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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Internet of Things)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센서나 디바
이스를 연결하여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IoT 시스템은 서버에서 센서
나 디바이스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집중형 시
스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은 무선랜(Wireless LAN) 네트워크
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랜 네트워크는 공
유기에서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범
위에 닿지 않아 IoT 기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더 
강한 신호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문제점이 발생

하고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IoT 기기가 늘어날수
록 서버에 부담이 가는 문제점이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신
호의 범위를 늘리고 증폭시키고 서버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리피터(Repeater)를 사용
함으로써 무선랜 네트워크 신호를 증폭시키고 리피
터들이 리피터에 연결된 IoT 기기들을 관리함으로써 
서버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Ⅱ.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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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IoT 시스템들은 서버에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며 무선랜 네트워
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랜 네트워크의 신호가 닿지 않아 IoT 제품
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강한 신호의 무선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리피터를 이용하여 IoT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IoT 제품을 
관리하며 서버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일부를 리피터에서 처리하여 서버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무선랜 네트워크의 신호가 원인으로 생기는 문제는 리피터로 신호를 증폭함으로써 해결하
고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화 문제는 리피터가 자신에게 연결된 IoT 제품을 관리함으로써 서버
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Conventional IoT systems are centralized systems that process information from the server on the device and 

most of them use a wireless LAN network. However, There may arise a problem of when the signal of the wireless 

LAN network is not reached, the IoT product can not be used and accessing a wireless LAN network having a 

stronger signa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a method to maintain stability of IoT products 

by using repeaters, and to manage IoT products and reduces the burden on the server by processing part of the 

data processed by the server in the repeater. The problems caused by the signal of the wireless LAN network 

can be solved by amplifying the signal with the repeater, and the overloading problem that can occur in the server 

can be solved by controlling the repeater's IoT product connected thereto to reduce the server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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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며 그림 2는 리피
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그림 2. 리피터 흐름도

그림 1은 시스템 구조이다. 서버는 Interface, 

Repeater Directory, Repeater Arbiter로 구성되어 있
으며 Interface는 Application의 통신을 담당하는 
Communication Interface와 Application에서 명령
을 처리하여 해당하는 리피터를 찾는 Instructions 

Interface가 있다. Repeater Directory는 리피터의 정
보와 그 리피터에 연결된 IoT 기기, IoT 기기가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저장한다. Repeater Arbiter는 리
피터를 발견하고 리피터에게 명령을 전송하는 역할
을 한다. 리피터는 서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처리하
는 Instructions Interface와 연결된 IoT 기기의 정보
를 저장하고 있는 Device Directory로 구성하여 명령
을 수행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2는 리피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리피터가 
동작하면 먼저 리피터를 초기화 한다. 그리고 무
선랜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IoT 기기들을 탐색, 연
결한다. 연결된 IoT 기기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

터, IoT 기기의 ID를 서버로 전송하고 리피터는 
연결된 IoT 기기의 모니터링하며 다른 리피터나 
서버에서의 명령을 기한다. 명령을 수신하면 명
령을 수행하며 만일 다른 리피터의 IoT 기기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다른 리피터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고 명령의 수행 결과를 서버로 보낸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리피터를 사용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신호 강도를 높이고 리피터
가 서버에서의 일을 분담함으로써 서버의 부담을 
줄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선랜 네트워크의 신
호가 약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IoT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서버의 부담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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