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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소사이어티 5.0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IoT 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소사이어티 5.0 기반의 IoT 사용자에 대한 다중 접근방식의 

프라이버시 접근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가상 환경에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서로 동기화하는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의 가중치를 확률 기반으로 누적 처리함으로써 IoT 정보의 효율성을 향

상시켰다.  또한, IoT 정보에 속성 정보를 연계 처리되도록 세분화하여 IoT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성능평가 

결과, IoT 장치 수와 IoT 허브장치 수에 따라 IoT 장치의 효율성이 평균 5.6% 향상되었다. 정확도는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따라 평균 15.9% 향상되었다.

주제어 : 소사이어티 5.0, 사물인터넷, 프라이버시, 다중 접근, 빅데이터

Abstract  Recently, research on Society 5.0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Japan. The Society 5.0 

is used in various areas using IoT sensors. This paper proposes a privacy approach model of 

multiple approaches to IoT users based on Society 5.0. The proposed model used multiple methods 

of synchronizing important information of IoT devices with one another in the virtual environment. 

The proposed model improved the efficiency of IoT information by accumulating the weight of IoT 

information on a probability-based basis. Further, it improves the accuracy of IoT information by 

segmenting it so that attribute information is linked to IoT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IoT devices has improved by an average of 5.6 perc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IoT devices and the number of IoT hub devices. Accuracy has 

improved by an average of 15.9% depending 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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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와 산업 환경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통해 수집된 대용량의 정보를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처리·분석하는 기술 연구

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과 일본의 소

사이어티 5.0(Society 5.0)가 있다. AI 기술은 빅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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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물리적 공간으로 공급하

여 산업과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은 다양한 사회분야(홈 서비스, 의료 서비스, 공

장 자동화 등)에  융합되어가고 있다[2]. 그러나, 현재까

지 운영 중인 AI 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지만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3]. 특히, IoT 센서를 이용한 초소형 무선 

장치들은 기존 통신 장비에 비해 통신 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되어 

처리되는 데이터는 암호화 한 후 저장되지만 이에 대한 

보안 정책 및 대응 기술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와 융합하여 서비스되고 있는 

IoT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사이

어티 5.0 기반의 IoT 사용자에 대한 다중 접근방식의 

프라이버시 접근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

치에 손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IoT  장치를 가상 환경

에 여러 그룹으로 분류한 후 IoT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의 정보를 사용자의 중요 정보와 동기화하는 다중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수집

된 정보의 가중치는 확률 기반으로 누적 처리함으로써 

IoT 정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가상 환경에 

다중 그룹으로 분류된 IoT 정보는 계층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IoT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받는다. 셋째, IoT 정보

의 속성 정보는 사용자의 중요 정보와 연계 처리함으로

써 IoT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더스트

리 4.0과 소사이어티 5.0를 비교한다. 3장에서는 소사이

어티 5.0 환경의 IoT 사용자의 IoT 정보 보안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모델의 보안 평가와 성능평가

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인더스트리 4.0 vs. 소사이어티 5.0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은 독일에서 제창한 개

념으로서, 기계들이 서로 모니터링하고 생산과 유지 보수

에 대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

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반면,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은 2017년 6월 일본이 제창한 개념으로서, 4차 산업

기술을 사회 전반(고령화, 구인난, 자연재해 등)에 활용하

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성장 로드맵을 의미한다.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의 차이는 Fig. 1과 같다. 독일

의 인더스트리 4.0과 소사이어티 5.0의 가장 큰 차이점

은 Fig. 1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서 융합되도

록 한 후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데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일본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물인터넷, 사이

버 보안, 인공지능, 로봇 기술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Fig. 1. Compared to Industry 4.0 vs. Socie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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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연구

소사이어티 5.0 기반 융합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기술들과 응용들을 융합한 고성능컴퓨팅

(High-Performance Computing)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4]. Wu et al. 기술은 스마트 

시티에 지능형 항구를 운영할 경우 지능형 항구에서 사

용하는 포트 개념과 기본적인 기능 모듈을 소개하고 있

다[5]. Belfkih et al. 모델은 지능형 항구에서 자동 인

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IoT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스마트 포트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6]. Valsamis 

는 선박 항행 및 궤도 예측과 관련한 자동 인식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7]. 

클라우드 시스템과 관련된 융합기술 연구는 IoT와 

관련된 접근제어 및 동기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Celesti et al. 은 IoT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이퍼 바이저 기반의 경량화된 접

근 방식을 제안하였다[8]. Dar et al. 은 클라우드 환경

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이용한 가용성과 확률 정보를 얻

기 위한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9].

3. 소사이어티 5.0 기반 다중 접근 방식의 IoT 정보 

접근 모델

3.1 개요

AI 기술은 다양한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정확하면서

도 빠르게 수집·분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IoT 장치에

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IoT 장치들은 수집된 정

보를 특별한 정책 없이 가공·분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10-14]. Fig. 2처럼 제안 모델은 계층적 형태의 IoT 그

룹을  : { } →  으로 표현한 후 IoT 정보를 

   : {}×  →    처럼 나타낸다. 제안 

모델은 Fig. 2처럼 계층을 가상의 환경으로 IoT 장치들

을 서로 인접하지 않도록 행렬 형태로 나타내도록 계층

적 구조를 해쉬 체인으로 묶는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IoT 장치 간 송·수신되는 중요 

정보는 Fig. 1처럼 계층적 구조로 구성한 후 2가지 형태

로 비교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째,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IoT 장치의 중요정보는 쌍대 비교를 통해 검증

을 수행한다. 또한, IoT 장치의 중요 정보는 확률 기반

의 중요도를 IoT 장치 수만큼 반복적으로 누적하여 IoT 

장치의 중요정보에 대한 유사도를 검증한다. Fig. 3은 

소사이어티 5.0 환경에서 IoT에 다중 접근하는 제안 모

델의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다.

Fig. 2. Hierachical Proposed Model usign IoT



융합정보논문지 제10권 제4호21

Information

Status

Data sharer

Purpose

Obligation 

Mandate

Location

Time

Sensor

Status

Action

Fig. 3. Process of IoT Access based on multigroup

3.2 IoT 장치의 유사도 정보생성

IoT 장치의 유사도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제안 모델에서는 IoT 장치의 조건과 동작에 따

라 유사 정보가 부여되기 때문에 유사도 검증이 효율적

이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상태와 동작에 따라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IoT 장치의 불법 접근을 판별한다.

Table 1. Information on similarity of IoT devices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

할 때, 계층적 구조로 구성된 IoT 장치의 무결성을 효율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N-1차의 다항식을 쌍대 비교

에 적용한다. 이것은 IoT 장치의 중요정보를 중첩하여 

분산 처리함으로써 IoT 장치의 중요정보를 안전하게 복

원하기 위해서이다. 

3.3 IoT 위임 및 키 생성

이 절에서는 송신지 IoT 장치의 중요정보에 대한 권

한을 대리로 위임받아 수신지 IoT 장치에 전달하기 위

한 방법을 기술한다. 제안 모델은 위임장 를 식 (1)을 

통해 인증서를 생성한다.

 = 
·

· mod         (1)

IoT 장치의 서명은 식 (2) 와 (3)의 개인키와 공개키

를 이용하여 암·복호한 후 IoT 장치의 중요정보를 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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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중요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하도록 식 (2)를 이진 값으로 비밀 값을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IoT 장치의 중요정보를 제3자로부터 안전하

게 보호하여 무결성을 보장받는다.

3.4 IoT 중요 정보 처리 과정

제안 모델은 소사이어티 5.0 환경에서 이기종의 IoT  

정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

한다. 

첫째, 제안 모델은 가상 환경을 통해 다중 그룹으로 

분류된 IoT 정보를 계층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IoT 장치의 정보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확률적

으로 가중치 정보를 누적 처리한다.

셋째, 제안 모델은 개별 IoT 장치에 부여된 속성 정

보를 연계 처리하도록 IoT 장치를 세분화한다.

제안 모델은 가상 환경에 존재하는 IoT 허브 장치를 

통해 IoT 허브 장치와 서버 간 송·수신되는 IoT 정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하여 IoT 정보 

수집에 반영한다. 제안 모델은 다중으로 IoT 정보를 복

제하여 IoT 장치와 IoT 허브 장치, IoT 허브 장치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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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he transmit/receive power of the 

users 
0.2W / 0.1W

The network coverage radius 1000m

The static circuit power 0.05W

The pathloss exponent 4

The available bandwidth for / 20MHz / 10MHz

The power of noise -174dBm/Hz

Input data size 5kbits/s

Delay threshold 15s

Computation worload/intensity 18000 CPU cycles/bit

Computation energy efficiency 

coefficient of the processor’s chip 

in the APs/users

10-26

Computational capability of the Aps 10-100 GHz CPU cycles/s

Computational capability of the 

users 
1-10 GHz CPU cycles/s

The unit price of energy 0.1 Token/J

버간 IoT 장치 정보를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IoT 장치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복제키를 백그라

운드에서 실행한다.  

4. 평가

4.1 환경 설정

제안 모델은 Fig. 4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IoT 정

보를 송⋅수신하도록 하였다. Fig. 4에서 IoT 장치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분석

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실험하였다. 성능평가의 

비교분석은 [15]를 기반으로 Table 2처럼 평가를 수행

하였다.

Table 2. Environment Setup

Fig 4. IoT Device us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4.3 성능 평가

4.3.1 효율성

소사이어티 5.0을 기반으로 한 IoT 장치의 효율성은 

IoT 네트워크에서 IoT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서버의 

효율성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3의 효율

성 평가 결과처럼 제안 모델은 IoT 장치 수와 IoT 허브

장치 수에 따라 IoT 장치의 효율성이 기존 모델보다 평

균 5.6% 향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소사이어티 5.0이 

IoT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되었

으며, IoT 장치의 접근 권한에 따른 처리 방법이 효과적

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Table 3. Efficient using IoT devices
units : ms

Number of IoT 

Device
Previous Model Proposed Model

10 70.216 76.542

25 70.685 75.859

50 70.985 76.128

75 71.458 75.898

100 71.125 77.102

125 72.859 74.639

150 71.912 76.201

200 72.107 75.878

4.2.2 정확도

Fig. 5는 서버가 실시간으로 IoT 정보를 수집 및 처

리할 경우에 발생하는 서버의 데이터 분석 정확도를 평

가하였다.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은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따른 정확도가 평균 15.9% 향상되었다. 제안 모델이 

IoT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조에 적합한 IoT 

장치의 인증서와 암⋅복호키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Fig 5. Accuracy using Io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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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보안 분석

제안 모델은 소사이어티 5.0 환경을 기반으로 IoT 장

치에서 수집된 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기 위한 무

결성 검증을 암⋅복호키 생성과 유사정보처리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제안 모델은 네트워크 구조를 계층적 형

태로 처리되도록 IoT 장치의 유사정보를 이용하고 있

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의 다중 접근을 안정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서 서명키를 이용한 암⋅복호키 
 와 

 
 을 생성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IoT 장치나 제3

자가 불법적으로 접근 시도를 예방하였다. 제안 모델은 

Io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수 많은 IoT 장치가 사용하는 

암⋅복호키를 다단계 접근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안 모

델은 IoT 장치간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도록 위임장 

과 타임스탬프 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결성과 최신성을 제공하고 있다.

5. 결론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소사이어티 5.0이 최근 IoT 

기술과 함께 대두되면서 IoT 관련 분야가 확대되고 있

다. 특히, IoT 장치가 적용된 휴대폰, 의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소사이어티 5.0 기반의 IoT 사용자에 대한 다중 접

근방식의 프라이버시 접근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

델은 가상 환경에 연동 가능한 IoT 장치의 중요 정보를 

서로 동기화하는 다중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성능평

가 결과, IoT 장치 수와 IoT 허브장치 수에 따라 IoT 

장치의 효율성이 평균 5.6% 향상되었다. 정확도는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따른 정확도가 평균 15.9%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소사이어티 5.0

의 다양한 환경에 연구 결과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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