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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접속 인터페이스를 가진 노드로 구성된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 기반의 로컬 Infra IoT 환경에서 로컬 

Infra-less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Infra IoT 네트워크환경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후 로컬 Infra-less IoT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하고 정의된 네트워크 모델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Infra-less Network, RPL

I. Introduction

IETF에서는 Infra 기반 멀티홉 환경으로 로컬 IoT 환경을 고려중이

며 이 네트워크는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은 RPL(IPv6 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and 
Lossy Networks) [1]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진다. RPL 
프로토콜은 그림 1과 같이 로컬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를 루트로 

지정하고 루트를 중심으로 트리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RPL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달 방식은 루트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상향식 전달 서비스와 루트에서 노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하향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RPL를 이용한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1에 도시된 거와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런 기존 방식은 로컬 네트워크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달 할 경우 루트를 데이터를 전달하고 다시 하향식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데이터 전달 

방식은 IoT 환경에 적용 시 불필요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컬 네트워크 내부에서 전달 

되는 데이터의 경우는 Infra-less 환경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 네트워크 내부를 Infra-less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달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

다. 특히 여러 접속 기술을 가진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하나의 

Infra-less IoT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모델을 기술하고 3장에서 

네트워크 구성 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로컬Infra IoT 네트워크 모델

II. 제안하는 네트워크 모델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로컬 Infra-less IoT 환경의 네트워크 모델은 

자원제약적 IoT 디바이스인  CN으로 구성된 Constrained Node 
Network(CNN)[2, 3]을 가정한다. CNN은 IETF에서 정의한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로도 칭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접속 기술을 

가진 CN으로 구성된 로컬 Infra-less IoT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림 2에 도시되어 있다. 가정된 네트워크 모델은 네트워크 

구성이 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노드와 스스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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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구성하는 모델이다. 또한 멀티인터페이스로 구성된 CN을 

통해 동일접속기술을 가진 CN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도메인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멀티인터페이스로 구성된 Infra-less 기반 IoT 네트워크 모델

III.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성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로컬 IoT 네트워크에서 Infra IoT 서비스와 

Infra-less Io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정 방법이

다. 우선 기존 RPL 프로토콜을 통해 Infra IoT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후 Infra-less 네트워크 구성 시 미리 구성된 RPL 링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Infra-less IoT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때 

Infra-less IoT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추가 링크의 수를 최소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네트

워크 구성 방법은 IoT 네트워크에서 Infra IoT 서비스와 Infra-less 
Io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구성과정

그림 2에 도시된 네트워크 모델은  RPL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모

델이다. 다중 접속 기술을 가진 노드는 Bluetooth 네트워크 도메인과 

LoWPAN 도메인에 동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각 네트워크에 별도로 

참여한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접속 기술 별로 구성된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접속 기술을 가진 노드를 네트워

크간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구성 방법은 우선, 
RPL를 통해 로컬 네트워크 별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root를 

중심으로 DAG를 형성하고 DAG를 기반으로 Infra-less 서비스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로켈 네트워크 내에 있는 노드간 

새로운 링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를 도시하고 있다. 멀티 접속 CN으로 구성된 IoT 
네트워크의 Infra-less IoT 네트워크 구성 과정을 거치면 그림 2에 

도시된 Infra-less IoT 네트워크는 그림 4에 도시된 거와 같은 

Infra-less IoT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로컬 Infra-less IoT 네트워크 구성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접속 기술을 가진 노드들로 구성된 로컬 

IoT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간 자율적 통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임시/즉시적 네트워크 기반의 Infra-less IoT 네트워크 구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추후 제한한 기법을 좀 더 구체적화 시킬 것이며 성능평가

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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