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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Ma ssive IoT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연구 동향
김선우, 이성주 (KAIST) / FIF Wire le ss WG

사물 인터넷 (Internet-of-Things) 이란 용어은 1999년 MIT의 Auto-ID Center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개념과 의미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사물 인터넷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비슷한 개
념들 (RFID/USN, M2M) 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기기의 수 증가 및 적용 분야
의 확장으로 인해서, 사람이 휴대하는 단말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보를 생성
하고 이용하는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초연결 네트워크에서 사물 인터넷의 최대 화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수백억개의 무선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조사기관들이 2020년에는 네트워크에 약 500억개의 디바이스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며 [1], 이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및 서비스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 처럼 많은 디바이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Massive IoT라는 개념 하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
다.
수백억개의 무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환경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는 저지연, 고신뢰 및 저전력
통신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증가할 IoT 기기들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 디바이스 같이 (스마트폰, 태블
릿, 랩탑 등) 충분한 에너지와 고급 통신 모듈을 장착한 디바이스가 아닌, 우리 주변에 쉽게 분포되어 네트워크
로 저용량 데이터 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수신하는 센서 종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기업에서도 다수의 IoT 기
기를 도입해, 다양한 분야에세 의미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치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센서의 데이터 수집
과 실시간 통신 및 원격 제어를 위해 저지연 고신뢰 네트워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센서들의 원만한 유지 보수
를 위해 저전력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면허 대역에서 LTE-M과 NB-IoT의 표준이 발표되었고, 비면허 대역에서는 LoRa
[2]와 SigFox [3]등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이 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왔다. LTE-M과 NB-IoT [4]의 경우는 글
로벌 표준인 3GPP 기반 기술로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파
수 간섭으로 인한 통신품질의 저하가 없다. 따라서 비면허 대역을 이용한 LoRa나 SigFox에 비해 더욱 좋은 품
질을 제공할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LoRa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고, KT와 LGU+가 공
동으로 NB-IoT를 주도하고 있어 두 기술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주파수 대역
기술
전송 범위
통신 속도
배터리 수명
대역폭

면허 대역
비면허 대역
LTE-M
NB-IoT
LoRa
SigFox
~ 11Km
~ 15Km
~ 11Km
~ 13Km
~ 1Mbps
~ 150Kbps
~ 10Kbps
~ 100bps
~ 10 years
~ 10 years
~ 10 years
~ 10 years
20Mhz, 1.4MHz
200KHz
~ 500KHz
200KHz
표 A: 상용화중인 Massive IoT 통신 기술 비교 표

통신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수백억개의 디바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
행중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불리는 5G 의 경우에는 현재의 이동통신 환경보다 적게는 수 천배 많게는 수
만배의 트래픽을 수용할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해 KT
평창에 5G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타임슬라이스, 옴니뷰, 싱크뷰, 100대의 카메라 동시촬영 등 Massive IoT 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Cisco에서는 Fog computing 아키텍쳐와 개방형 연동 클라우드 서비스인 InterCloud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산재된 여러 클라우드 및 IoT 자원들을 통합하려 하고, 이 외에도 Nokia와 Ericsson
에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를 활발하게 이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들을 코어 또는 에지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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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초연결 사회에서의 IoT 요구사항에 맞는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표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하고 있다. 개발중인 기술들은 미리 산업현장이나 가
정에 들어와 기존 네트워크 구조가 가지고 있는 보안적인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고, 데이터 분석과 같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해 내고 있다. 수백억개의 IoT 디바이스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및 다른 기
술들과 만나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낼 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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