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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적용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IoT 서비스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 또한 적용분야마다 달라져 

요소기술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IoT 서비스 구현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요구사항 별로 매우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여 개발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수준의 추상적인 IoT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수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을 도

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제안 기법을 통해 프로토콜 스택을 도출하여 실제로 구현하여 실

험함으로써 기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 요구사항이 만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확산되면

서 생활가전,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IoT 기술

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분야에서 IoT 서비스

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IoT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장벽

이 존재한다. IoT 는 적용 분야 별로 좁은 use case 를 가

지므로 요구사항과 요소기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

문이다[1]. 예를 들면 공기정화 시스템의 경우 반도체공

장, 가정, 병원 등 적용 환경에 따라 실시간성, 통신거리 

등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Io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신표준이 일원화되

지 않고 다양한 표준이 산재하여 프로토콜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서비스 시나리오의 요구사항을 기술

적 요구사항으로 정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콜 스

택을 도출해내는 개발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적합한 컴포넌트

를 선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존재하나[2], 

이는 요구사항의 다원화로 인해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이 

낮은 IoT 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IoT 의 사용자 요구

사항을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존재

하나[3], 저전력, 저성능 등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 고려

가 대부분이며, 전송데이터의 실시간성·상호연관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IoT 의 요구사항 항목을 정의하고, 주어진 서비

스 시나리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나리오에 적합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궁극적

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수준(service-

level)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시스

템 수준(system-level), 소프트웨어 수준(software-level) 

요구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요구사항 트리를 형성한다. 요

구사항 트리를 바탕으로 최하위 단부터 시작해 각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후보 프로토콜을 탐색하여 최종적으로 

최적합 프로토콜 스택을 도출한다. 

우리는 제안한 기법을 가상의 IoT 서비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제안한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토콜을 선정 후 

구현을 통해 적합성을 실험하였다. 그 결과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원활히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IoT 요구사항 기반 프로토콜 선택 기법 

제안하는 기법은 추상화수준이 매우 높은 서비스수준 

요구사항을 이용하여, 구현에 적합한 프로토콜 스택을 도

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제안 기법은 (1) 요구

사항 분석 단계, (2) 프로토콜 선택 단계로 구분된다. 이

어지는 두 절에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2.1. 요구사항 분석 단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을 시

스템 수준, 나아가 소프트웨어 수준 요구사항으로까지 구

체화하여 최종적으로 요구사항 트리를 도출한다. 요구사

항 트리의 형태는 그림 1 과 같다. 

요구사항 트리는 뒤에 설명할 기능적 요구사항 중 '오

퍼레이션' 항목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트리의 루트 노드

는 개발자가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추상

화한 것이며, 이를 오퍼레이션 별로 세분화하여 하위 노

드들로 나타내는 식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하위 노

드들이 충분히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가질 때까지 

반복한다. 다음 문단부터 각 노드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

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트리를 만드

는 방법과 노드 간 연결 관계는 그 다음에 설명한다. 

요구사항은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

항으로 나뉜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

해야 하는 기능이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시스템이 기능

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약 사항이다. 



 
그림 1. 요구사항 트리 

 

트리의 모든 노드들은 그림 1 과 같이 두 가지 요구사항

을 모두 가진다. 

우리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표 1 과 같이 오퍼레이션

(operation), 데이터(data), 인터페이스(interface), 연결성

(linkage)의 4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오퍼레이션'은 시

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트리의 뼈대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요구사

항이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연결성'은 추후에 프로

토콜 선정에 참조하기 위해 명세하는 요구사항으로, 뒤에 

설명할 비기능적 요구사항과 맵핑된다. 그림 1 에서와 같

이 1 개 기능적 요구사항에 다수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맵핑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기능적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항목 설 명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내용 

데이터 
시스템에 흐르는 데이터의 시맨틱 요구사항  

(내용, 구조, 타 데이터와의 연관성 등)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input/output 요구사항 

(input/output 의 syntax, semantics 등) 

연결성 

타 시스템(서브시스템)과의 연결 관계 

(연결되어야 하는 시스템(서브시스템) 목록, 

연결의 종류(유/무선통신 등)) 
 

기능적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트리의 뼈대를 만든 후에

는 각 노드에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맵핑한다. 우리는 표 

2 와 같이 일반(General), 데이터, 인터페이스, 연결성으로 

나누어 명세한다. '일반'은 시스템의 일반적 비기능적 요

구사항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기능적 요구사항에서 명세

한 항목들에 대응되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모든 비기

능적 요구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매겨진다. 
 

표 2. 비기능적 요구사항 항목 

요구사항 항목 설 명 

일반 
시스템 전반적인 요구사항 

(메모리사용량·소모전력·프로세싱능력 등) 

데이터 
데이터 시맨틱에 따른 요구사항 

(데이터 상호연관성·실시간성, 전달 보장 등) 

인터페이스 
Input/output 에 따른 요구사항 

(I/O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이식성 등) 

연결성 
연결 관계에 따른 요구사항 

(통신 거리·보안·대역폭·QoS 등) 
 

요구사항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큰 범주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루트 노드에 명세한다. 다음, 루트 노드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하위 요구사항을 하위 노드로 포

함시킨다. 그리고 이 작업을 요구사항의 추상화 수준이 

소프트웨어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모든 하위 노드들의 요구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상위 노드의 요구사항을 형성할 경우 AND 연결을, 그렇

지 않을 경우 OR 연결을 이용한다(그림 1). AND 연결의 

경우 하위 노드의 비기능적 요구사항 가중치 합은 상위 

노드의 그것과 같아야 하며, OR 연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의의 하위 노드의 가중치 값이 상위 노드로 계승된다. 
 

2.2. 프로토콜 선택 단계 

프로토콜 선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트리를 이용해 최

종적으로 프로토콜 스택을 도출한다. 프로토콜 선택 단계

는 (1) 프로토콜 탐색(search), (2) 적합성 스코어링

(scoring), (3) 검증(evaluation)의 절차로 수행된다[4].  

Search 단계에서는 search-level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기능적 요구사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 프로토콜들

을 선별한다. Scoring 단계에서는 scoring-level 메타데이

터를 이용하여 비기능적 요구사항 만족도를 점수로 평가

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프로토콜 스택을 선정한다. 

그리고 Evaluation 단계에서는 선정된 프로토콜 스택을 

적용하여 실제 요구사항 만족도를 검증한다. 구체적인 프

로세스는 [4]에서 제안한 방법을 따른다. 
 

Ⅲ. 실험 및 검증 

우리는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의 IoT 서

비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제안한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

토콜 스택을 선정 후 구현을 통해 적합성을 실험하였다. 

상정 시나리오는 대형음식점에서 손님이 태블릿으로 음

식을 주문하면 가게 전직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

현 결과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원활하게 동작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면 관계상 요구사항목록과 선정 

프로토콜만을 표 3 에 나타내었다. 
 

표 3. 제안 기법 검증 

분류 요구사항 선정 프로토콜 

일반 

프로세싱 
디바이스: 300MHz 

게이트웨이: 700MHz IP over 

Bluetooth 소모전력 최소 1 일 연속동작 

관리 디바이스 추가/삭제 용이 

데이터 

실시간성 1 분 이내 

MQTT 전달 보장 데이터 손실 방지 

정확성 중복 데이터 제거 

인터페이스 특정 그룹에 일괄적으로 데이터 출력 MQTT 

연결성 

통신거리 15m 이내 

Bluetooth LE 대역폭 1Mbps 

연결종류 무선/저전력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oT 기술을 적용

시킴에 있어서 따르는 프로토콜 선택의 어려움을 해결하

는 IoT 요구사항 기반 프로토콜 선택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IoT 서비스를 개발 시 더욱 적

합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프로토콜뿐 아니라 전반적인 요소 기술들을 도출

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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