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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 제한된 자원과 이기종 통신 장치를 가진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

넷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4.2 기술인 Bluetooth Low Energy(BLE) 상에서 IPv6를 사용하여 

센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발행-구독 방식의 사물인터넷 프로토콜

인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MQTT)를 이용하여 별도의 데이터 변환이나 프록시가 필요 없이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다.  본 시스템과 연동된 웹 클라이언트에서는 BLE 장치가 감지한 센서 데이터는 MQTT 브로커로 중

개된 후에  HTTP 및 웹소켓 프로토콜을 통해 웹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므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플랫폼을 구현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검증하고 본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본 시스템을 적용하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기종 장치들로 사물인터넷 망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it has drawn much attention on the technologies about Internet of Things (IoT) which connects objects 
with constrained resource and heterogenous communication module in order to communicate information via internet.  
We propose a real-time sensor monitoring system based on IPv6 over Bluetooth Low Energy (BLE), which is included 
in Bluetooth 4.2 Specification. Since this system uses a publish-subsribe based IoT protocol, so called Message 
Queueing Telemetry Transport (MQTT), neither transforming network data nor any proxy server is needed in order to 
transmit data. Through the web client connected to this system, you can monitor sensor data sent by BLE device in 
real-time, intermediated via MQTT broker and then delivered to the client via HTTP and websocket protocol. In this 
paper we evaluated network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implemented test platform. Thus by using this system it is 
possible to make development cost low and to construct IoT network with heterogenous devices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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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기기들이 서로 연결하

여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

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장치들은 가능한 한 적은 자원

을 가지고 저전력으로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인터넷으

로 서로 연결되어 끊김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여 다른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기종의 통신 기기들이 

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데 기존의 센서 기기들은 블루투스(bluetooth)나 지그비

(zigbee)와 같은 M2M(Machine to Machine)  지역 네트

워크 망을 대부분 구성하므로 인터넷과 연동하려면 IP 

게이트웨이에서 이를 IP 프로토콜로 변환해야 한다. 

다행히 근래에 블루투스나 지그비 장치에서도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

는 저속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장치

를 위한 IPv6 사용을 위해 개발된 IEEE 802.15.4 표준

인 6LoWPAN 과 Thread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1]. 

또 2014년 말에  블루투스 4.2 버전부터 IPSP(Internet 

Protocol Support Profile)가 추가되어 BLE 장치에서도 

IPv6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

한편 사물인터넷을 위한 IP 프로토콜 중에서는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와 MQTT 

(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등이 각광받고 

있다. IETF의 CoRE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한 CoAP 

프로토콜은 저사양 장치가 저전력으로 통신하기 적합

한 프로토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BLE 상의 IPv6 

네트워크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CoAP 프로토

콜을 사용하였다[3, 4]. 하지만 CoAP는 신뢰도가 적

은 UDP를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명령(command)/응답

(response)  방식을 사용하여 외부 인터넷 망으로 데이

터를 전송하려면 프록시 서버 등이 필요하므로 주기적

으로 데이터를 수신해야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에 MQTT 기술

은 발행(publish)/구독(subscribe) 방식을 사용하며 브로

커(broker)가 중개하므로 그럴 우려가 없다[5].

본 논문에서는 BLE 상에서 IPv6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MQT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블루투스 PAN 

(Personal Area Network) 프로파일 대신 BLE IPSP를 

통해 저전력으로 구동되며 6LoWPAN 및 MQTT 프로

토콜을 통해 별도의 프록시 서버 또는 데이터 변환 없

이 IPv6는 물론 IPv4 등의 인터넷 망을 그대로 연동시

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블루투스 

4.2 IPSP와 MQTT 등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2가지 접

근방식으로 구현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테스

트 플랫폼을 구현하고 네트워크 성능을 분석하고 실

험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Ⅱ. 관련 기술

2.1. BLE 상의 IPv6

일반적으로 BLE 장치는 블루투스/BLE 프로토콜 스

택 상에서 서로 연동하지만 IPv6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도 동작하도록 하면 기존의 인터넷 기반 기술들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PAN 프로파일이 존재

하지만 블루투스 클래식 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BLE

와 같은 저전력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14년 말에 제정된 블루투스 4.2 표준에서는 저전력 

BLE 장치에서  IPv6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IPSP

를 추가하였다[2, 6].

IPSP는 기존의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장치를 

위한 IPv6 사용을 위해 개발된 IEEE 802.15.4 표준인 

6LoWPAN 프로토콜 기술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런 장치들은 개별적인 6LoWPAN 노드로 사용되거

나 라우터 또는 다른 IPv6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경계 

라우터(Border Router)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6LoWPAN/IPv6 프로토콜이 탑재된 BLE 장치들은 개

벌적인 6LoWPAN 노드가 되어 6LoWPAN 경계 라우

터(Border Router) 역할을 담당하는 BLE 모듈이 설치

된 SBC 컴퓨터와 연결되면 내부 6LoWPAN 망은 물론 

외부 IPv6 망과도 통신할 수 있다. 이 때 6LoWPAN 라

우터는 라우터 광고(Router Advertisement) 메시지를 

전송하고 라우터 요청(Router Solicitation) 메시지를 수

신하여 IPv6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을 포워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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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Pv6 프로토콜이 탑재된 BLE 장치들은 별다른 

데이터 변환 없이 기존의 MQTT, CoAP, REST 등 IPv6 

기반의 여러 가지 IoT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BLE 장치

는 물론 WiFi, 지그비, Thread 등의 이종 장치들과도 정

보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BLE 

6LoWPAN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준다.

Fig. 1 BLE 6LoWPAN network

BLE 상의 IPv6 프로토콜 계층도는 그림 2와 같다. 여

기서, IPSP는 IPv6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물리 및 링크 계

층의 역할을 담당한다. 6LoWPAN Adaptation 계층은 

BLE 상에서 IPv6 트래픽 압축과 최적화 및 주소 자동

설정 기능을 담당한다. IPv6, ICMPv6(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version 6) 및 RPL(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and Lossy Networks)은 네트워크 계층

을 만들어 주변 장치와의 연결과 라우팅을 담당한다. 

상위 응용 계층에서는 MQTT, CoAP 등의 사물인터넷

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UDP, TCP 상에

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Fig. 2 Network protocol suite for IPv6 over BLE

한편 기존의 BLE 장치는 장치의 검색, 연결 및 광고

를 담당하는 GAP(Generic Access Profile)과 전송 데이

터 구조를 담당하는 GATT(Generic Attribute Profile)를 

통해 파일 전송, 직렬포트 데이터 전송 등 특정한 서비

스에 대한 통신만 가능했다. 반면에, IPSP 프로파일이 

지원되면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BLE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 IPSP 프로파일에서는 BLE 장치를 

노드 및 라우터 역할로 구분한다. 라우터는 노드의 

IPSS(Internet Protocol Support Service)를 통해 GATT 

상에서 노드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다음 기존의 

L2CAP(Logical ink Control and Adaptation Protocol)을 

통해 서로 연결하게 된다. 

2.2. MQTT

MQTT 프로토콜은 제한된 성능과 빈약한 네트워크 

연결 환경에서의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된 통신 프로토

콜로서 IBM에 의해 개발되고 OASIS에 의해 사물인터

넷 표준 프로토콜로서 선정된 기술이다. 구조적으로는 

TCP/IP 상에서 경량의 발행/구독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

송하며, 별도의 브로커 서버를 경유하여 장치들 간에 

서로 통신하게 된다. 그림 3은 MQTT의 데이터 흐름 

구조를 보여준다. 즉, 발행자(publisher)가 특정한 토

픽(topic)을 가진 메시지를 발행하면 브로커가 이를 

수신하여 해당하는 메시지 토픽을 미리 구독한 구

독자(subscriber)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특히 

MQTT-SN 등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저전력이나 신뢰성

이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도 구동되도록 하여 센서 등이 

장착된 임베디드 기기의 정보 수집이나 제어에 적합하

다. MQTT는 페이스북에도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브로커로는 모스키토(mosquitto), moquette, 

HiveMQ 등이 있다[7].

Fig. 3 Data flow for MQ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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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온도, 습도 센서, 제

어 장치 등을 통해 환경 정보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BLE 

장치, 센서 및 제어 데이터를 중계하는 브로커 서버, 웹

으로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장치를 제어하

기 위한 웹 서버, 센서 모니터링 및 제어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추가로 브로커 또는 웹 서버에서는 주기적으

로 DB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이를 

요청하여 특정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

다. 브로커 서버가 중계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

되거나 다른 시스템에 소속하게 되더라도 브로커 서버

와 통신을 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체 시

스템 구성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Fig. 4 The monitoring system architecture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BLE 장치로부터 실시

간 온도, 습도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웹 서버의 센서 

데이터 저장 및 전달 기능, 웹 클라이언트의 센서 모니

터링 및 장치 제어 기능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웹 서

버를 통해 MQTT 브로커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

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그림 5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웹 서버를 거쳐 MQTT 브로커와 연동하여 데이

터를 처리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Fig. 5 Structure of the first approach of the system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웹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웹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로 웹 서버와 통신하

도록 웹 컨텐츠를 생성해 내면 된다. 예를 들면 장치의 

LED를 제어하는 부분과 온도/습도 모니터링을 위한 부

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장치 제어 부분에서 LED 

ON/OFF 버튼을 누르면 HTTP POST 요청을 웹 서버에

게 전달하고 웹 서버는 MQTT 브로커로 LED 제어 메

시지를 발행한다. 온습도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웹 서

버로부터 구독한 온도/습도 데이터를 SSE(Server Sent 

Events)나 웹소켓(websocke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

시간 챠트에 나타내게 한다. 그림 6은 첫 번째 방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주요 흐름도이다.

Fig. 6  Network packet flow in the first approach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프로그램이나 웹 클라이언트

가 웹 서버로부터 HTML 컨텐츠는 가져오지만 이후에

는 웹 서버를 거치지 않고 MQTT 브로커와 직접 통신

하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은 이 방식에 대한 

구조를 보여준다.

Fig. 7 Structure of the second approach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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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에서는 웹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MQTT 브

로커와 통신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이런 방법 중 

하나는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HTTP 요청을 하는 대

신 웹소켓으로 직접 서버와 통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웹소켓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 모바일이나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IE10 이상의 브라우저 등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8은 두 번째 

방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주요 흐름도이다.

Fig. 8 Network packet flow in the second approach

Ⅳ. 구현 및 결과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

준다. BLE 센서 장치는 DHT22 온습도 센서와 Nordic 

nRF51822 MCU를 장착한 Waveshare 사의 nRF51822 

Eval Kit로 구성된다. 라우터는 WiFi 및 BLE 모듈이 내

장된 라즈베리파이 3 단일보드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이언트는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서브넷에 연결된 PC를 활용하였다. 

Fig. 9 A picture of the test system

다음 표 1은 구현한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환경을 나타낸다.

Table. 1 Hardware and Software Environment

  BLE Device Border Router

sensor dht22 sensor

hardware nRF51822 eval kit Raspberry Pi 3

language C python, javascript

OS firmware Raspbian jessie

tool nRF51 IOT SDK 
moquitto

iperf, wireshark

여기서 BLE 센서 보드와 라즈베리파이는 BLE 상의 

IPv6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라즈베리파이와 클라이언트

는 일반 IP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라즈베리파이에서 

BLE 상의 IPv6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리눅스 커널에서 

6LoWPAN 프로토콜을 구현한 bluetooth_6lowpan 커

널 모듈을 탑재하고 IPv6에서 라우터 광고를 하도록 

radvd 데몬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장치들의 글로벌 IPv6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해야 한다. BLE 센서 장

치에서 블루투스 4.2 IPSP 프로파일을 포함한 펌웨어를 

탑재하기 위해  Nordic 사의 nRF51 IoT SDK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nRF51 IoT SDK에는 블루투스 4.2 IPSP를 

포함한 블루투스 프로토콜 스택과 경량의 오픈소스 

TCP/IP 프로토콜 스택인 lwIP가 포함되어 있다[7]. 네

트워크가 구성되면 BLE 센서 장치는 6LoWPAN 경계 

라우터 역할을 담당하는 라즈베리파이와 연동하여 

DHT 온습도 센서를 통한 센서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MQTT 브로커와 웹 서버를 구동하여 BLE 센서 장치, 

HTTP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발행한 MQTT 메

시지를 수신하여 구독하는 장치로 전송한다. 이 때 BLE 

상의 IPv6 네트워크와 일반 IP 네트워크의 통신이 가능

하도록 리눅스 커널 내부적으로 패킷을 변환하여 전송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경계 

라우터 역할을 하는 라즈베리파이와 BLE 센서 장치를 

연동하고 네트워크 성능을 검증하였다. 2번째는 MQTT 

브로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MQTT 통신을 테스트하였

다. 마지막으로 MQTT 통신과 HTTP 서버 및 클라이언

트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먼저 BLE 상의 IPv6 네트워크 연동을 검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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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ing6 명령을 실행하였다. 그림 10은 이를 통해 

ICMPv6 패킷을 주고받은 결과를 보여준다.

Fig. 10 ICMPv6 packet capture using wireshark

다음은 네트워크 전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리눅스 

네트워크 성능 측정 프로그램인 IPerf를 활용하였다. 

TCP 통신에 대한 대역 성능 측정을 위해 BLE 센서 장

치에는 간단한 IPerf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탑재하

였다. 라즈베리파이에서는 IPerf 프로그램을 클라이언

트 모드로 구동하여 TCP 네트워크 대역을 측정하였다. 

다음 그림 11은 전송 버퍼의 크기가 각각 100, 200, 300, 

400, 500 바이트에 대해 10~30KB의 데이터를 10회 전

송한 시간을 측정한 TCP 네트워크 대역 측정 결과를 보

여준다. 버퍼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

으로 15~16 Kbps, 최대 30Kbps의 대역을 가져 저속으

로 소량의 IoT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Fig. 11 TCP network bandwidth as to buffer size

다음은  BLE 센서 장치와 클라이언트 간의 MQTT 

통신을 테스트하였다. BLE 센서 장치는 DHT 온습도 

센서로부터 감지한 데이터를 5초에 한 번씩 발행하였

다. 발행한 MQTT 메시지는 json 형식을 따르며, 예를 

들어 온도가 25.1도이고 습도가 43%이면 MQTT 메시

지 문자열은 “{temperature: 25.1, humidity: 43.0}” 이

다. 라즈베리파이 서버에서는 공개소스 MQTT 브로커

인 모스키토(mosquitto)를 구동하여 클라이언트가 발행

하고 구독한 MQTT 토픽 메시지를 중개한다. 클라이언

트는 해당하는 MQTT 토픽을 구독하여 실시간으로 

MQTT 메시지가 수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BLE 상의 IPv6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웹 클라이언트로 센서 데이터

를 전송하고  장치 제어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라즈베

리파이 서버에서는 파이썬 HTTP 서버를 구현하였다. 

HTTP 서버는 파이썬 Bottle 웹 응용 모듈과 Gevents 비

동기 다중 처리 모듈을 활용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클라

이언트의 실시간 센서 모니터링을 위해 Hicharts 자바

스크립트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그림 12는 구현한 시스템에서 5초에 한 번씩 전송되

는 온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화

면을 보여준다. 본 시스템은 MQTT와 더불어 HTTP 

REST와 웹소켓의 두 가지 통신 방식으로 구현하였는

데 두 방식 모두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2 A screenshot of the system that monitors 
sensor data in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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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E 상의 IPv6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먼저 블루투스 4.2의 IPSP

와 6LoWPAN 기술을 활용하여 BLE 장치들 간에 IPv6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TCP 통신의 대역 성능을 측정하

여 분석하였다.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HTTP 서버와 MQTT 통신 방식으로 구현하여 별도의 

프록시나 데이터 변환이 필요없는 구조를 가지도록 하

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의료, 산업용 모

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이기종 장치가 사용되는 사물

인터넷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장

치를 연동하는 통신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조만간 발표할 블

루투스 5.0 표준에서는 메쉬 프로토콜을 채택할 예정이

다. 이러한 개발 현황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도 향후 메

쉬 프로토콜과 보안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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