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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constrained node의 특징을 고려한 4.5 계층의 신뢰적 메시지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IoT 
서비스 특징 중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데이터 사이즈는 작고, 자주 데이터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IoT 디바

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신뢰적 전송 서비스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버헤드가 적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적 메시지 전송 방법과 더불어 이 방법에는 sleepy node를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CoAP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의 신뢰적 전송 서비스에 대한 요

구 사항 및 신뢰적 메시지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IoT 디바이스의 

경우 많은 제한 조건을 가진 Constrained Node(CN)[1]로 정의된

다. CN은 메모리 크기 및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노드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TCP와 같은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그대로 탑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CoAP[2]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UDP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IoT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UDP는 신뢰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못한다. IoT 서비스 특징 중 데이터 전송

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데이터 사이즈는 작고, 자주 데이터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IoT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신뢰

적 전송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IoT 응용의 경우 높은 성능 보

다는 신뢰적 전송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IoT 디바이스 내에서 동작 가능한 낮은 부담의 신뢰적 전송 서비

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기

술하고 3장에서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II.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oT 환경에서의 신뢰적 전송 서비스 방

법은 CoAP의 confirmable 모델에 사용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만 

신뢰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confirmable 모

델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전송 및 재전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그림 1에 도시된 것처럼 4.5 계층으로 

Reliable Service Layer(RSL)을 제안하고 RSL 계층은 CoAP 메
시지의 신뢰적 전송과 sleepy node를 감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1과 2는 제안하는 RSL 개념 및 기본 동

작을 도시하고 있다. 제안하는 RSL은 confirmable message 메시

지 전송을 UDP에 요청할 경우 신뢰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non-confirmable message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전송 계층에 바이

패스 시킨다. RSL의 주요 기능은 CoA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클

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가상 연결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신뢰적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 연결 설정 기능이 필요한 이

유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지를 판단하

기 위함이다. 또한 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IoT 디바이스가 현재 

sleep 모드로 동작중임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64] RSL 개념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56

[그림 465] RSL 기본 동작

가상 연결 설정을 위해서 RSL에서는 두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 두 개의 메시지는 Connection-Setup Request(CSR)와 

Connection-Setup ReSponse (CSRs)이다. 우선 메시지를 전달하

려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CSR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CSRs 메시지를 전달한다. 클라이언트가 CSRs 메시

지를 전달받으며 CoAP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시지를 UDP를 통해 

전달한다. 또한 CSR, CSRs 메시지는 UDP를 통해 전달된다. 여기

서 UDP는 데이터 전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CSR 메시지

에 대한 재전송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RSL은 서버의 sleep 
mode를 판단하는 방법을 또한  가지고 있다. IoT 환경에서 sleepy 
node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sleep mode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혼잡 상황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재전송 방법을 수행한다. 
따라서 CoAP은ACK을 전달받지 못하면 데이터 손실에 대한 판단

을 하지 않고 재전송 방법을 수행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타겟 노드의 sleepy node 주기를 알거나 또는 sleep 
mode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SL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연결 

설정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결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재전송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CoAP에 재전송 중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타겟 노드가 sleepy 
node 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연결 설정 이후에 타겟 노드가 

sleep mode로 들어가는 시점 및 sleep mode 주기를 CSRs 메시지 

내부에 포함하여 메시지 전달을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노드는 

연결 설정 이후 타겟 노드의 sleep mode 유무를 판단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달을 수행한다. 그림 3은 위 기술된 constrained 
node 내 데이터 전달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466] 데이터 전달 과정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CoAP 메시지의 신뢰적 전송 서비

스 제공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방법은 CoAP와 

UDP 사이에 신뢰적 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Reliable Service 
layer(RSL)를 추가하여 UDP가 제공하지 못하는 신뢰적 메시지 

전송 서비스 및 sleepy node를 인지하는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

다. 추후 연구는 제안된 기법을 좀 더 구체적화 시킬 것이며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한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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