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Telecom “IoT 전용망의 제조업 활용” 

김진형 팀장 / SK 텔레콤 IoT솔루션사업본부 



SK 텔레콤의 IoT 전용망  

1. IoT란 무엇인가? 



1. IoT 기술의 배경 및 IoT 전용망 (LPW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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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 기술의 배경 및 IoT 전용망 (LPWA) 소개 



2. IoT 전용망 (LPWA)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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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텔레콤 IoT 전용망 소개 



3. SK텔레콤 IoT 전용망 소개 

국산화를 통한 (기지국, 모듈,  N/W 서버 등)을 통해 LoRa 전국망 구성  



IoT 기술을 통한 제조 현장의 변화 

2.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LPWA는 통신 빈도가 적고, On/Off 및 숫자/좌표 전송 등의 小 용량 Data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Network이며, 전력/가스/수도 사용량,  
빌딩/공장의 에너지 사용량 Data 등 Metering 영역 활용 가능 

1. Metering 영역  

Metering 



2. Tracking 영역  

Tracking 

LPWA는 통신 빈도가 적고, On/Off 및 숫자/좌표 전송 등의 小 용량 Data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Network이며, 대인 안전, 차량/대물 위치추적,  
Asset Mgmt. 등 Tracking 영역 활용 가능 



3. Monitoring & Control 영역  

Monitoring 
& 

Control 

LPWA는 통신 빈도가 적고, On/Off 및 숫자/좌표 전송 등의 小 용량 Data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Network이며, 히트펌프, 공조기 등  
에너지 설비 모니터링/제어, 공공 조명시설  고장감지/제어, 화재/오염 감지 등 Monitoring & Control 영역 활용 가능 



4. 영역별 출시 단말  



출시 솔루션 소개 

3. SKT 솔루션과 활용 방안 



휴대용 가스감지기  

편리한 휴대용 산소 및 유해가스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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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지 

예상치 못한 공사나 낙석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산의 피해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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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Watch 

위치추적과 응급호출 기능으로 현장 근로자 안전 및 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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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verter 

기존 다양한 IoT 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한 LoRa 망 연결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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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비상대피안내 등 

출입증 Tag 

온도 등 각종 센서 조명 AP 

보안관리  
솔루션   

차량용 Tag 

Monitoring 
 & Alarm 

Operation 
& Tools 

Operation View 

Web + Mobile  

 

Tag Counting 및 비상 시 위치 알림 

End User 
 

Mobile App 

이동자산 Tag 

Operation View Web LED TV or 전광판 

호출버튼 

: Tag 패용 인원이 호출버튼을 

 누르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 (H사 Tag 디자인)  

부가 솔루션 

시설 내 차량 추적 및 현황파악 

Smart EHS  
Platform 

Smart EHS  
Platform 

Ethernet 

Smart ESCAPE Platform 

EHS 

 Smart EHS 



실내위치 최적 기술(BLE) 일체형 Tag 

위치 모니터링 및 긴급상황 지원 AP + Smart Bulb 

EHS 

Smart EHS 특장점 



IoT 전용망 활용 방향성 제시 

4.  IoT 전용망 활용 방향성 



1안 : SKT Infra 이용 

가능 

NW 서버 ThingPlug 

Customer Server 

Customer Server 

UDP over IPv4 

UDP over IPv4 

LoRa 

Packet Encryption Area 



2안 : 독립망 구축 

NW 서버 

Device 

ThingPlug 

Customer Server 

Customer Server 

Private LoRa Network 

Private LoRa Network 
Server 

LoRa 

UDP over IPv4 

UDP over IPv4 

Network Policy 
Boundary 

LoRa 

Packet Encryption Area 

Packet Encryption Area 

UDP over IPv4 



3안 : SKT 기지국 로밍  

NW 서버 

Device 

ThingPlug 

Customer Server 

Customer Server 

Device 

LoRa Proxy 

Private LoRa Network 

Private LoRa Network 
Server 

LoRa 

LoRa 

UDP over IPv4 

UDP over IPv4 

Network Policy 
Boundary 

Packet Encryption Area 

UDP over IPv4 



Biz Collaboration 사례 활용 가능 

미국,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의 Big player와 협력 中  

1,000개이상  Partnership 구축 

  



Thank you! 



<참고> LoRa 요금제 

월 기본료 최저 350원~최고 2,000원으로 운영 , 2년~5년 약정에 대한 단계별 할인과  회선 규모별 할인율 차등 적용 



<참고> LTE-M 요금제 

LTE-M 요금제와 기간/다회선 할인 제도 

요금제명  
기본료  

(부가세포함) 
제공데이터  

월  제공량 
초과  시  적용  요율  

비고  

LTE M 10 1,100원 5MB 

o 데이터 : 0.011원/0.5kb 

o 음성통화(HD Voice포함) : 1.98원/초 

o LTE-M통신모듈이 탑재되는 특수 목적의 Device를 활용하여 사물/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

기 위한 Data 전용의 IoT 요금제 

o 요금제별 기본 제공량 초과시 초과 요율에 맞게 적용 

o LTE-M 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M2M 기기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 

LTE M 20 2,200원 15MB 

LTE M 30 3,300원 30MB 

약정 기간별 요금 할인율 
약정기간 2 년  3 년  4 년  5 년  

할인율 5% 10% 15% 20% 

회 선수  100~500회선 5 01~1,000회선 1 ,001~5,000회선  5 ,001~10,000회선  10 ,000회선 이상  

할인율 2% 4% 6% 8% 10% 

 
※ 기간 약정 할인과 다회선 할인은 중복 합산 적용가능 

회선수에 따른 요금 할인율 



<참고> Thingplug 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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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연결 및 관리, 서비스 개발 툴,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참고> Thingplug API  

기기 연결/제어부는 IoT 장치를 연결하여 기기 관리, 정보 저장 및 조회, 제어 등 IoT 기기 연결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핵심 구성부이며, Device,  
Application API 접근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