이는 기존 명령어 

유형과는 다르게 전송할 명령어와 함께 전송 옵션을 추

가해서 전송하기 위함이다. 
표2는 대화형 처리를 위한 명령어 옵션 유형 및 사용 

예시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관리 장비로 “sh?”라는 명령

어를 전송한다. 기존에는 요청 명령어만을 전송했지만, 

대화형 처리를 위해서는 전송할 명령어와 함께 요청 옵

션을 선택해야 한다. 요청 옵션은 수신하고자 하는 패킷

의 양에 따라 4가지로 나누고, 전송 옵션을 포함한 실제 

명령어는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태로 단

말노드로 전송한다.
옵션1은 기본적인 요청/응답 유형과 같이 요청 데이터

에 대한 전체 응답 데이터를 수신한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상당한 전송 시간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옵션 2, 3, 4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LoRa 
데이터 전송 횟수를 조절하고자 한다. 옵션 2는 전체 응

답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데이터인 250byte
만을 수신한다. 이는 요청 명령어에 대한 응답 데이터 수

신이 250byte의 패킷을 기준으로 1번만 이루어지기 때문

에 기존에 옵션 1유형보다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다. 옵션 3은 사용자가 수신할 패킷의 범위를 설정하여 

전체 응답 데이터 중에서 설정한 범위의 데이터만을 수

신한다. 이는 옵션 2보다는 전송 횟수가 많아서 전송 완

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

를 수신할 수 있고 기본적인 전송 유형인 옵션 1보다는 

전체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응답 4는 전체 응답 데

이터에 대한 요약 패킷을 수신하는 구조이다.

Fig. 4 Data flowchart of data transmission type 4

그림 4는 옵션 4에 대한 데이터 전송 구조를 나타낸

다. 사용자는 옵션 4를 선택하여 명령어를 관리 대상 장

비로 전송하고 관리 대상 장비는 요청 명령어에 대한 응

답 데이터를 단말노드로 전송한다. 단말노드는 수신한 

전체 응답 데이터 중에서 맨 처음 250byte와 맨 마지막 

250byte만을 LoRa 패킷으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전송한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 데이터에 대한 요약 패

킷을 전송한다. 요약 패킷은 전체 데이터 크기와 미수신

한 패킷 개수, 그리고 추가적인 수신을 원하는지를 하나

의 패킷을 만들어 전송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전체 

Fig. 3 Block diagram of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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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응답

받을 수 있다.

Ⅳ. 구 현

4.1. 구현환경

Fig. 5 Equipment and system configuration diagrams for 
implementation

그림 5는 실제 구현에 사용한 장비와 시스템 구성도

이다. 먼저 서버는 IBM Bluemix로 개발하였다. 이것은 

IBM이 개발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다.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

폼만 제공되는 구조이다. 이것은 시스템 개발 시간을 단

축할 뿐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 수용이 가능하고 전통적

인 시스템 개발비용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이트웨이와 단말노드는 경량 디바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상용 임베디드 보드 제품을 사용하였다. 게이트

웨이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통신을 해야 해서 라즈베

리파이 3 B+모델을 이용하였다. 단말노드는 아두이노 

기반의 경량 임베디드 보드인 와스모트를 사용하였고, 
RS232 케이블을 이용하여 관리 대상 장비에 부착하였다. 
관리망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LoRa 통신 모듈은 SX1272
를 사용하였다. 

4.2. 관리장비

그림 6은 구현된 게이트웨이 모습이다. 게이트웨이

는 관리 장비로써 사용자와 원격 대상지에 존재하는 장

비를 연결하게 해주는 중계기 임무를 수행한다. 게이트

웨이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연결한다. 이는 사용자가 

서버를 통해 전송한 요청 데이터를 수신하고 관리 대상 

장비로 LoRa 통신을 통해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게이트웨이는 LTE 라우터를 이용하여 외부 인터

넷망과 연결하였고, SX1272를 이용하여 단말노드와 

LoRa 통신한다. 
그림 7은 구현된 단말노드의 모습이다. 단말노드는 

경량 디바이스인 와스모트를 이용하였다. 경량 디바이

스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소출력 전원 공급을 통해서도 

동작할 수 있는데 이는 원격 대상지의 전원 공급이 중단

되어 관리 대상 장비가 동작하지 않을 때도 관리 장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단말노드는 관리 대

상 장비와 RS232 케이블을 이용하여 직렬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관리 대상 장비로부터 수신한 데

이터는 SX1272 무선 칩셋을 이용하는 LoRa 통신을 통

해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하지만 LoRa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직렬 통신과 비교해 상당히 느려서 전송속도 차

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로컬 버퍼 제어와 데이터 압축, 
그리고 대화형 처리를 통해서 전송속도 차이를 극복했

다. 사용자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관리 대상 장비로 전송할 요청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대화형 처리를 통해 어떤 데이터를 수신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림 7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전송 옵션 1을 사용해서 “sh ?”라는 명령어를 관리 대

상 장비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요청 데이터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단말노드는 사용자의 요청 데이터를 관리 대상 장비

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수신 및 압축한

다. 수신 데이터의 원본 크기를 16,046byte라 가정하면 

이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250byte
의 LoRa 패킷 전송을 65번 수행해야 한다. LoRa 통신을 

Fig. 6 Management equipment - gateway

Fig. 7 Requested data type for interac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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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데이터를 65번 전송하게 되면 전송지연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서 허프만 부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44
번으로 줄여서 전송하였으며 제안한 대화형 기법을 통

해 44번의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그림 8은 웹 애플리케

이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전송한 “sh ?”라는 요청 데이터

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수신한 모습을 나타낸다.

Fig. 8 Receiving the response data through web application.

관리 대상 장비는 단말노드의 릴레이 모듈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는 관리 대상 장비에 장애가 발생

했을 때, 사용자가 단말노드의 릴레이 모듈을 이용하여 

관리 대상 장비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껐다 켬으로써 장

비의 이상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림 9는 관리 장비

와 단말노드를 나타낸다.

Ⅴ. 결 론

IoT 기술이 고도화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이 

많아지면서 원격지 장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기술은 필수적이며 기존 장치와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부착형 시스템은 더 폭넓은 활용성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쉽게 부착이 가

능한 경량 대화형 원격 장비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네트워크나 관리 대상 장

비 자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망을 통해서 원격 

대상지에 존재하는 장비를 관리 및 제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비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와 대상 장비 그리고 관

리 장비를 위한 게이트웨이와 단말노드를 설계하였다.
관리 장비를 위한 관리망으로 저전력,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LoRa를 사용하였으며 대화형 처리를 통해 통신

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각 시스템은 구현하여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장비 모니

터링 및 제어를 위한 단말노드의 추가 요소 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9 Management equipment-end device



LoRa 통신기반 원격 장비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661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under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SW (2016-0-00019), 
supervised by the IITP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20R1I1A306594711).

References

[ 1 ] S. C. Choi, N. M. Sung, J. S. Yoon, and J. H. Kim, “IoT 
Open Source Trends: Focused on the Ocean,”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 32, 
no. 5, pp. 16-22, Apr. 2015.

[ 2 ] J. H. Jun, H. G. Cha, W. S. Lee, and H. J. Kim, “Open 
Source IoT Trends and Prospect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vol. 32, no. 5, 
pp. 23-30, Apr. 2015.

[ 3 ] F. Ijaz, A. A. Siddiqui, B. K. Im, and C. k. Lee, “Remo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 for LED based plant factory 
using ZigBee and Internet,” in Proceeding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PyeongChang, South Korea, pp. 19-22, 2012.

[ 4 ] J. Lin, Q. Zhang, L. Zhang, and F. Li,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n Extensible Network Device 
Management System,” in Proceeding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Intelligent, and Software Intensive 
Systems, Fukuoka, Japan, pp. 6-8, 2016.

[ 5 ] R. Matei and A. Radovici, “Remote management system for 
embedded devices: Wyliodrin,” in Proceeding of the 15th 
RoEduNet Conference: Networking in Education and 
Research, Bucharest, Romania, pp. 7-9, 2016.

[ 6 ] S. J. Jung, J. H. Lee, Y. J. Han, J. H. Kim, J. C. Na, and T. M. 
Chung, “SNMP-based Integrated Wire/wireless Device 
Management System,” in Proceeding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Okamoto, Kobe, Japan, pp. 12-14, 2007.

[ 7 ] Alliance LoRa, LoRaWAN Specification, LoRa Alliance, 
2015.

[ 8 ] A. Augustin, J. Yi, T. Clausen, and W. M. Townsley, “A 
study of LoRa: Long range & low power networks for the 
internet of things,” Sensors, vol. 16, no. 9, pp. 1466, May. 
2016.

[ 9 ] M. Centenaro, L. Vangelista, A. Zanella, and M. Zorzi, 
“Long-range communications in unlicensed bands: The 
rising stars in the IoT and smart city scenarios,”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vol. 23, no. 5, pp. 60-67, 2006.

[10] Libelium, Waspmote LoRa 868MHz 915MHz SX1272 
Networking Guide, 2016.

김동현(Dong-Hyun Kim)

2013년 부산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13년 ~ 현재 : 부산대학교 동남권 그랜드 
ICT 연구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무선 멀티
미디어 방송 시스템, LPWAN

이창홍(Chang-Hong Lee)

2020년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공학사)
2020년 8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정보융합공학과 

학석과정
※관심분야 : 무선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무선 

멀티미디어 방송 시스템, LPWAN

김종덕(Jong-Deok Kim)

2003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4년 ~ 현재 :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무선 멀티

미디어 방송 시스템, LP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