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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네트워크에서 LoRa 기반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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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성능 컴퓨 을 통해 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 통신 반경이 넓고 력 소모가 상 으로 낮으며, 가격이 렴한 력 장거리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LoRa 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소량의 센싱 데이터를 달하는 소물 인터넷 환경에

서 멀티 홉 송을 지원하는 MAC 계층과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단말 노드는 이동 가능하며, 통신 형태

는 단말 노드와 네트워크 응용 서버 간의 양방향 송을 제공한다. 제안한 로토콜을 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기본 인 모니터링 기능은 정상 으로 수행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Recently, small-scale IoT services using a small amount of information through low-performance computing have 

been spread. It requires low cost, low-power, and long-distance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wide communication 

radius, relatively low power consumption. This paper proposes a MAC layer and routing protocol that supports 

multi-hop transmission in small-scale IoT environment distributed over a large area based on LoRa communication and 

delivering a small amount of sensing data. The terminal node is mobile and the communication type provides 

bidirectional transmission between the terminal node and the network application server. By applying the proposed 

protocol, a production line monitoring system for smart factory was implemen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monitoring functions are normally performed.

키워드

Low Power Wide Area Transmission Technology, Mobile Internet of Small Things, Multi-hop Network Protocol, LoRaWAN

력 장거리 송 기술, 이동 소규모 사물 네트워크, 다  홉 네트워크 로토콜, LoRaWAN

* 교신 자 : 순천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ㆍ   수  일 : 2019. 10. 18

ㆍ수정완료일 : 2019. 11. 16

ㆍ게재확정일 : 2019. 12. 15

ㆍReceived : Oct. 18, 2019, Revised : Nov. 16, 2019, Accepted : Dec. 15, 2019

ㆍCorresponding Author : Sung-Keun Lee

　Dept. Multimedia E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Email : sklee@scnu.ac.kr

Ⅰ. 서 론

사물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 IoT)은 인

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들 간의 정보 달을 제

공함으로써 가정, e-health, 산업 로세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사람과 사물의 지능 인 운송 분야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한다[1]. 사물 인터넷의 

각 노드들은 응용 서비스의 요구조건에 따라 고정된 

사물에 부착되어 정 인 치 혹은 낮은 속도로 이동

하는 동물이나 사물에 부착되어 주변 환경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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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할 수 있다. 기에는 부분 정 인 구조를 고려하

으나, 최근에는 방목형 가축 모니터링 등 일부 응용 

서비스에서 센서 노드의 이동성 허용을 요구한다. 사

물 인터넷은 반도체  나노 기술의 발 으로 스칼라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미지, 사운드  동 상 등의 

용량 정보를 송하는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

크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2-4].

최근 웨어러블 기기 등 비교  크기가 작고 사물 

간 교환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응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사물 인터넷 기술은 방

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응용 서비스에 용될 경

우에는 불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이를 

해 소규모 사물 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 

개념이 출 하 다. 즉,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물

들 에 송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은 사물들을 소

물(small thing)이라고 하고,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

를 응용 서버로 송하는 네트워크를 소규모 사물 인

터넷 는 소물 인터넷으로 정의하 다[5]. 실시간 

상정보를 처리하는 자율주행과 같은 일반 인 사물 

인터넷과 달리 온도, 습도, 치 데이터 등 소량의 데

이터를 장시간 안정 인 속도로 수집하고, 노드들이 

낮은 속도로 제한된 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소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이 출 하 다. 이동 소물 

인터넷을 구축하기 해서 지그비, 블루투스, Z-wave, 

LoRaWAN 등과 같은 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토

로 통신 반경이 넓고 력 소모가 상 으로 은 

통신 방식이 필요하다. LoRa(Long Range) 기반 통신 

시스템은 지그비, 와이 이, 이동통신 등에 비해 넓은 

범 , 낮은 력 소모, 렴한 비용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방목형 가축 모니터링, 옥내  옥외 혼

합 형태의 규모 생산 라인 장비 모니터링 등 이동 

소물 네트워크 환경에서 LoRa 기반 멀티 홉 통신 

로토콜이 설계  구 에 해 나타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LoRa 통신 기술에 해 

분석하고, 3장에서 LoRa 기반 멀티 홉 통신 로토콜

의 설계에 해 논한다. 4장에서 통신 로토콜 구  

 용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LoRa 통신 기술

LoRa 통신은 장거리 통신(Long Range)의 약자로 

3G나 LTE 등 기존 이동 통신망과 달리 력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거리 통신망이다[5]. 최소한의 력 

소모로 수 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까지 통신이 가능

하다. 고속, 역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하는 

통신망과 다르게 별도의 기지국이나 계 장비도 필

요 없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속의 소량 정보를 

수집하는 소물 인터넷 응용에 많이 사용된다. 블루투

스나 지그비 같은 기존 력 무선통신 로토콜도 

있지만, 이들은 통신 범 가 짧다. 통신 범 를 확장

하려면, 인 라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LoRa 

를 이용하면 이동성, 지화 서비스, 보안성을 갖춘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LoRa 역시 기본 으로 

128비트 고  암호화 표 (AES128)을 따르는 보안을 

지원한다. 표 1에 주요 무선 통신 기술에 해 비교하

다.

표 1. 주요 무선 통신 기술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Bluetooth Zigbee LoRa LTE-M SigFox

Coverage < 10m < 100m < 11Km < 11Km < 13Km

Band ISM Band ISM Band ISM Band LTE Band ISM Band

Bandwidth
2 MHz

(83.5MHz)

5 MHz

83.5MHz)
500 KHz 20 MHz 200 KHz

Throughput <24Mbps <250Kbos <50Kbps <1Mbps < 100bps

Battery Life < 3 years < 5 years < 10 years < 10 years < 10 years

Technology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LPWAN

(Low Power Wide Area Network)

LoRa 기술을 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면 력 소모

가 어 기기 배터리 수명을 수년 간 유지할 수 있다. 

LoRa 기술 표 은 데이터 송 속도가 낮은 사물 인

터넷(IoT)과 M2M(: Machine-to-Machine) 무선 통신

을 최고 10마일 범 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로 구 한다. LoRaWAN 은 스타형 토폴로지에서 동

작하도록 제안된 간단한 형태의 MAC 로토콜로서 

하나의 게이트웨이와 다수의 단말 노드로 구성된다

[7].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을 통해 응용 서버와 속되

어 있으며, 로세서 성능, 메모리 용량  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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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충분한 성능을 나타낸다. 단말 노드에서 수집

된 정보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응용 서버에 달된다. 

Ⅲ.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3.1 요구조건 분석

본 논문은 LoRa 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넓은 지역

에 분포되어 소량의 센싱 데이터를 달하는 소물 인

터넷 환경에서 원거리 송을 지원하는 MAC 계층과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단말 노드는 상황에 따

라 이동이 가능하며, 통신 형태는 단말 노드와 네트워

크 응용 서버 간의 양방향 송이 가능하다. 

LoRaWAN 단말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단일 홉 통

신만을 제공하지만, 노지 등 열악한 통신 환경과 다수

의 건물로 구성된 야외 시설물의 경우 음 지역이 존

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해 멀티 홉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6][7]. 한, 응용 서버에서 환경에 

한 단순 모니터링 기능 이외에도 단말 노드에 속

된 제어기를 구동하기 해 양방향 통신 기능을 지원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통신 로토콜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뢰성 있고, 에 지 효율 인 다  홉 통신 지원 

- 낮은 지연의 양방향 통신

- 소량 데이터  제한된 노드 수에서 동작

- 단말 노드의 이동성 지원

소규모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

원하기 해 단말 노드와 응용 서버 간에 송되는 

메시지는 주기  메시지, 이벤트 보고 메시지, 쿼리 

요청  응답 메시지 등 4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3.2 네트워크 구조 설계

LoRa 기반 다  홉 통신을 지원하기 해 소규모 

사물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네트워크는 게이트웨이, 계 노드, 단말 노드로 구

성된다. 게이트웨이는 사물 인터넷의 싱크 노드 기능

을 수행하며, 여러 단말 노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응용 서버에 달한다. 단말 노드는 사물 

는 동물 등에 부착되어 센싱된 정보를 계 노드를 

통해 싱크 노드로 송한다. 계 노드는 단말 노드로

부터 수신된 정보를 계 노드 간 멀티 홉 통신을 통

해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신된 응용 서버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지정된 단

말 노드로 송한다. 단말 노드는 MAC 계층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계 노드는 MAC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 소규모 사물 네트워크 구성도
Fig. 1 Small-scale IoT network diagram

멀티 홉 양방향 통신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두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먼 , 단말 노드

와 계 노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계 노드들 간의 데이터 라우 을 통해 게

이트웨이와 송수신을 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두 

개의 네트워크는 LoRa에서 지원하는 주 수 역 내

에서 서로 다른 주 수를 이용함으로써 충돌이 발생

하지 않고, 동시에 데이터 송이 가능하다. 계 노

드는 태양  기반 원을 공 받으며, GPS 수신기를 

통해 정확한 타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단말 

노드에 비해 로세싱 능력,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 성

능이 높다. 계 노드는 고정된 치를 유지하며, 네

트워크 설계 시에 음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 

방식에 의해 치가 지정된다. 게이트웨이는 상시 

원이 공 되고, 높은 성능의 처리 능력과 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유선 는 무선 방식을 통해 안정 이

고 고속으로 인터넷에 속되고, 이를 통해 응용 서버

와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

3.3 게이트웨이와 계 노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와 계 노드 간의 송방식은 항상 데

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wake up 모드로 동작하며,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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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센싱을 통해 채 이 비어 있다고 단되면, 다음 

계 노드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를 수신

한 계  노드는 ACK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계 

노드로 메시지를 달한다. 축소된 DSDV(: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기반의 라우

 정보를 갱신하기 해서 일정한 주기로 게이트웨

이에서 비컨 메시지를 송한다[8]. 비컨 메시지를 수

신한 각 계 노드는 자신의 라우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비컨 메시지를 인  계  노드로 한다

[9-10]. 이러한 과정이 체 계 노드로 되면 모

든 계 노드가 라우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단말 

노드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는 계 노드간의 송되는 

정보 메시지로 캡슐화되어 라우  과정을 통해 게이

트웨이로 달된다. 한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메

시지는 러딩 형태로 각 계 노드로 되며, 각 

계 노드는 자신의 노드에 단말 노드가 소속되어 있

을 경우에만 송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단말 노드로부터 ACK 메시

지를 수신하면, 이 메시지를 게이트웨이를 통해 최종

으로 응용 서버에 달한다. 

라우  정보를 구축하기 한 비컨 메시지와 계  

노드 간 달되는 정보 메시지 포맷은 그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각 메시지 포맷에서 LoRa 데이터 형식에

서 정의되는 리앰블, 헤더  체크섬 정보는 생략하

다. 비컨 메시지의 ToP(: Type of Packet) 값은 

“B” 이며, 정보 메시지는 “I” 값으로 지정한다. 비컨 

메시지의 소스 노드는 게이트웨이이며, 각 계 노드

를 거칠 때마다 홉 카운트 값을 증가함으로써 수신된 

계 노드가 게이트웨이까지의 홉 카운트와 다음 

계 노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정보 메시지는 단말 노

드와 응용 서버 간의 메시지를 계 노드가 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최  발신자와 최종 목 지, 발신 

계 노드와 다음 계 노드 정보를 포함하며 가변

인 페이로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메시지 식별자는 

각 메시지를 구분하는 요소로서 모든 메시지는 메시

지 식별자와 소스 노드 정보를 통해 유일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ToP

(“B”)

Message 

ID

Source

Node

Source

Router

Hop

Count
Option

(a) 비컨 메시지 형식
(a) Beacon message format

ToP

(“I”)

Message 

ID

Source

Node

Dest.

Node

Source

Router

Dest

Router

Payload

Data

(b) 정보 메시지 형식
(b) Information message format

그림 2. 게이트웨이와 계 노드 간 메시지 형식
Fig. 2 Message format between gateway and route 

node

3.4 계 노드와 단말 노드 네트워크

각 단말 노드는 유일한 식별자가 부여되어 있으며, 

응용 서비스에 맞도록 환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동기 제어 기능

을 가지고 있다. 단말 노드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수

집한 환경 정보를 송한다. 한 수집된 환경 정보가 

미리 설정된 한계치를 과하게 되면 송 주기와 

계없이 곧바로 응용 서버에게 달한다, 응용 서버로

부터 수신된 쿼리 요청에 해 응답 데이터를 포함한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 한 수신된 긴 제어 메시

지에 지정된 특정한 구동기를 제어하다. 모든 계 노

드는 GPS 기반 시간 동기화를 통해 일정 주기로 단

말 노드를 향해 비컨 메시지를 송한다. 비컨 메시지

를 수신한 단말 노드는 신호강도에 따라 가장 인 한 

계 노드 정보를 악할 수 있으며, 응용 서버로 메

시지를 송할 때 소스 계 노드를 지정하게 된다. 

비컨 주기 정보는 비컨 메시지 간격을 단말 노드에게 

알려주고, 하향 메시지 기간 필드는 응용 서버로부터 

받은 정보 메시지를 단말 노드에게 달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단말 노드는 원을 켜

고 수신 모드로 동작한다. 이후 일정 기간 송신주기에

서는 송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말들이 자유 경

쟁을 통해 계 노드에게 메시지를 송한다. 정상

으로 수신한 메시지에 해 ACK 메시지로 응답하며, 

송신자는 일정 기간 ACK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송오류로 단한다. 그림 3에 계 노드와 단말 노

드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비컨 메시지와 정보 메시

지 형식을 나타내었다. 

ToP

(“B”)

Message 

ID

Source

Router

Period

Info
TD
Download

Period

Upload

Period

(a) 비컨 메시지 형식
(a) Bean messag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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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I”)

Message 

ID

Source

Node

Dest.

Node

Source

Router

Payload

Data

(b) 정보 메시지 형식
(b) Information message format

그림 3. 계 노드와 단말 노드 간 메시지 형식
Fig. 3 Message format between route node and 

terminal node

 Ⅳ. 네트워크 로토콜 구   용

4.1 하드웨어 구성

제안된 LoRa 무선통신 시스템을 구 하기 해 게

이트웨이, 계 노드, 단말 노드 세 종류의 하드웨어

를 설계하고 개발하 다.

LoRa 무선 통신을 해 SEMTECH 사의 SX1262 

칩을 사용하 으며, 각 MCU는 Espressif Systems 의 

ESP32 를 이용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토록 하

다. 게이트웨이는 동시에 두 개의 주 수 역의 무

선 통신을 해 두 개의 SX1262 와 인터넷 망과 연

결을 해 W5200 유선 이더넷 칩, 그리고 시간 동기

화를 한 RTC 모듈과 LCD 디스 이, 그리고 

SD-CARD 메모리로 구성하 다. 그림 4에 게이트웨

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성도
Fig. 4 Gateway system diagram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 노드는 두 개의 

주 수 역의 무선 통신을 해 두 개의 SX1262와 

MCU로 구성하 다. 단말 노드는 하나의 SX1262와 

ESP8266 MCU로 구 하 다. 단말 노드의 구성도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5. 계 노드 구성도
Fig. 5 Route node diagram

그림 6. 단말 노드 구성도
Fig. 6 Terminal node diagram

게이트웨이, 계 노드, 단말 노드를 구동하는 펌웨

어는 Espressif Systems에서 제공하는 Arduino core 

for the ESP32 를 이용하여 Arduino IDE에서 C++언

어로 구 하 다.

4.2 스마트 팩토리 생산 리 구

스마트 팩토리 구 을 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LoRa 무선통신 시스템을 용하 다. 용 상은 스

링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8 의 생산 설비에 8개의 

단말 노드, 4개의 계 노드, 1개의 게이트웨이로 구

성된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 다. 그림 7은 스마

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

낸다.

그림 7. 스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Fig. 7 Smart factory production line monitoring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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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주 수 역은 920.9MHz와 921.5Hz이며, 

Bandwith 는 125kHz, Spreading factor는 8, Coding 

rate는 4/5로 설정하 다.

생산 설비들은 제품을 하나 생산할 때마다 RS485 

통신으로 정상 는 불량을 별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 오차를 송하며 이때마다 단말 노드는 계 노

드에게 이 데이터를 달한다. 계 노드는 송 받은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보내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송된다.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은 Visual C# 2015 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며 게이트웨이로부터 송받은 

데이터를 장하고 HMI 디스 이에 정상, 불량 생

산량에 한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출력한다. 스

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의 하나

의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스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

Fig. 8 Screen shot of smart factory production line 
monitoring system

Ⅴ. 결 론

실시간 상정보를 처리하는 자율주행과 같은 일반

인 사물 인터넷과 달리 온도, 습도, 치 데이터 등 

소량의 데이터를 장시간 안정 인 속도로 수집하고, 

노드들이 낮은 속도로 제한된 역에서 이동할 수 있

는 이동 소물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이 출 하 다.

LoRa(Long Range) 기반 통신 시스템은 지그비, 와

이 이, 이동통신 등에 비해 넓은 범 , 낮은 력 소

모, 렴한 비용 측면에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LoRaWAN 단말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의 단일 홉 

통신만을 제공하지만, 노지 등 열악한 통신 환경과 다

수의 건물로 구성된 야외 시설물의 경우 음 지역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해 멀티 홉 통

신 기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동 소물 네트워크 

환경에서 LoRa 기반 멀티 홉 통신 로토콜의 설계 

 구 에 해 나타내었다. 제안된 통신 로토콜을 

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생산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 으며 기본 인 모니터링 기능은 정상 으

로 수행됨을 확인하 다. 향후 용된 시스템을 기반

으로 제안한 통신 로토콜의 성능 평가에 한 연구

가 진행될 정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7년 순천 학교 학술연구비(과

제번호 : 2017-0007)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L. Atzori, A. Iera, and G. Morabito, “The 

Internet of things: a survey,” Computer 

Networks, no. 54, Dec. 2010, pp. 2787-2805.

[2] I. F. Akyildiz, T. Melodia, and K. Chowdhury, 

“A survey on wireless multimedia sensor 

networks,” The Journal of Computer Networks, 

vol. 51, no. 4, Mar. 2007, pp. 921-960.

[3] I. F. Akyildiz and J.M. Jornet, “The Internet of 

Multimedia Nano-Things,” Nano Comm. 

Networks Journal, vol. 3, no. 4, Aug. 2012, pp. 

242-251.

[4] J. Park, S. Lee, and W. Oh, “Congestion 

control mechanism for efficient network 

environment in WMS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0, no. 2, Feb. 2015, pp. 289-295.

[5] M. Samaniego and R. Deters, “Internet of 

Smart Things - IoST: Using Blockchain and 

CLIPS to Make Things Autonomous,” In Proc. 

IEEE Int. Conf. Communications, Sept. 2017, pp. 

9-16. 

[6] Semtech Corporation, “LoRa Modulation 



사물 네트워크에서 LoRa 기반 네트워크 로토콜 설계  용

1095

Basics,” AN1200.22, May 2015.

[7] N. Sornin, M. Luis, T. Eirich, and O. Hersent, 

LoRaWAN Specification, Fremont, USA, LoRa 

Alliance, July 2016. 

[8] E. Charles and P. Bhagwat, “Highly Dynamic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Routing for Mobile Computers,” SIGCOMM 

Computer and. Comm., vol. 24, no. 4, Oct. 

1994, pp. 234-244.

[9] M. Bor, J. Edward, and U. Roedig, “LoRa for 

the Internet of Things,” In Pro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bedded Wireless Systems and 

Networks, Graz, Austria, Feb. 2016. pp. 

361-366.

[10] S. Bae, S. Lee, and J. Koh, “Multipath 

Routing Method for QoS Support in 

WMSN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Mar. 

2013, pp. 453-458.

자 소개

이성근(Sung-Keun Lee)

1985년 고려 학교 자공학과 졸

업(공학사)

1987년 고려 학교 학원 자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1995년 고려 학교 학원 자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87년 ~ 1992년 : 삼성 자 정보통신연구소

1996년 ~ 1997년 : 삼성 자 네트워크 연구

2017년 ~ 2018년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ECE 방문교수

1997년 ~ 재 순천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 심분야 : WSN, 스마트농업, 멀티미디어통신,   

강화학습 기반 QoS 보장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