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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역 네트워크를 한 LoRa: 개요  성능향상 기술

조웅

LoRa for LPWA Network: Overview and its Performance Enhancement Technologies

Woong Cho

요 약

력 역 (LPWA: Low Power Wide Area) 네트워크는 기존의 무선통신 기술들에 비해 력으로 장

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인터넷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용될 수 있는 기술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력 역 네트워크의 표 인 기술  하나인 LoRa (Long Range)에 해 알아본다. 먼  

력 역 네트워크의 일반 인 특징  련 기술에 해 소개한다. 그리고 LoRa의 기술개요, 특징  장

단 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LoRa의 성능분석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한 기술들을 물리계층과 매체

근제어 계층에 을 두고 논의한다. 

ABSTRACT

LPWA (Low Power Wide Area) networks have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technolog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IoT (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by providing less power and longer communication range compared with existing 

wireless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LoRa which is one of representative technologies for LPWA networks. 

First, we present general properties and several technologies of LPWA networks. Then, the technical specification, properties, 

and pros/cons of LoRa are studied. Finally, we discuss analysis of LoRa’s performance and  its ehancement technologies by 

focusing on physical layer and MAC (Medium Access Control) layer. 

키워드

LPWA, LoRa, IoT, Performance Enhancement

력 역, LoRa, 사물 인터넷, 성능 향상

 교신 자: 원 학교 컴퓨터공학과

ㆍ   수  일 : 2019. 02. 18

ㆍ수정완료일 : 2019. 03. 18

ㆍ게재확정일 : 2019. 04. 15

ㆍReceived : Feb. 18, 2019, Revised : Mar. 18, 2019, Accepted : Apr. 15, 2019

ㆍCorresponding Author : Woong Cho

  Dept. Computer Engineering, Jungwon University, 

  Email : wcho@jwu.ac.krr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은 이동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사물인

터넷에 용됨으로써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3]. 사물인터넷의 구 에 있어 무선통신은 사

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필수

인 요소이다. 무선통신기술은 용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한 통신반경과 송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 특징

에 따라 응용되는 분야가 달라진다. 그림 1은 사물인

터넷에 용되는 MTC (Machine-Type 

Communication) 방식들에 한 데이터 송률과 통

신반경을 나타내고 있다. MTC에서는 통신거리에 따

라 세 가지 방식 즉, 근거리 MTC, 거리 MTC, 장

거리 MTC로 분류될 수 있다. RFID, UWB, 

Bluetooth 등의 기술은 근거리 MTC에 해당되고, 

WiFi  ZigBee는 거리 MTC에 해당되며 셀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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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NB-IoT Sigfox eMTC

Spectrum unlicensed licensed unlicensed licensed

Bandwidth 7.8KHz~500kHz 200KHz 200KHz 1.4MHz

Peak rate
290bps~50kbps(DL/

UL)

160~250kbps(DL)

160~200kbps(UL)

100bps(UL)

600bps(DL)
<1Mbps

Battery life ~10years ~10years 8~10years 5~10years

Coverage
urban:~5km

suburban:~15km

urban:~8km

suburban:~25km

urban:~10km

suburban:~50km

urban:~5km

suburban:~17km

Module cost <$5 <$5 <$10 <$10

표 1. LPWA 기술 특징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LPWA technical characteristics 

통신방식은 장거리 MTC에 해당됨과 동시에 높은 데

이터 송률을 지원한다. 하지만 장거리 통신 방식을 

지원하면서 낮은 데이터 송률을 지원하는 MTC이 

새로운 통신 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통

신방식은 력 역 (LPWA) 기술로 소개되었다. 

기존의 통신방식과는 다른게 낮은 데이터 송률을 

지원하는 반면에 매우 넓은 통신반경(3~15Km)을 제

공함과 동시에 매우 낮은 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물인터넷분야의 다양한 응용분

야에 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4-6]. 

력 역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는 기반시설 모

니터링, 교통, 자산추 , 보안, 헬스 어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용될 수 있다. 각 용분야 마다 용지역

(도심, 빌딩, 교외지역), 력소모, 데이터량, 데이터

그림 1. 통신방식에 따른 데이터 송률과 통신반경
Fig. 1 Data rate and communication range depending 

on communication scheme

송주기, 이동성, 실시간데이터 송요구사항, 보안/신뢰

성 등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분야에 부

합되는 요구사항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 동일한 응용

분야라 하더라도 용지역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 를 들면 기반시설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물/ 기/가스미터 모니터링 혹은 농작물/토양 

모니터링 등의 분류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응용분야 별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

정하여 필요한 기술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  다양한 력무선통신 기술의 

종류  특징에 해 알아본 후 표 인 력무선

통신 기술  하나인 LoRa의 기술특징  장단 에 

해 소개한다. 한 LoRa의 성능분석기술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에 해 논의한다. 

Ⅱ. 력 역 송기술

력 역 기술은 주 수사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표 인 기술로는 비허가 역

(unlicensed band)을 사용하는 LoRa, SigFox 그리고 

허가 역 (licensed band)을 사용하는 NB-IoT 

(Narrow Band–IoT), eMTC (evolved MTC) 등이 

있다. NB-IoT와 eMTC는 3GPP (3r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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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Project) 표  기구에서 제안되었으며, 

NB-IoT는 LTE CaT-NB로도 알려져 있으며 eMTC

는 LTE Cat-M1 혹은 LTE-M  (LTE-MTC) 으로도 

불린다. 표 1에 에서 언 한 표 인 네 가지 

력 역 기술들의 일반 인 기술특징인 주 수사용, 

역폭, 최 송률, 배터리수명, 통신반경, 그리고 모

듈가격 등을 비교하 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역폭으로 인해 

eMTC가 가장 빠른 데이터 송률을 제공하나 상

으로 높은 모듈가격을 가진다. Sigfox는 가장 넓은 

통신방경을 가지지만 나머지 기술에 비해서 낮은 데

이터 송률을 제공한다. 따라서 LoRa와 NB-IoT가 

데이터 송  통신반경을 포함하여 반 으로 균형 

있는 특징을 제공함으로서 보다 리 사용되는 

력 역 기술로 채택되고 있다[6]. LoRa는 NB-IoT

에 비해 비허가 역을 사용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

으며, NB-IoT는 LoRa에 비해 높은 최  송률  

넓은 통신반경을 제공한다는 장 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력 역 기술  LoRa는 비허가 역을 사

용하면서 CSS(Chirp Spread Spectrum)변조방식을 사

용하여 간섭에 강하면서 장거리 송의 장 을 제공

한다[7]. 다음 장 에서는 LoRa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LoRa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해 논

의한다.  

Ⅲ. LoRa

LoRa는 LoRa Alliance에서 개발된 개방형 표  구

조를 가지는 기술이며 1GHz이하의 비허가 역에서 동

작하여 넓은 통신반경 제공한다. 이장에서는 LoRa의 

시스템구조, 로토콜 구조  송방식을 소개한다.

3.1 시스템 구조

그림 2에 LoRa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LoRa 시스템은 스타 네트워크 형

상을 사용하며 단말장치 (End device),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서버  응용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웨

이는 네트워크서버와 단말장치 사이에서 끊김 없이 

정보를 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는 IP 

네트워크 (Ethernet, 3G, Wi-Fi 등)를 이용하여 네트

워크서버와의 통신을 수행한다. 단말장치와 게이트웨

이와의 통신은 데이터 통신 반경과 정보 송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통신채 과 데이터 송률을 사용하

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신방식은 응 데이터 송 

(Adaptive Data Rate) 방식을 통해서 구 된다[8-9]. 

각 구성장치들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단말장치는 

정보를 송수신하는 모든 장치를 나타내는데, 일반 으

로 센서, 검출기,  각종 제어장치(actuator)가 해당

된다. 게이트웨이는 속지  (Access point)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단말장치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네트

워크서버로 송하거나 혹은 네트워크서버로 수신된 

정보를 단말장치로 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네트워

크서버는 게이트웨이와 단말장치를 체크하여 수신되

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 응용서버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라우   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된 동일 데이터를 제거하

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 해당 단말장치가 동작할 

때까지  하향링크(downlink) 정보를 장하며, 수신된 

신호세기(RSS: Received Signal Strength)를 기 으

로 하여 송 게이트웨이를 선택한다. 응용서버는 각 

응용분야에 따라 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LoRa 시스템 구조
Fig. 2 LoRa system architecture

3.2 로토콜 구조  송방식

그림 3에 LoRa의 로토콜 구조를 나타내었다. 변

조된 LoRa신호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비허가 역

인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을 

통해서 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20~925MHz의 

역을 사용한다. 한 응용분야에 따라 세 가지의 송

방식, 즉 Class A, B, C,를 정의한다. MAC (Medium 

Access Control)은 랜덤 송방식인 ALOHA 로토콜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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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oRa 로토콜 구조
Fig. 3 LoRa protocol architecture

LoRa의 변조방식은 확산 역통신 기술을 이용한 

CSS 방식을 사용한다. 확산 역은 각 신호마다 서로 

다른 확산 계수를 용하여 신호간의 직교성을 제공

한다. 이 방법은 데이터 송률을 다루는데 있어서 장

을 제공한다. LoRa의 데이터 송률(비트 송률)

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여기서 BW는 역폭 (Hz), SF는 확산 계수

(Spreading Factor)를 나타내며 7~12의 값을 가진다. 

 식에서 데이터 송률은 확산계수와 직 으로 

비례한다[10].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단말장치는 세 가지 송

방식을 사용하는데, 각 송방식은 배터리 사용시간과 

송시연 사이에서 트 이드오 (trade-off)를 가진다. 

단말장치는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송방식을 조정

할 수 있는데 각 송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LoRa 단말장치 송방식
Fig. 4 LoRa end-device classes

- Class A: 세 가지 방식  에 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방식이다. 단말장치는 부분의 시간을 

기상태(Sleeping mode)로 유지한다. 단말장치

가 송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송하고 

두 번의 하향링크 도우 RX1 ,RX2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신된다. 각각의 RX는 상향링크 후 

약 1 의 지연이 발생한다.

- Class B: Class A와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단말장치는 비컨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주기 으로 확인한다.

- Class C: 단말장치가 데이터를 송할 때를 제외

하고는 계속해서 수신 기 상태로 유지한다. 이 

송방식은 송지연이 없는 실시간 응용에 사

용되며 세 가지 방식  에 지 효율이 가장 낮

다. 

Ⅳ. 성능향상 이슈

이 장에서는 LoRa의 성능분석  성능향상과 련

된 이슈들에 해 논의 한다. LoRa가 표 인 

력 역통신 방식  하나이지만 LoRa통신 방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LoRa의 이론 인 성능 분석  

이에 한 검증은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11-12]. 기존 

시스템 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물리계층에서는 

시간과 공간 다이버시티를 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향상됨을 보 으며 [13], 수신 성능  

간섭제거 성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구 하여 기존 시

스템에 비해 넓은 통신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

으며[14], 멀티 홉 통신방식의 구 을 통한 통신성능

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7]. 한, 새로운 매체 근

제어 로토콜을 제안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오류

율  송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 다[15]. 

부분의 성능분석  성능향상 방안은 최근에 제안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   용에 있어서

는 좀 더 향상된 기술의 용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시스템의 구 에 있어서는 주 환경에 

의해 성능 하가 발생함이 확인되었다[16]. 한 

LoRa 메시망 (Mesh network)을 구성하여 도심지역

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한 시험결과 소개되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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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스템 구  시에는 성능 하  음용지역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 계기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통신방법의 용  이에 한 검증/

최 화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한 기존의 메체 근제

어 표 을 용하여 수신 단에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

허가면허 역을 수십만 개의 소자들이 동시에 사용

할 경우 소자들 간의 간섭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간

섭문제 뿐만 아니라 다수 개의 소자들이 동시에 연결

을 요청할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연이 

되면 체 인 송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재 사용되고 있는 

간편한 매체 근제어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이 개발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법은 표

화와 더 불어 진행되어야 실제 시스템에 용될 수 

있다. 재 부분의 력 역 기술은 데이터 

송률이 매우 낮으나 필요한 경우 재보다는 높은 데

이터 송률을 송할 수 있는 방법 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치정보의 용 한 요한 구  이슈

의 하나이다. 많은 응용 기술들은 사물인터넷 소자들

의 치에 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인 무선통신 시스템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송  

동기화를 이용하여 치정보를 악하지만 력

역 기술의 경우에는 제한된 역폭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송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 이에 한 방안마

련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력 역 네트워크에 한 기술 

개요  표 인 력 역 기술  하나인 LoRa

의 기술에 해 소개하 다. 한 LoRa의 성능을 분

석하고 향상시키기 한 방안에 해서도 논의하 다. 

다양한 환경  기존의 통신성능향상 기술을 용한 

LoRa의 성능분석은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LoRa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  

이에 한 성능분석 뿐만 아니라 기존 통신방식을 변

형시키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제시 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역폭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데이터 송률향상에 한 방안에 한 제시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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