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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능형 IoT 장치를 사용하는 환경이 증가하면서 지능형 IoT 장치에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IoT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 및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IoT 장치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정보 중 중요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지능형 기반의 다중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에서 IoT 장치에서 송․수신되는 IoT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수 많은 IoT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의 

상관관계 지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지수가 높은 정보만을 추출하여 블록체인으로 묶는다. 그 이유는 수집된 정보를 n-계

층 구조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모델은 블록체인기반으로 수집 정보에 가중치 

정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정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또는 바인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 수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비용을 유지하면서 n-계층 구조로 수집 정보를 확장할 수 있다. 

주제어 :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신뢰성, 지능형 데이터 관리, 다중 접근, 빅데이터

Abstract As the environment using intelligent IoT devices increases, various studies are underway to 

ensure the integrity of information sent and received from intelligent IoT devices. However, all IoT 

information generated in heterogeneous environments is not fully provided with reliable protocols and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lligent-based multi-blockchain model that can extract only 

critical information among various information processed by intelligent IoT devices. In the proposed 

model, blockchain is used to ensure the integrity of IoT information sent and received from IoT devices. 

The proposed model uses the correlation index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trust a large number of 

IoT information to extract only the information with a high correlation index and bind it with 

blockchain. This is because the collected information can be extended to the n-tier structure as well as 

guaranteed reliability. Furthermore, since the proposed model can give weight information to the 

collection information based on blockchain, similar information can be selected (or bound) according to 

priority. The proposed model is able to extend the collection information to the n-layer structure while 

maintaining the data processing cost processed in real time regardless of the number of IoT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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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형 사물 인터넷(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AIoT)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

되는 사물인터넷 장치가 서버로부터 원격에 있어 인증

과 전력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1,2]. 

AIoT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다른 점은 

미리 정해놓은 날짜, 시간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측이 

가능하는 점이다. AIoT는 네트워크 엣지와 접점에서 많

이 적용되고 있으며,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재

적소에 맞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AIoT가 적용되는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  및 보안 문제점(DDoS 공격 등)을 개

선하기 위해서 물리적 위치 근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하는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분산 컴퓨팅 모델을 

의미한다[3]. 엣지 컴퓨팅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현장

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엣지 

서버를 사용하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의 다른 장치

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AIoT는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및 

IoT 장치들이 대기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

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

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예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AIoT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중에서 AIoT 데이터의 확

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4]. 그러나, 5G 환경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애플리

케이션 및 IoT 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더욱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AIoT 컴퓨팅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IoT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다

양한 정보들 중에서 중요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다중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수 많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

집된 정보의 상관관계 지수를 구하여 상관관계 지수가 

높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묶음으로써 수집 정보를 n-

계층 구조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

다. 또한, 제안 모델은 블록체인으로 분류된 수집 정보에 

가중치 정보를 부여하여 유사 정보의 우선 순위를 배정

하므로써 수집 정보를 선택(또는 바인딩)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진다. 제안 모델은  IoT 정보 수가 증가하더라도 

IoT 장치 수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처

리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성은 보장할 수 있다. 

제안 모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 모델은  

IoT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에 가중치 정보를 이동하

여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다. 둘째, 제안 모델은 수집되

는 정보들의 상관관계 지수를 구하여 상관관계 지수가 

높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묶어 n-계층 구조로 수집 정

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AIoT가 

동작되는 엣지컴퓨팅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AIoT  확장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모델을 제

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성

능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엣지컴퓨팅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은 클라우드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팅 시스템이다[1,3].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저장소, 소프트

웨어, 분석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기업

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

드 서버 및 데이터 센터의 처리 용량이 넘어서기 시작했

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

고 송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지연 현상 뿐만 

아니라 통신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

항이 증가하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대기 시간없이 실시

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애플리

케이션 및 장치에서 데이터의 처리 시간을 줄여준다. 엣

지 컴퓨팅은 데이터 부하 감소, 보안, 장애대응 등 3가지

를 보장할 수 있다[2,4]. 엣지 컴퓨팅에서 보장하는 3가

지 보장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쩨, 데이터 부

하 감소는 해당 IoT 장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처

리하기 때문에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보안은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클

라우드 컴퓨팅에 비해 보안이 상대적으로 좋다. 셋째, 

장애대응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했을 때 서버가 마

비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만 엣지 컴퓨팅은 자체적

으로 컴퓨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장애를 대

응할 수 있다.

2.2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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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전통적인 데이터 무결성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 검증과 관련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기존 데이터 

무결성 관련 검증 연구는 이기종 장치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3자가 검증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토리지 아웃소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존 기법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를 공동으로 저장 및 유지 관리

할 때 정보소유자가 보관된 자료를 손쉽게 변경할 수 없

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하여 스토리지 아웃소싱 관련 동형제 검

증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8, 9]. 동형제 검증 연구들은 

bilinear pairing 기법을 바탕으로 대리 데이터 보유 검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동형제 검증이 가능한 최

적화 매개변수 값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리지 

아웃소싱에서의 데이터들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가 공동으로 저장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낮은 연

산 및 통신 오버헤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2 데이터 무결성 응용

데이터 무결성 응용 연구에서는 각 챌린지-응답 상호

작용에서 불확실성 수준이 IoT 장치가 예상한 대로 반

응하거나 초기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

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였

다 [10-13]. IoT 장치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응용하는 

연구에서는 PKI 기반의 웨어러블 IoT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PKI 기반으로 개인 

및 공용 키 암호화에 디지털 서명이나 암호화 기법을 사

용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IoT 

장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에지 노드의 데이터를 보호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어 보안이 취약한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2.2.3 데이터 무결성 기반의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연구하는 연구

가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15].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

해서 동형 인증 가능한 링 서명 기법을 사용하지만 대규

모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앙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정체성을 학습할 수 있는 중

앙집중화된 수신 서버를 추가해야 한다.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아키텍처 및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블록

체인으로 IoT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IoT 데이터 업로드 속도와 데이터 크기를 클라우드 환

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지능형 IoT 정보의 신뢰성 보장 모델

3.1 지능형 IoT 신뢰 보장 모델

지능형 IoT 장치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은 이기

종 IoT 장치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산적으로 클라우드를 구분하여 IoT 장치들을 

관리하는 유선환경보다 안전성이 더 심각하다. 또한, 

IoT 장치에 최신기술(인공지능, 딥러닝 등)들이 서로 융

합하도록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IoT 정보의 무결성 

보장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가 다양한 환경에서 이기종 장치에 발생하는 정보

를 응용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능형 IoT 

장치의 실시간 및 저 지연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Fig.1 과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 Fig. 1은 IoT 장치

에서 수집하여 중간 장치에게 송․수신하는 계층, 수집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계층, 추출된 정보를 

서버에서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계층으로 구분된

다. Fig. 1처럼 제안 모델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수 많은 IoT 장치에서 송․수신되는 IoT 

정보의 무결성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제안 모델은 IoT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상관관

계 지수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을 n-계층 구조로 확장가

능하기 때문에 서버(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데이터 처리

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3.2 지능형 IoT 장치 간 정보 처리 연계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환경에서 IoT 정보의 실뢰

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Fig. 2와 같은 다중 경

로 해쉬 체인을 사용한다. Fig. 2처럼 다중 경로 해쉬 체

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2개의 경로를 사용하여 정보간 

신뢰성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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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al Model Based on Intelligent Internet of Things

Fig, 2. Multi-blockchain for IoT information management

제안 모델에서 2개의 경로를 사용하여 지능형 IoT 

정보의 무결성을 체크하기 위한 해쉬 값은 식 (1)을 통

해 생성한다. 

 = ∣∣

∣∣
      (1)

여기서, , 은 지능형 IoT 정보의 전과 후를 의미

하며, 은 지능형 IoT 정보의 해쉬 값을 의미한다.

제안 모델은 식 (1)처럼 홀수와 짝수로 구분하여 해쉬

값을 생성함으로써 지능형 IoT 정보의 무결성 검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3 지능형 IoT 정보 검증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에서 추출한 임의 랜덤 

정보를 벡터화하여 IoT 정보를 구성함으로써 지능형 

IoT 정보의 무결성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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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 식 (4)의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 (2) ～ 

식 (4)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 지능형 IoT 정보의 키 

는 지능형 IoT 정보 (, , ⋯, ) 중 정보 블

록 을 {0,1}로부터 선택된 시드 와 지능형 IoT 정

보 연계 확률 을 이용하여 생성하게 된다. 

 ≅ 
    



              (2)

 = -( 
    



)            (3)

 = 
 ∙ mod    (4)

여기서, 정보 블록 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 을 사용

하며, 정보블록을 근사화하는데 발생하는 오류 를 사용한다.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의 복잡도를 단순화시

키기 위해서 지능형 IoT 정보의 키 을 통해 지능

형 IoT 정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능형 IoT 정보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3.4 지능형 IoT 정보 처리 알고리즘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를 홀수/짝수로 구분하

여 분산 처리한 후 지능형 IoT 정보의 무결성을 효율적

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은 지능형 IoT 점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Table 1. Intelligence IoT Information process algorithm

Input: Intelligence IoT Information

Output : IoT Information generation using odd/even

1: for every information r in possible IoT list R 2: do

3:   The intelligence IoT device generates IoT Information i 

∈ [1,k]

4: if m < minimal information number of IoT  then

5:      recalcuate IoT information

6:   else if m = minimal information number of IoT  then

7:      check and reconfirm its IoT Information

8:   else

9:      store the IoT Information

10:    generate hash values for odd/even of IoT Information

11: end for

Table 1처럼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의 무결성

을 체크하지 못할 경우 지능형 IoT 정보를 재구성하여 

해쉬 값을 체크한다. 또한, 제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

보를 홀수/짝수에 따라 지능형 IoT 정보를 비교 분류하

게 된다. 그 이유는 IoT 정보의 무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IoT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IoT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4. 평가

4.1 환경 설정

제안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각 지능형 IoT 장

치가 임의의 패킷 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지능형 IoT 장

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IoT 

장치는 지능형 IoT를 5개, 일반 IoT 장치는 100개가 구

성되도록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였다. 각 IoT 장치의 최

대 정보 크기는 2MB로 설정하였으며 지능형 IoT와 일

반 IoT 장치의 대역폭은 12MHz/6MHz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능형 IoT는 일반 IoT 정보가 송신한 정보를 실

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4.2 성능 평가

4.2.1. IoT 장치 수에 따른 무결성 검증 처리 시간 비교

Table 2은 IoT 장치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지능형 

IoT 장치에서 다중 처리할 때 발생하는 IoT 정보의 무

결성을 IoT 장치 수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Table 2는 제안 모델을 Hashing based, Scalar 

Quantization based, Vector Quantization based, 

Neural Network based와 비교 평가한 결과, 제안 모

델이 기존 모델보다 평균 18.3%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능형 IoT 정보를 홀수/짝수로 구분하

여 분산 처리한 후 IoT 정보의 무결성을 체크할 뿐만 아

니라 추출된 임의 랜덤 정보를 벡터화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모델은 다중 경로 해쉬 체인을 사

용하여 IoT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상관관계 지수를 

n-계층의 블록체인으로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Table 2. Evaluation of integrity verification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number of IoT devices

units : ms

Method
Number of IoT

IoT=5 IoT=10 IoT=25 IoT=50

Hashing based 35.491 36.194 36.221 37.172

Scalar Quantization 
based

36.181 37.214 37.412 38.411

Vector Quantization 
based

36.025 36.425 36.282 37.125

Neural Network based 33.414 34.243 35.143 35.293

Proposed Scheme 37.391 38.421 38.236 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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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IoT 정보 수에 따른 검증 정확성 비교

Table 3은 지능형 IoT 장치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다중 데이터를 중앙 서버(또는 데이터 센터)로 전달하기 

위해 생성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Table 3은 제안 기법을 Hashing based, Scalar 

Quantization based, Vector Quantization based, 

Neural Network based 등과 비교 평가하고 있다. 제

안 모델은 지능형 IoT 정보의 연계 정보의 시드를 선택

하여 다중해쉬 체인으로 묶어 처리하였기 때문에 기존 

기법에 비해 정확성이 평균 16.9% 향상된 결과를 얻었

다. 이 같은 결과는 지능형 IoT 장치에서 IoT 정보의 가

증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능형 IoT 정보 (, , ⋯, 

) 중 정보 블록 을 {0,1}로부터 선택된 시드 와 

지능형 IoT 정보 연계 확률 을 사용하여 IoT 정보의 

오류율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Table 3. Comparative Evaluation of Verification 

Accuracy by Number of IoT Information

units : %

Method
Number of IoT Information

8 16 32 64

Hashing based 61.682 63.432 70.092 75.162

Scalar Quantization based 64.453 67.654 73.893 76.738

Vector Quantization based 67.831 69.252 76.242 77.543

Neural Netowrk based 66.464 68.675 77.464 78.102

Other 65.124 67.775 77.683 79.025

Proposed Scheme 70.211 73.239 78.541 80.941

5. 결론

AIoT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oT 가 수행하지 못하는 

날짜, 시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엣지와 접

점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IoT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중요 정보

만을 추출할 수 있는 다중 블록체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수집된 정보의 상관관계 지수를 이용하여 

수집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묶음으로써 n-계층 구조로 

확장하였을 때도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안 

모델은 IoT 정보 수가 증가하더라도 IoT 장치 수와 상

관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비용이 유지

되는 특징을 가진다. 제안 모델은 Hashing based, 

Scalar Quantization based, Vector Quantization 

based, Neural Network based와 비교 평가한 결과, 

IoT 장치 수에 따른 무결성 검증 처리 시간은 평균 

18.3% 향상되었고, IoT 정보 수에 따른 검증 정확성은 

평균 16.9%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제안 모델은 

대규모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동시에 불규

칙적으로 처리할 경우 3초 이내의 일정 시간 동안 신뢰

도 검증 정확도가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불규칙적인 대규모 데이

터를 처리할 때의 신뢰도 검증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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