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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 통신망 기술 :  

지속적 WSN망과 Cellular 접근망

요 약

본고에서는 M2M/IoT 통신의 실현을 위한 무선 통신망 기

술을 알아보고 IoT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많은 수의 IoT 디바이스

가 싱크 노드를 이용하여 IP 망에 접속하는 Wireless Sensor 

network(WSN)에서의 문제와, LTE-A와 같은 cellular 망

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IoT 서비스로 나누어 논의한다. WSN관

점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제약이 심한 환경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문제점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Cellular 망에서는 현재의 LTE-A 망에 많은 수의 IoT 디바이

스가 연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하고 기존의 통

신에 영향을 최소화 하며 IoT 서비스를 공존할 수 있는 연구 동

향을 논한다.

Ⅰ. 서 론

모든 사물이 네트워킹을 갖는 IoT(Internet of Things)의 시

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IoT 네트워크는 새로운 산업의 신 동력

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

는 시점이다. IoT 산업은 그 잠재성과 시장성으로 차세대 네트워

크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M2M/IoT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규모의 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물이 생산해 낸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와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IoT 서비스의 개념은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 스스

로 IoT 서버 플랫폼과 연결성을 갖고 데이터를 생산/소비 하게 

된다.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로부터 생산되는 데이터를 기반으

로 IoT 서버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와 매쉬업을 통하여 사용

자에게 유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재해 감시 서비스, u-health &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자판기,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그림 1. IoT 네트워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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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사물이 네트워킹 

기능을 갖는다는 IoT의 진의가 이루어지기에는 기술적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 역시 많은 논의

가 이루어 지고 있다[1][2].

본고에서는 M2M/IoT 통신의 실현을 무선 통신 기술 연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백본망에 연결되

는 센서 필드에서의 지속성 문제와 cellular 접근망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IoT 서비스에서의 엑세스 문제와 자원 할당 문제에 대

하여 논한다.

Ⅱ. IoT 네트워크의 구조

 <그림 1>은 본고에서 가정하는 IoT 네트워크 개념도를 도식

화한 것이다. 가벼운 센서, 스마트 미터링 기기, 자판기, 스마

트 광고판, e-health 센서,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IoT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은 IoT 서비

스를 제공하는 IoT 서버 플랫폼과 연결성을 갖기 위하여 유선

통신 또는 Zigbee, Bluetooth, WLAN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WiFi direct 등의 D2D 기술, WCDMA/LTE-A와 같은 

cellular access 등의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IoT 디바이스

는 유무선 접속망을 이용하여 백본망으로 연결이 되고 IoT 서버 

플랫폼과 연결 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백억 개에 달하는 

IoT 디바이스들을 대상으로 한 IoT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

는 IoT 트래픽을 고려한 유무선 기술에 대한 연구, 빅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코어네트워크 연구, 서버 시스템, 디바이스 검색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본 고에서는 IoT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무선 통신망 기술들

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백본망과 직접 연결이 불가능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연결되

는 wireless sensor network(WSN)과 cellular 접속망을 사용하

여 IoT 서비스를 사용하는 IoT 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한다. 

 

Ⅲ. IoT서비스를 위한 WSN망

본 장에서는 IP망으로의 직접연결이 불가능한 IoT 디바이스 

및 센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싱크 노드를 통하여 IP망에 

연결이 되는 WSN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동향을 논의한다.

1. WSN 망의 지속성을 위한 요구사항

1.1 에너지 홀 문제 (Energy Hole Problem)

일반적인 WSN에서 센서 노드들은 센싱한 데이터를 싱크 노

드로 전송한다. 싱크 노드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취합하여(data 

aggregateion) 백본망을 통하여 IoT 플랫폼 서버에 전달하게 

된다.

싱크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WSN에서는 

필연적으로 싱크 노드 주변의 노드들이 자신의 센서 노드 역할 

뿐만 아니라 릴레이 노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따

라서 싱크 노드 주변 노드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노드들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크게 된다. 센서 노드의 배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싱크 주변 노드들의 수명이 먼저 소모되게 된다. <그림 

2>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싱크 노드 인근의 노드의 수명이 다할 

경우, 가장자리에 위차한 노드들은 통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싱크 노드와의 연결이 끊기게 된다. 즉, 다른 노드들의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기능까지 상

실하는 Traffic Hotspot Problem 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IoT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체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3][4].

1.2 센서 노드의 유효거리

센서 노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센서가 감지하는 영역의 의미가 중요하다. 특히, 물리적으로 센

서가 실재로 감지하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영역 또한 중요하다. 이처럼 센서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센

서 노드의 거리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은 센서 노드의 거리를 정의한 것이다. 이 때 정의한 거

리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한다. 특히 통신 거

리와 유효 거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릴레이 노드가 

그림 2. Hot spo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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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 

<그림 3>은 한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설치 예를 보여주고 있

다. 이 같은 경우에서 실제 필요한 센서 노드의 개수는 유효거

리에 해당하는 간격 만큼만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

거리가 유효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일

정 싱크 노드로의 정보를 전송 할 수 없기 때문에 센서 노드 보

다 더 많은 릴레이 노드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센서 노드

가 릴레이 노드의 역할을 같이 할 경우, 앞에서 논의한 Traffic 

hotspot problem 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 IoT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 수집방법과 네

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제어,관리 할 방안이 필요하다[5].

1.3 에너지 효율성

센서 노드의 경우 다른 디바이스와 달리 기본적으로 수개월에

서 수년의 수명을 갖는 것을 목표로 설계한다. 또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크게 저전력으로 센서 프로토콜을 설계

하거나 에너지 재공급(Energy Harvesting)의 기법을 활용한다.

2. WSN 지속성을 위한 연구 동향

2.1 망 관리 기술

기존의 망 관리 방법들은 무선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유

선 망에 기반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관리 프로토콜

인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경우 

TCP/IP 기반의 관리 프로토콜로써, IoT 디바이스에서 사용하

기에는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TCP/IP를 사용하는 센서 네트

워크에도 그대로 사용되기는 어려우며, TCP/IP를 사용하지 않

는 디바이스에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IoT 디바이

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IoT를 구성하는 센서네트워크의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망 관리 

구조나 프레임워크[6][7][8][9], 또는 관리 트래픽을 줄이기 위

한 방안[10]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림 4>는 IoT 디바이스를 위한 망 관리 구조를 나타낸

다.[11] IoT area network는 평면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계

층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으며, 센서 노드는 싱크노드에게 센싱 

정보뿐 아니라, 관리 정보도 함께 전달하게 된다. 싱크노드는 

센서 노드들을 관리하며, WSN과 SNMP와의 호환을 위해 싱크 

노드는 WSN manager인 동시에, SNMP 에이전트로서 게이트

웨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싱크 노드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

된 SNMP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음으로써 기존 SNMP와 호

환될 수 있다.

2.2 망 지속성 관리

IoT area network는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수명에 제

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IoT 네트워크의 수명을 파악하고 추가 노드의 재배치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12][13][14]. 

먼저 IoT area network의 수명은 응용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다[15]. 네트워크 내의 가용한 노드의 개수를 이용한 정의를 

비롯하여, 네트워크의 센싱 커버리지 범위에 따른 정의, 네트워

크의 연결성에 따른 정의, 이 들의 조합을 이용한 정의 등이 있

으며, IoT area network의 응용 요구사항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망 관리를 통하여 IoT 디바이스들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게 되

면, 관리자는 네트워크의 상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

표 1. 센서 노드의 거리 정의

종류 정의 거리

통신거리(Transmission	range	

distance)

무선통신이	가능한	

거리
1m~100m

유효거리	(Valid	distance)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노드	간	거리
500m~10km

센싱거리	(Sensing	range)
정보를	감지	할	수	

있는	거리
0m~5m

그림 3. WSN 어플리케이션

그림 4. WSN을 위한 망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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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용한 정보를 도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device들의 

잔여 수명과 망의 수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네트워크

의 잔여 수명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면, 망 유지 및 운용에 드

는 비용과 효용성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망 관리 프레임 워크에 네트워크 수명 모델링 방안[16][17]

[18]들을 접목하면, 기존의 초기상태를 바탕으로 모델링한 연구

와 달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노드가 

고장나거나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었을 경우 새롭게 수명을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망의 수명을 망관리 측면에서 다룬 논문은 많지 않으며, 

관리 프레임워크는 수명 예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과 통

합되어, 망을 유지하고 운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3 모바일 싱크

초기 배치 이후 교체나 충전이 어려운 센서노드 대신, 상대적

으로 관리와 제어가 쉬운 모바일 싱크를 사용하여 하나의 싱크

노드로 여러 개의 싱크 노드가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일반적으로 거친 지형, 접근하기 어려운 재해지역이나 전

장, 또는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하여 효율적인 센서 배치가 어

려울 경우 모바일 싱크가 대안이 될 수 있다[35].

전통적인 USN은 노드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라우팅 경로를 찾기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

게 된다. 싱크 노드의 경우에도 이동성을 갖지 않은 채 능동적

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근 모바일 싱크 노드로써 활용이 가능한 기기가 증가하면서(ex. 

스마트 폰) 새로운 WSN 구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그림 5>를 보면 왼쪽은 전통적인 센서네트워크의 커버리지

를 나타내 본 것이고, 오른쪽은 모바일 싱크를 사용하면서 1-

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의 가능한 센서

네트워크의 커버리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전통적 네트워크는 멀티-홉 통신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중복된 커버리지를 가질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중복 커버리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게 되며, 더욱이 멀티-홉 통신을 수행할 경우 그 효율성

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모바일 싱크로 구성된 네트

워크의 경우 센서 노드들은 모바일 싱크 노드와 1 hop 직접 통

신을 하기 때문에 동등한 센서 커버리지를 가정할 때 좋은 에너

지 효율을 나타낸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1-홉 통신을 수행하

기 때문에 라우팅이나 릴레이에서 소모되는 오버헤드와 에너지

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모바일 싱크 노드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아래 

그림처럼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선 부분의 노드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였

을 경우, Static 싱크를 이용한 네트워크는 연결노드들의 부재

로 정상적인 센서노드들의 센싱 정보도 받아 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하였다. 하지만 한 개의 모바일 싱크가 이동성을 가지고 

다수의 싱크 노드처럼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정상 노드의 센

싱 정보는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센서 노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변경되더라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즉 전체 네트워

크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내구성이 증

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현재 모바일 싱크노드에 대하여Detecting, 

Touring path 등의 issue를 TSP 알고리즘이나 Swarm 

intelligence 으로 해결을 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19][20]

[21].

2.4 에너지 효율 무선 센서 프로토콜

일반적인 IoT 환경에서 노드끼리 무선 통신중에 발생하는 에

너지 낭비 요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송된 센싱 정보가 hidden terminal 및 exposed terminal 문

제로 인해 손상되어 재전송을 하게 되는 collision 요인. 둘째, 

다른 목적지의 패킷을 엿듣게 되면서 유발되는 overhearing 요

인. 셋째, 불필요한 제어 데이터나 릴레이 데이터 전송에 따른 

overhead 요인. 마지막, 자신의 전송할 데이터가 없어도 이웃 

노드의 데이터를 릴레이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원을 항상 on 상그림 5. Static sink WSN과 mobile sink WSN의 커버리지 비교

그림 6. 모바일 싱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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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지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idle listening 요인이 있다.

IoT 환경의 필수적 설계 요구사항인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 Duty cycle 기술을 MAC 프로토콜 설계

시에 적용하곤 한다[22]. Duty cycle 기법이란 각 노드들이 주

기적으로 Active mode 와 Sleep mode를 반복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 기법을 통해 Active mode 에서는 정상적으로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 전송과 이웃 노드에서의 데이터 수신 역할을 수

행하게 되고, Sleep 모드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비활성화 하

여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낭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23][24][25]. 

IoT 를 구성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

팅 프로토콜은 평면 라우팅과 계층적 라우팅 으로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라우팅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

므로 사용하는 센서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면 라우팅은 각각의 센서 노드가 모두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라우팅 방법

이다. 평면 라우팅은 많은 수의 센서에게 직접 ID 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노드의 정보를 ID를 이용하

여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Query 메시지메 이용하여 해당하는 

Query 에 적합한 노드가 응답을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평면 라우팅은 모든 노드들에게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하여 단순한 센서 네트워

크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계층적 라우팅은 센서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

어 각각의 클러스터 헤더가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병합, 압축한 이후에 다음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양을 줄여서 싱크 

노드로 전달하기 때문에 전송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클러스터 재구성 및 유지에 관한 제어 메시지 등의 

전송에 필요한 에너지도 고려 해야 한다. 계층적 라우팅은 라우

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MAC에서의 스케쥴링 이나 무선 

자원 할당, Data aggregation, 클러스터 헤더 선정 등의 문제

와도 연관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5 에너지 재생산(Energy harvesting)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소형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한다는 점과 

센서 노드가 네트워크에 배치 된 후에 재충전이나 배터리 교체

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지속

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센서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

너지 재생산 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7>을 참조하면, 에너지 재생산 기술은 현재 10~100μ

W 정도 까지 가능한데, 센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살펴보면, 

단순 대기모드나 sleep 모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통신시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 시 의 에너지 소

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

구과 성과를 거두게 되면, 예를 들어 에너지 홀을 유발하는 가

장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점Traffic hotspot의 에너지 소비

량에 필적할 에너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IoT 생태계의 비

약적인 발전을 이끌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IoT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여 정보 전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나, 통

신 횟수를 줄여주는 방안 등의 연구가 같이 진행 중이어서 이분

야에 대한 전망은 밝다[26].

Ⅲ. IoT 서비스를 위한 cellular 접근망

본 장에서는 LTE-A와 같은 cellular망을 이용하여 IoT 서버 

플랫폼과 IoT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IoT서비스에 대하여 논

한다. 특히, cellular 망에 서비스하던 기존의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IoT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한다.

1. IoT 서비스를 위한 Cellular 요구 사항

IoT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 기술 중 cellular 네

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

히 cellular 망이 LTE-A 등의 4세대 통신으로 진화하면서 IoT 

서비스 실현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Cellular 망의 경우 다음

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IoT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7][28][29].

•신뢰성 있는 양방향 통신 지원

•보안

•이동성 지원

•Coverage

•Cellular 인프라 활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림 7. 에너지 재생산 기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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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cellular 망은 인간 중심의 H2H(human-to-

human) 통신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트래픽 특성이 다

른 IoT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존재한다. 

 

1.1 Congestion problem 

현재의 LTE-A의 경우 한 cell에 약 50여개의 cellular 디바

이스 서비스를 가정하지만, 원활한 IoT 서비스를 위해서는 약 

3000개의 디바이스를 BS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30]. 

LTE-A 는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통신을 수행할 경우 

이를 congestion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제안한다. 그러나, IoT 디바이스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기

존의 기법으로는 효율적 제어가 어렵다[31].

1.2 효율적 무선 자원 관리

4세대 통신의 탄생으로 무선 단말 사용자는 고품질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디바이스 수의 급격한 증가와 

트래픽 소비의 증대로 무선 자원의 공급은 소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oT 서비스가 cellular 망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극심한 무선 자원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

다. 이를 위하여 IoT 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무선 자원 관리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cell 관리 기법이 H2H 

통신 만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IoT 트래픽 상황을 

가정하여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2. Cellular 통신망 연구 동향

2.1 Random access problem

현재의 LTE-A의 경우 디바이스의 random access 제어

를 위하여 access class barring(ACB)과 random access 

procedure를 사용하고 있다.

ACB는 BS가 congestion이 발생할 경우 디바이스의 접속을 

막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디바이스는 eNB에 접속하기 전 

eNB가 전달하는 SIB2 메시지에 포함된 ACB factor를 확인한

다. 만약 디바이스가 무작위로 발생시킨 숫자가 ACB factor보

다 크다면 디바이스는 random access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 

eNB는 cell내의 congestion 상황에 따라 ACB factor를 조절하

여 congestion을 해결한다<그림 8>. 그러나 이를 IoT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전부 접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eNB간의 x2 인터페이스를 통

한 상호 정보교환을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association과 최적

화된 ACB factor를 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2].

ACB 과정 이후 디바이스는 eNB에 접속을 위하여 random 

access preamble을 보낸다. 이 과정은 <그림 9>와 같다. 이 때 

디바이스가 random preamble을 생성하여 eNB에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eNB는 uplink grant와 uplink resource를 배

정하게 된다. 만약 RA에대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random-backoff를 수행한다. 현재 LTE-A의 RA preamble의 

수가 64개 밖에 없기 때문에 cell당 3000개에 달하는 IoT 서비

스의 경우 RA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특히, 동시

에 정보를 업로드하는 IoT 서비스의 경우 RA과정이 원활이 작

동하지 않아 collision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치 기반의 preamble을 발생시켜 collision 

확률을 낮추는 방법 등 많은 기법이 연구 되고 있다[29].

2.2 Resource allocation for IoT devices

4세대 통신의 성공으로 cellular 네트워크의 성능은 비약적으

로 향상되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트래픽 양으로 인하여 

여전히 효율적인 무선 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IoT 서비스가 cellular 통신 망 내에서 실

현될 경우 기존의 H2H 서비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요구하

는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

그림 8. Access claas barring(ACB) procedure

그림 9. Random acces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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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34]. 간단하게는H2H 통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IoT 통

신을 위한 별도의 자원을 할당해 놓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으나

[33], 무선 자원의 유연성 측면에서 그 성능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IoT 트래픽의 특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자원을 할당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H2H를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IoT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자원 할당 문제를 다룬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35]의 경우 IoT디바이스의 배터리를 고려하여 IoT 디바이스들

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무선 자원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IoT 디바이스들이 클러스터 헤더

를 이용하여 eNB에 접속하게 되고, eNB는 클러스터 헤더와 하

위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자원 할당을 수행한

다. [36]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eNB로 직접 접속을 할 경

우의 자원할당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ulti-cell환경

에서 같은 QoS를 갖는 디바이스끼리 그룹을 지어 효율적인 자

원 관리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IoT 서비스를 가정한 cellular cell의 무선 자원 분배를 위해

서는 IoT 트래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7]의 경우 실재 미

국 내에서 cellular BS를 접근망으로 한 M2M 트래픽을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향 위주의 H2H와는 달리 M2M은 

상향 위주의 트래픽이며 서비스 종류와 트래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트래픽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IoT 트래픽에 대

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하여 H2H 통신에 영향을 최소화한 cell 

planning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하

여 알아보고, IoT 서비스 실현을 위한 요구 사항과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WSN망 에서는 IoT 단말의 지속성을 증가 시키기 

위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Cellular 망에서는 congestion 

해결 방안과 기존의 H2H 통신과 IoT 통신간의 효율적인 무선 

자원 분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

로 IoT 서비스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WSN 망의 지속성 및 

cellular 접근망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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