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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IoT–나노 사물인터넷(IoNT) 기술 동향
박 찬 원․표 철 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Ⅰ.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은 사물의 연결을 통해
정보의 분석, 가공, 예측이 가능한 인프라 기술로써, 무선통
신 센싱 디바이스, 네트워크, 연결 플랫폼, 상호운영 플랫폼
으로 구성되며, 넓은 범위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딥러닝 기술까지를 포함하여 지능형 사물인터넷으로 확장

된다. 사물인터넷은 현재 RFID, USN, M2M의 영역을 넘어
인터넷의 영향력을 일상생활에서까지 보편적이고 개인적으

로 친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사물은 물리 세계(물리 사물)와 정

보 세계(가상 사물)의 객체로 식별 및 통신이 가능하며, 가
트너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8억 개의 사물이 연결되고[1], 
ABI research는 2020년까지 300억 개가 넘는 장치가 무선 인
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했다[2].
그러나 현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등에

서 사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소모 전력, 형상의 크기, 가
격 등의 이유로 제한된 사물의 연결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
약은 수많은 사물인터넷 기기의 배터리 교체와 같은 유지

보수, 대량 배포나 설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 정밀한
데이터 수집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의 응용을

위해서는 훨씬 전력 소모가 적고, 초소형이며, 저렴한 기술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나노 크기의 디바이스를 이용한 나
노 사물인터넷(Internet of Nano-Things: IoNT)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하였으며, 이는 IoT의 다음 단계 기술 분야 중
하나로 여러 학문 간 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

끌 수 있는 매우 유망한 도전기술로 전망하고 있다[3]～[5].
그리고 marketsandmarkets 자료에 의하면, 나노 사물인터

넷 시장은 매년 22.81 %의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2016년에 40.26억 달러로부터 2020년까지 90.6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본 논문에서는먼저 나노 사물인터넷 기술의개요와 응용

을 소개한 후, 3절에서는 나노 사물인터넷의 통신 기술인 그
래핀 기반의 테라헤르츠 기술, 4절에서는 바이오 기반 나노
사물인터넷 기술, 5절에서는 향후 나노 사물인터넷을 구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구 분야를 기술하고, 결론을 맺었다.

Ⅱ. 나노 사물인터넷(IoNT) 기술 개요

나노 기술은 디바이스를 1에서 100 나노미터 크기로 소
형화한 것으로서 기존의 고속 인터넷을 가진 통신 네트워크

와 나노 크기의 디바이스까지의 확장을 통해 나노 사물인터

넷이라는 새로운 진화를 이끌고 있다[7]. 따라서 나노 사물인
터넷은 나노 센서, 나노 통신, 나노 디바이스의 분야에서 새
로운 연구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

2-1 나노 사물인터넷(IoNT) 기술 연구 분야

나노 사물인터넷은 Ian Akyildiz와 Josep Jornet이 “나노 사
물의인터넷”이라는논문에서 제안한것이다. 논문에서는나
노 네트웍크와 제안한 나노 사물인터넷을 위해서는 채널 모

델링, 정보 인코딩과 프로토콜이 중요한 도전 연구가 될 것
으로 발표하였다[4].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나노 스케일 통신은 고전적인 통신

패러다임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며, 대안 통신 방식으로

나노 전자기(nano-electromagnetic) 통신과 생물학적 분자(mo- 
lecular) 간 통신의 두 가지가 주장되어 왔으며, 기존의 전통
적인 통신 방식과 비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9].
나노 전자기 통신은 새로운 나노 물질을 기반으로 구성

요소로부터 전자기(EM) 복사를 전송 및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0],[11]. 이러한 물질에서 관찰되는 고유한 특성은

전자기 복사 방출의 특정 대역폭, 방출의 시간 지연 또는 주
어진 투입 에너지에 대한 방출 전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

되며, 현재는 그래핀 기반의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방식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12]. 생물학적 분자 통신은 분자 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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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raditional Molecular Nano-electromagnetic
Communication carrier Electromagnetic waves Molecules Electromagnetic waves(THz band)

Signal type Electromagnetic Chemical Electromagnetic
Propagation speed Light Extremely low Light

Medium conditions
Affect electromagnetic waves 

propagation Affect diffusion of molecules
Affect electromagnetic waves 

propagation
Noise Electromagnetic fields and signals Chemical Electromagnetic fields, THz band

Power consumption High Low -

<표 1> IoNT를 위한 통신 방식[9]

[그림 1] IoNT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8],[15]

코딩된 정보의 송수신으로 정의된다[13],[14]. 정보를 보내는

나노 머신은 정보 분자(예: DNA, 단백질, 펩타이드)들한테
로 정보를 인코딩하며, 정보는 DNA 구성 요소 내에서 전달
될 수 있다[8].
즉, 나노 사물인터넷(IoNT)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광범

위한 통신 분야를 사용한다[15].
• 전자기나노통신(Electromagnetic Nano-Communication): 
나노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 요소로부터 전자기

(EM) 복사를 전송 및 수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생물학적 분자 통신(Molecular Communication): 분자로
인코딩된 정보의 전송 및 수신으로 간주된다.

2-2 나노 사물인터넷(IoNT)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인간의 몸, 산업 등의 어떤 응용과 상관없이 나노 사물인

터넷의 네트워킹은 나노 노드, 나노 라우터, 나노-마이크로
인터페이스 장치, 게이트웨이로 구성될 수 있다[8],[15].

2-2-1 나노 노드(Nano-Nodes)

근거리에서의 데이터와 메모리가 적은 경우, 계산 및 전
송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작고 단순한 나노

머신. 신체 센서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인체에 장착된 생물
학적 센서는 나노 노드로 간주된다.

2-2-2 나노 라우터(Nano-Routers)

나노 노드와 비교하여 계산 능력이 뛰어나며, 나노 노드
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함. 나노 라우터는 교
환 제어 명령을 통해 나노 노드를 제어한다.

2-2-3 나노-마이크로 인터페이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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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NT를 이용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8]

나노 라우터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하여 마이크로 스케

일로 전송하고, 그 반대로도 전송함. 나노 통신 기술을 사용
하여 나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장

치와 고전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통

신 네트워크와 작동이 가능하다.

2-2-4 게이트웨이

인터넷을통해전체나노사물네트워크를 원격제어한다.

2-3 나노 사물인터넷(IoNT) 응용분야

나노 사물인터넷은 1～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디바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생명 공학, 바이오 의학, 산업 농업, 환경, 국
방과 같은 분야에서 고급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저렴하
고, 초소형인 나노 디바이스는 응용 환경에 쉽게 분포시켜
기존 IoT보다 정교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8],[15].

2-3-1 의료 모니터링 / 나노 센서 기반 신체 센서 네트워

크[16],[17]

현재 IoNT의 응용을 볼 수 있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어
플리케이션으로써 감염 인자 검출, 암의 종류 식별, 건강 모
니터링(포도당, 혈액, 심장, 뇌세포), 스마트 약물 전달 시스
템(drug delivery systems) 등의 환자의 생물학적 활동 및 기
타 세부 사항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BSN(Body Sensor Network)에서 사용되는 나노 센서는
환자의 건강과 관한된 적시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의사가 사

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2-3-2 환경 모니터링

철도역, 버스 정류장, 공항, 호텔 및 레스토랑 및 기타 공
공장소에 나노 센서 디바이스를 배치하여, 교통, 대기 오염
및 온도 모니터링과 같은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8].

2-3-3 정밀 농업(Precision Agriculture)[18]

농업 현장 상태 모니터링, 잔디 모니터링, 동물 건강 및
사료 관리, 살충제 및 살충제 사용 모니터링 등 환경, 작물, 
동물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다양한 농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3-4 기타 가능한 다른 응용 분야

군대에서 전장 감시, 나노 로봇 및 나노 드론 개발, 우주
기반 응용, 산업 생산 및 기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8]. 특
히 감역 지역의 모니터링, 핵, 생물학적, 화학적 공격에 대
한 감시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응용범위를 확

장시킬 수 있다.

Ⅲ. IoNT를 위한 그래핀 기반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

무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사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대역폭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 즉 1) 
스펙트럼 이용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 예를 들어 MIMO 접
근방식 또는 진보된ㅎ 변조 기술의 사용, 그리고 2) 더 높은
주파수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 처리 기술에 의한 방법은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반송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
성에 따라 스펙트럼의 테라헤르츠 영역은 무선 통신 응용

분야의 기술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19]. 그러나 실제 통신
링크에서 테라헤르츠 반송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소

스, 디텍터, 스위치, 변조기, 필터, 그리고 증폭기와 같은 다
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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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노 트랜시버 구조의 개념[21]

[그림 4] 플라즈모닉 나노 송신기[21] [그림 5] 플라즈모닉 나노 수신기[21] 

그래핀은 반도체가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실리콘

대신 그래핀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며, 광속의 약 1/300
배 빠른 전자의 이동속도와 높은 내구성으로 인해 테라헤르

츠 통신 재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20].

3-1 그래핀 기반 테라헤르츠 밴드 나노 트랜시버

무선통신을 위해서는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된 트랜시

버가 필요하며, Josep Miquel Jornet와 Ian F. Akyildiz는 다음
과 같은 플라즈몬 나노 트랜시버를 제안하였다[21]. 제안된
나노 트랜시버는 III-V 반도체와 그래핀으로 강화시켜 만든
HEMT(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에 기반하였으며, 개
념적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21].

[그림 3]에서 송신부는 전기신호 발생기와 플라즈모닉 송
신기 두 블록으로 구성되며, 전기 신호 발생기는 전송될 비
트 스트림에 따라 전기 신호를 변조하여 플라즈모닉 송신기

로 주입되며, 플라즈모닉 송신기는 이 신호를 SPP(Surface 
Plasmon Polariton: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파로 변환하고, 
플라즈모닉 송신 나노 안테나가 SPP 파를 전자기(EM)파로
방사한다. 송신된 전자기 파는 수신기의 나노 안테나에 도

달하며, 플라즈모닉 수신 나노 안테나는 EM파를 감지하여
SPP파로 변환한다. 수신부는 플라즈모닉 수신기와 전기 신
호 디텍터로 구성되며, 플라즈모닉 나노 수신기는 SPP파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는 신호 디텍터에 의해 검출
되어 복조된다[21].
프라즈모닉 송신기 [그림 4]는 III-V 반도체와 그래핀 기

반 게이트로 제작된 HEMT로 구성된다[22]. HEMT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UDS > 0이 되고, 전자
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동된다. 그리고 HEMT 채널에서
이동하는 전자는 Dyakonov-Shur 불안정성을 통해 플라즈마
파를 생성한다. 수백 나노미터의 채널길이에서 2D 전자 가
스(2DEG)에 있는 플라즈마파는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공진
하게 된다[21].
마찬가지로 [그림 5]와 같이 동일한 HEMT 구조가 수신

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핀 기반 플라즈모닉 나노 안테
나로 부터 HEMT의 그래핀으로 덥힌 채널안에 SPP파가 주
입되면, 2DEG 안에서 커플드 플라즈마파가 발생하며, 이때
전자의 이동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발생하게 하여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21].
그래핀기반테라헤르츠모뎀은진폭변조(amplitude modu- 

lation)와 위상 변조(phase modulation)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
핀 기반의 진폭 변조기가 [그림 6]에서 보여준다[12].

[그림 6]에서 (a)는 실리콘/이산화규소 기판상에 그래핀
층으로 구성한 반사율 진폭 변조기를 그린 것으로 전계 강

도는 후면 접촉부에서의 노드를 나타내며, 반사기 역할을
한다. 그래핀 평면에서 전계 강도는 기판 두께에 의존하며, 
기판 두께가 1/4 파장의 홀수 배가 될 때 최대화될 수 있다. 
(b)의 왼쪽 그래프는 1/4 파장의 홀수 배와 일치하는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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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그래핀 기반 반사율 변조기[12]

(a) Graphene-based reflectance modulator 스케치
(b) 좌측: 바이어스 전압에 대한 주파수 함수로서의

전력 반사율

우측: 620 GHz에서의표준화된반사율(R/R(VCNP)

(a) 

(b)

[그림 7] 그래핀 기반 위상 변조기[22]

(a) 그래핀 기반 위상 변조기의 적층 구조
(b) 주파수 대 위상 변조 변화

(580～590 GHz)에서 최대 반사율 변조가 달성되었고, 짝수
배와 일치하는 620 GHz 근처에서는 전력 반사율이 최소임
을 보여줌으로써 전압 조정이 가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 (b)
의 오른쪽 그래프는 620 GHz 표준화된 반사율로서 디랙 포
인트(Dirac point) 전압(VCNP)은 —10 V이며, 이 구조에서는
2 dB 삽입 손실을 갖는 64 %의 진폭 변조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12].
그리고 그래핀은 재구성 가능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테라헤르츠 주파수에서 위상 변조가 가능하다. 테
라헤르츠 위상 변조기로서 여러 구조가 제안되었는데, [그
림 7] (a)는 실험적 데모로 보여준 그래핀 층의 상부에 금속
성 메타표면(벌집 격자)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의 위상 변조
기다[23]. 이 구조는 두 개의 특별한 송신 전극이 적층 구조의
양면에 배치되어 그래핀 게이트를 만들고 있다[23]. [그림 7] 
(b)는 이 구조에서의 바이어스 대 위상 편이이며, 0.9 THz의
주파수에서 65도의 위상 천이가 관찰되었다[23].

[그림 8] 그래핀 기반 플라즈모닉 위상 변조기[24]

[그림 8]은 테라헤르츠 대역(0.1～10 THz) 통신을 위한 그
래핀 기반 플라즈모닉 위상 변조기의 개념도이다[24]. 위상
변조기는 금속 평평한 표면(접지면) 위에 설치된 그래핀 시
트(플라즈모닉 물질)로 구성된 플라즈모닉 도파관과 그래핀
층을 지지하는 유전자 재료 층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상 변
조기에서 변조 신호는 바이어스 전압으로서 그래핀 층에 인

가되고, 패르미 에너지를 조절해서 신호 위상의 관계를 설
정한다[24].

3-2 그래핀 기반 테라헤르츠 밴드 나노 안테나

그래핀은 2 차원 탄소 결정체로서 전기 전도도가 매우 높
아서 매우 높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전파하는데 적합하다
[25],[26]. 특히 테라헤르츠 대역 주파수(0.1～10 THz)에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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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래핀 기반 플라즈모닉 THz 대역 안테나[30]

플라즈몬 폴라리톤(SPP)의 전파를 지원하는데[27],[28], SPP파
는 금속이나 그래핀 같은 물질과 유전체 사이의 계면에서

전기 전하에 결합된 전자파다. 따라서 그래핀에서 SPP파의
전파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1 μm 길이와 수 백 나노 미터의
그래핀 안테나가 THz 대역에서 공진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29]. 이 주파수는 비슷한 크기의 금속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
보다 2배 낮은 수치로서, 사물인터넷과 같은 응용에서 나노
머신에 적합한 안테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 9]는 그래핀을 사용하여 표면 전하의 전체 진동이

테라헤르츠에서방사되는것을이용하는플라즈모닉나노안

테나로서 새로운 안테나 제작의 잠재성을 입증한 것이다[30].
그래핀 기반 나노 안테나는 물질의 도핑에 의해서 전기

적 특성을 쉽게 조정될 수 있으나, 최대 효율을 갖는 최적
안테나 설계 방식이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안테나와
트랜시버 모두에 그래핀을 사용함으로써 안테나를 효율적

으로 피딩할 수 있다[31].
현재까지 그래핀 기반 안테나의 특성과 잠재적인 응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적으로 튜너블[32], 
재구성 가능[33], 빔 형성 안테나[34] 등이 있다. 그러나 그래
핀 합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잘 정의된 기하 구조를 갖는
정확하게 형성된 그래핀 기반 나노 구조물의 제조, 조작 및
배치 같은 아직도 많은 실용적인 도전이 남아 있다[29].

Ⅳ. IoNT를 위한 생물학적 분자 통신

바이오나노사물인터넷(Internet of Bio-Nano Things: IoBNT)
은 통신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개

념으로서, 임베디드 바이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한 합성
생물학과 나노 기술의 개발, 그리고 생화학 도메인에서 정

보 교환, 상호작용, 네트워킹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35]. 세포는 전자가 아닌 생물학적 분자
및 생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및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기술들은 나노 바이오 사물인터넷

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나노 기술을 합성 생물학에
서 생물학적으로 제어, 재사용, 수정 및 재설계하는 도구와
결합시킴으로써 나노 수준의 디바이스와 시스템 공학의 새

로운 연구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36].
분자 통신은 DNA 기반의 명령 실행, 데이터의 생화학 처

리, 화학 에너지의 변형 그리고 분자의 송수신을 통한 정보
의 교환을 수행하며, 이에 기반한 다음의 응용은 바이오 나
노 사물인터넷에 의해 가능하다[35].
• 인체 내부의 Bio-NanoThings가 건강 관련 정보를 공동
으로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외부 의료 공급자에게

전송하고, 약물의 합성 및 방출과 같은 공급자의 명령
을 실행하는 인체 내 센싱 및 작동.

• Bio-NanoThings는 내분비계와 신경계를 기반으로 하
는 우리의 내부 장기들 사이의 통신에서 많은 질병의

시초가 되는 오류를 복구하거나 예방.
• 자연 생태계와 같은 환경에 배치된 Bio-NanoThings가
독성 및 오염 물질을 확인하고, 생물학적 복원을 통
해 이러한 물질을 공동으로 변형시키는 환경 제어 및

청소.
생물학적 분자 통신은 기존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

기술에 비하여 인체 적용이 용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열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어서 바이오 응용을 위한 나노 네

트워크 통신에 유리하다.

4-1 생물학적 분자통신 방식

본질적으로,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은 생화학적 및 물리적
과정을 통한 분자의 합성, 변형, 방출, 증식 및 수용에 기
초한다.

Bio-NanoThings는 생물 공학에서 유래하므로 자연환경은
나노 바이오 사물인터넷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영감을 준다. 현재까지 연구된 것은 전송에서 수
신까지를 예상되는 거리 범위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37].
셀의 신호전달 경로는 소스와 목적지 간의 거리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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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구분 통신거리 통신 방법 비고

Ca2+ communication Very short range 
(10～수백 nm)

Ca2+이온 exchange하는 분자 확산 이용하는 것으로
분자 신호는 세포의 gap junction을 통해 이동

거리는 세포 membrane의
두께에 비례

Molecular motors Short range
(nm to μm) Molecular motors이용

Bacteria conjugation 
and chemotaxis

Medium range
(μm to mm) 박테리아의 conjugation-chemotaxis을 통해 통신 정보는 DNA 

분자(plasmid)에 표현
Hormonal 

communication
Long range
(mm to m) 내분비계(endocrine system) 내에서 Hormonal 통신

<표 2> 생물학적 분자통신 분류[35]

[그림 10] 여러 가지 생물학적 분자통신 동작 예제[38]

(a) Ca2+ communication
(b) Molecular motors
(c) Bacteria conjugation & chemotaxis
(d) Hormonal communication [그림 11] 나노 머신 노드 사이의 분자통신 프로세스[40]

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목적지는 intracrine(소스와 목적지가
같은 셀 안에 있는 경우), juxtracrine(소스와 목적지가 서로
접촉하는 셀인 경우), paracrine(소스와 목적지가 서로 인접
하지만 접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endocrine(소스와 목적
지가 어느 정도 서로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35].
생물학적 분자통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

거리에 따라 Very Short Range(10～수백 nm) 거리의 Ca2+ 
communication, Short Range(nm to μm) 거리의 Molecular 
motors, Medium Range(μm to mm) 거리의 Bacteria conjugation- 
chemotaxis, Long Range(mm to m) 거리의 Hormonal commu- 
nication로 구분할 수 있다[35].

[그림 10]은 분자 통신의 동작 예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

10] (a)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Ca2+ 교환이 세포막의 두께
에 비례하여 수십에서 수백 nm의 거리를 정보교환하는 것
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림 10] (b)는 단거리(nm–mm)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세포골격의 분자 모터[38]이며, [그림 10] 
(c)의 박테리아가 화학 유인물질 같은 특정 분자의 수신측
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림 10] (d)는 장거리(nm–m) 정보
교환의 예로서 인간 내분비 시스템 안에서 호르몬 통신[39]

을 설명하였다.

4-2 나노 머신 노드간의 분자통신 프로세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나노 머신 노드 사이의 분자 통신

을위한구조는 [그림 11]에서보는바와같이 emission process 
(the transmitter), propagation process(the channel) 및 reception 
process(the receiver) 같은 기능블록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블
록은 물리적 end-to-end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40].
나노 머신들이 세포질이나 공기 등과 같은 유체 매질로

채워져 분자들이 전파할 수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 분자 방출 프로세스(emission process)는 주어진 입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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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간 내에 분자의 방출을 통해서 발생되는 출력 신호

를 제공한다. 이 방출 모델은 분자의 농도 비율에 따라 분자
농도의 변조를 기본으로 하며, 분자의 농도 비율은 시간 단
위에 방출된 분자의 양이다. 분자의 이산 성질은 노이즈 발
생에 의해 방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송신기로부터의 단
일 분자들은 이산 시간 순간에 방출된 농도 비율에 기여한

다. 이러한 이산 시간은 분자 운동의 무작위 성분 때문에 동
일한 간격은 아니다. 전파 프로세스는 방출 프로세스에서의
변조 신호를 분자의 확산 과정에 의해서 전송하는 과정이

다. 결과적으로 측정된 입자 농도는 두 가지 잡음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잡음 효과는 수신기에 존재하는 개
별 분자의 이산 수에 의한 농도 측정의 양자화에 의한 것이

고, 두 번째는 수신기 주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분자들
의 단일 이벤트에 기인한 농도 측정의 변동성에 의한 것이

다. 수신 프로세스는 수신된 신호로부터 정보 메시지를 추
출하는 과정이다[40].
각각의 화학 수용체는 결합 확률로 분자에 결합하거나, 

방출 확률로 이미 결합된 분자를 방출할 수 있다. 결합된 화
학 수용체의 수와 수용체의 총 수 사이의 비율은 수신 프로

세스의 출력이며, 수신기 근처의 입력 분자 농도에 비례하
는 경향이 있다. 리간드–수용체 결합 과정의 기초가 되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랜덤 한 변동은 수신 과정에서 잡

음을 발생시킨다. 각각 프로세스는 해석적으로 모델링 되
고, 고찰되어 결과적인 특성은 감쇄, 지연, 노이즈 확률, 정
보 용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40].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나노 사물인터넷 기술에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 그래핀 기반의 테라헤르츠 밴드 통신 기술, 생물학
적 분자통신 기술 동향을 기술하였다.
현재는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수준이나 미래의 나노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나노 통신

기술 이외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
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적인 라이브러리화가 요구된다. 또한
생물학적 분자 통신 기반의 바이오 나노 사물인터넷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 열악한 통신 환경 극복, 저속과 지연
극복, 인체 내 나노 센서와 엑츄에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

할 때 에너지 소모 최소화, 이종의 인체 데이터의 인터넷 접
속, 광범위한 대량 데이터의 관리체계 및 상황 모델 연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젠가 먼 미래에는 IoT에 연결되는 사물이 향후

지금까지 고려되고 있는 사물 이외에도 나노 기술, 나노 머
신, 나노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노 크기의 디바
이스까지 확장되어 향후 새로운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출

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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