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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술은 직 인 사람의 제어 없이 기기 간 자율 통신을 지원하며 빅데이터와 함께 미래 ICT 시
장의 큰 비 을 차지할 유망 기술로써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IoT 기술 범주에 포함되는 Zigbee, 
Bluetooth, Bluetooth LE, Wi-Fi 등의 기술은 상호 호환되지 않고 통신 목 의 상이하기 때문에, 각 기기

들은 다수의 통신 장치를 모두 탑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  효율 한 높지 않다. 한, 통신 기

술마다 존재하는 독립된 네트워크가 상호 복잡한 서비스 활용에 연계된 환경에서 특정 부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별 계정보 부재로 인하여 장애 발견과 복구  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각 기기간의 이기종 통신I/F 연동방안과 기기 유형별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한 Physicality 분석을 통하여 제공 가능한 체 서비스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RFID/USN 기술의 개념  확장과 더불어 등장한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은 센서/액 에이터  

상황인지 기능을 갖춘 사물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Bluetooth, Wi-Fi, 3G/4G, Zigbee, RFID 등)을 통해 사람

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연결성을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

고 상황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 IT 인 라 기술이며 새로운 패러

다임이다. IoT는 모든 사물들이 로벌 규모의 연결성을 

갖게 하며 상호 연결되어 공유될 수있는 지식  정보는 

사용자의 목 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분석된 결과에 

의한 보다 지능 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해 다. IoT 활성화를 해 연결된 자원(기기)들

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 화된 기술개발  

서비스 랫폼 제공이 필요하다.

  한 스마트시티, 헬스 어, 스마트홈, 스마트팜 등과 같

이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IoT 기기가 250억 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기기의 물리  속성을 자

율 으로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기 가 계 설정  

시맨틱 분석을 통한 스마트 공간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다.

  IoT 기기들은 가스 유출, 화재 감지, 도어락 등 실생활

에 한 센서/액 에이터 등이 연결되므로 IoT 기기 간

의 데이터 송은 일반 인터넷 송에서 요구하는 

QoS(Quality of Service) 보다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송

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기기가 고장나거나 통신 링크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체 경로를 찾아 데이터를 달하는 

Resilient/ Fault-Tolerent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 1. IoT 구성 개념도

  

  이러한 환경  요구를 개선하기 하여, 본 고에서는 다

양한 IoT 기기와의 네트워크 연동 기술, IoT 데이터 처리 

 리 기술  QoS 지원 기술, IoT 서비스 지능화를 

한 분석도구에 한 랫폼을 개발하여 다가오는 IoT 시

에 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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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N 기반의 이기종 I/F 결정 엔진

  PDN(Physicality-Defined Networking)은 통신이 가능

한 노드의 물리 인 특징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네트워

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IoT 환경에서 기

기들은 각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표 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IoT 기기/인터페이스의 물리  속성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PDN을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재 IoT 네트워크는 앙 집  방식의 네트워크 구조

를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IoT 기기는 무선 인터페이스 

종류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달리한다. 따라서 기존 

기술들은 별도의 통신 연동 장비를 이용해야 IoT 기기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 앙 집  방식은 네트워크 구성

이나 정책 인 부분에서 IoT 노드에 강제성을 주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PDN 기술은 IoT의 기기의 물리  속

성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동 장비 없이 기기의 수용 능력이 좋은 기기를 

통해 모든 IoT 기기와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IoT 기

기가 언제 어디에 있든 상 없이 주변에 연결 가능한 기

기가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자

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PDN 구성  Multi I/F Physicality

  WSN의 발달과 IoT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다양한 무선 

속 기술의 등장과 발 으로 인하여 다수의 무선네트워

크가 공존하는 이기종 네트워크의 개념이 탄생하 다. 이

기종 네트워크는 다양한 무선 속 기술을 포함하는 네트

워크의 통합체이며 공존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고유 특징

(통신거리, 송속도, 이동성 등)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특

징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의 통합체를 구성해서 상황과 환

경(데이터 송에 요구되는 송속도, 커버리지 등)에 맞

는 최 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제안에서 설계하는 PDN의 구성 기기는 각각 복수의 

I/F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송수신하는 데이터와 송수신 

기기가 보유 I/F에 따라 알맞은 I/F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이에 본 제안에서는 데이터가 요구하는 송속도, 

QoS, 거리 등과 사용가능한 I/F의 송속도, 통신거리, 

QoS,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정 I/F를 선택하는 알고리즘

을 만들고, PDN을 설계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기종 네

트워크에서 특정 상황의 I/F 선택방법 시와 이기종 네

트워크 환경에서 User-Centric I/F 는 Network-Centric 

I/F을 결정하기 한 차를 나타낸다.  

 

그림 3. 이기종 I/F 결정 엔진

그림 4. user/network - centric I/F 결정 엔진

3. 결론

   본 고에서 제안한 PDN 기반의 이기종 통신 인터페이

스 결정 방식은 기술 기 단계로서 재까지 시장 지배

인 솔루션은 미흡하지만, IoT를 구성하는 각 장치의 물

리  환경을 고려하고 이에 한 논리  선택 알고리즘 

개발 등의 연구 분야로 확장할 경우 미래의 IoT 시장에서 

력이 발생할 것으로 측되며, 향후 계네트워크 기

반의 알고리즘 최 화를 진행하여 본 연구를 확장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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