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미래에는 사람과 사물,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모바

일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며 이 초연결 사회의 기본이 되는 기술,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이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이 되

는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oneM2M의 배경, 조직 구성 및 각 워킹 그룹별 표준화 기술 동

향을 알아본다.

Ⅰ. 서 론 

현재 통신 서비스는 유선 통신에서 무선 통신으로, 사물과 사

물,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서비스의 진화가 급속히 진행 중

이며, 미래에는 만물이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통신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사회 (Hyper connect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에 따라, 2020년에

는 약 240억대의 유무선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를 통

해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창출되어 글로벌 시장은 1조 

9,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물인터넷이 현

재의 이동 통신 음성 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한 융합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그리드, 헬스 케어, 지능형 교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사물인터넷은 지능화된 사물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 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이

며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타 기술들과 융합하여 초연결 사회

의 핵심 기술이 된다[3].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는 응용 분야

별로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글로벌 비즈

니스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아 활

용 범위가 특정 서비스 별로 제한되었으나 그 동안 사물인터넷

의 표준화는 ETSI를 필두로 3GPP, ISO/JTC1 및 ITU-T 등 

글로벌 표준화 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한국

의 TTA와 북미의 ATIS, TIA, 유럽ETSI, 일본ARIB, TTC, 중

국 CCSA 등 7개 표준 개발 기관 주도로 2011년부터 M2M 국

제 표준화 협의체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1

월 oneM2M 이라는 글로벌 M2M 표준 협의체가 설립되었고, 

2012년 7월 미국 시애틀 회의에서 oneM2M의 표준화 활동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사물인터넷 관련 국제 공통 표준 

개발이 시작되었다[4].

본고에서는 미래의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이 되는 사물인터

넷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oneM2M의 

표준화 기술 동향을 알아본다.

Ⅱ. oneM2M 표준화 기술 

1. oneM2M 표준화 조직 구성

oneM2M 조직에는 설립을 주도한 7개의 글로벌 표준화 단체

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U+, 모다 정

보 통신, 한국 퀄컴, ETRI, KCA, KETI 등 18개 회사와 국제적

으로는 AT&T, 스프린트, 에릭슨, 시스코, 화웨이, 퀄컴, 알카

텔-루슨트, 인텔 등 주요 해외 기업을 포함해 총 200여개의 단

체와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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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의 표준화 조직은 그림1과 같이 협의체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

와 그 밑에 기술 표준화 작업 승인과 배포를 담당하는 기술 총

회(Technical Plenary)가 있으며 이 기술 총회 아래에 5개의 

워킹 그룹에서 유즈케이스 및 요구 사항(WG1), 시스템 구조

(WG2), 프로토콜(WG3), 보안(WG4), 데이터 관리, 추상화 및 

시맨틱 (WG5) 등 각 기술 분야에 대한 oneM2M 의 실질적인 

표준화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oneM2M 표준화 TR, TS 목록

문서번호 문서제목
작업 

그룹

최신 

버전

TR	0001 oneM2M	Use	Case	collection WG1 0.5.0

TR	0002
Part	1:	Analysis	of	the	architectures	

proposed	for	consideration	by	oneM2M
WG2 0.2.0

TR	0003

Part	2	Study	for	the	merging	of	

architectures	proposed	for	consideration	

by	oneM2M

WG2 0.5.0

TR	0004 Definitions	and	Acronyms WG1 0.4.0

TR	0005 Roles	and	Focus	Areas WG1 0.0.4

TR	0006

Study	of	Management	Capability	

Enablement	Technologies	for	

Consideration	by	oneM2M

WG5 0.5.1

TR	0007
oneM2M	Abstraction	and	Semantics	

Capability	Enablement
WG5 0.7.0

TR	0008
Analysis	of	Security	Solutions	for	the	

oneM2M	System
WG4 0.6.0

TR	0009 oneM2M	Protocol	Analysis WG3 0.5.0

TR	0010 oneM2M	Device	/	Gateway	Classification WG2 0.1.0

TR	0011 MQTT	Protocol	Interworking	Study WG2 0.1.0

TS	0001 M2M	Architecture WG2 0.4.2

TS	0002 M2M	Requirements	 WG1 0.6.2

TS	0003 oneM2M	Security	Solutions	 WG4 0.2.0

TS	0004 oneM2M	Protocol	Technical	Specification WG3 0.2.1

TS	0005
oneM2M	Management	Enablement	

(OMA)
WG5 0.0.1

TS	0006 oneM2M	Management	Enablement	(BBF) WG5 0.0.1

TS	0007 oneM2M	Service	Components WG2 0.1.0

TS	0008
CoAP	Protocol	Binding	Technical	

Specification
WG3 0.1.0

TS	0009
HTTP	Protocol	Binding	Technical	

Specification
WG3 0.1.1

TS	0010
MQTT	Protocol	Binding	Technical	

Specification
WG3 0.1.0

oneM2M 표준화 회의는 2014년 3월 현재, Technical 

Plenary 9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워킹 그룹은 <

표 1>과 같이 11개의 특정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보고서 

(Technical Report)와 10개의 실제 표준화 권고안인 표준 기술 

문서로 (Technical Specification)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2014년 8월, TP 12차 회의에서 1차 릴리즈를 완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oneM2M 워킹 그룹별 기술 현황

2.1 oneM2M 요구사항 (WG1)

WG1에서는 사물지능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부터 유

즈케이스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관된 요구 사항

을 도출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및 운용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도출되는 요구사항은 전반

적인 시스템(Overall System), 관리 (Management), 추상

화 및 시맨틱(Abstraction and Semantics), 보안(Security), 

과금(Charging), 운용(Operational), 통신 요구 프로세싱 

(Communication Request Processing) 의 7가지 기능적 요구 

사항 그룹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4]. 이를 위해 유즈케이스

들을 모은 표준 기술 보고서 TR 0001과 oneM2M 요구사항 표

준 문서 TS 0002에 대한 작업을 2013년 10월에 완료하였다[5].

최근 WG1의 TP 9차 회의 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은 제안되

지 않았고 NEC에서 제출한 시설 관리에 관한 유즈케이스에 대

해 논의하였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논

의 후 적용 유무를 판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요구사항 (TS 

0001) 표준 문서의 1차 릴리즈 여부는 다음 10차 회의에서 타 

WG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계속적으로 유즈케

이스 (TR 0001), Definition and Acronyms (TR 0004), Role 

and Focus Areas (TR 0005) 문서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6][7][8].

2.2 oneM2M 시스템 구조 기술 (WG2)

WG2 에서는 M2M의 기본적인 기능들과 다양한 추가 기능

들을 제공할 수 있는 oneM2M시스템 구조를 위한 표준화 문서 

(TS 0001)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표준 문서는 oneM2M 시

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서 2014년 8월 1차 릴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다. WG2에서는 기본적인 oneM2M 아키텍처를 

위한 참조점 기능 구조를 그림2와 같이 정의하였다[9].

2.2.1 onem2M 기능 구조

oneM2M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 구조는 크게 응용 엔터티 

(Application Entity), 공통 서비스 엔터티 (Common Services 

Entity),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Network Services Entity)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 요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응용 엔터티 (AE): 응용 엔터티는 엔드 투 엔드 M2M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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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차량 추

적, 원격 혈당 모니터링, 원격 전력 측정 및 제어와 같은 응용

이 될 수 있다.

• 공통 서비스 엔터티 (CSE): 공통 서비스 엔터티는 oneM2M

에 의해 정의된 M2M 환경들에 공통적인 “서비스 기능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들은 Mca 와 

Mcc 참조점에 의해서 다른 엔터티에 제공되며 참조점 Mcn

은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를 접근하는데 사용된다. 공

통 서비스 엔터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들의 예로는 

데이터 관리, 디바이스 관리, M2M 가입 관리, 위치 서비스 

등이 있다. 

• 하위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 (NSE):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는 디바이스 관리, 위치 서비스, 디바이스 트리거링과 

같은 서비스를 공통 서비스 엔터티들에게 제공한다. 하위 네

트워크는 oneM2M 시스템에 존재하는 엔터티간의 데이터 전

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네트

워크 서비스 엔터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oneM2M의 엔터티들은 다음과 같은 참조점들에 의해 연결되

며 이 참조점들은 공통 서비스 엔터티에 의해 지원된다. 

• Mca 참조점: Mca 참조점은 응용 엔터티와 공통 서비스 엔터

티간의 통신 흐름을 나타낸다. 이는 공통 서비스 엔터티에 의

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응용 엔터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Mca 참조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통 서비스 엔터티

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 Mcc 참조점: Mcc 참조점은 두 공통 서비스 엔터티들 간의 통

신 흐름을 나타낸다. 이는 요구되는 기능의 제공을 위해 다른 

공통 서비스 엔터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Mcc 참조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통 서비스 

엔터티가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 Mcn 참조점: Mcn 참조점은 공통 서비스 엔터티와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 간의 통신 흐름을 나타낸다. 이는 요구되는 기

능의 제공을 위해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 에서 제공하

는 전달 및 연결 서비스를 제외한 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한다. Mcn 참조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네트

워크 서비스 엔터티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 Mcc’참조점: Mcc’참조점은 서로 다른 M2M 서비스 공급자 

도메인에 존재하는 oneM2M 인프라 구조 노드에 포함된 공

통 서비스 엔터티들 간의 통신 흐름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

로 다른 M2M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인프라 구

조 노드의 공통 서비스 엔터티간의 통신을 허용한다. 이러한 

통신은 다른 oneM2M 네트워크에서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Mcc’는 Mcc 참조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

장할 수 있다.

2.2.2 oneM2M 시스템 구현

<그림 3>은 oneM2M 구조에서 지원하는 oneM2M 시스템 

구현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그림 2>에서 정의한 엔

터티들과 참조점들을 이용해 여러 유형의 노드들 간에 구성된 

oneM2M 시스템의 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oneM2M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스템 구성은 먼저 M2M 서

비스 공급자들이 존재하는 인프라 도메인 (Infrastructure 

domain)과 M2M 노드 및 장치들이 존재하는 필드 도메인

(Field domain)으로 구분되며 이들 간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장비들이 <그림 3>의 각 노드들에 어

떻게 매핑되고 각 참조점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불확실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 oneM2M 기능 구조

그림 3. oneM2M 구조에서 지원하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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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노드없는 응용 엔터티(Node-less AEs)는 응용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호스팅 되는 엔터티를 나타낸다.

한편, oneM2M에서 노드(Node)의 정의는 적어도 하나 이상

의 oneM2M 공통 서비스 엔터티 혹은 응용 엔터티를 포함하

는 기능적인 엔터티로 정의하며 이는 M2M 디바이스, 게이트웨

이, 서버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인 오브젝트에 포함될 수 있다. 

oneM2M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노드들이 정의되고 

있다. 

• Application Service Node(ASE): ASE는 하나의 공통 서비

스 엔터티와 하나 이상의 응용 엔터티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Mcc 참조점을 통해 하나의 Middle Node나 혹은 하나의 

Infrastructure Node와 통신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매핑의 

관점에서 보면 M2M 디바이스에 위치한다.

• Application Dedicated Node (ADN): ADN은 최소 하나의 

응용 엔터티를 포함하고 있으나 공통 서비스 엔터티는 포함

하지 않은 노드이다. 또한 Mca 참조점을 통해 MN 혹은 IN

과 통신할 수 있으며 물리적 매핑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M2M 디바이스에 위치한다.

• Middle Node (MN): MN은 하나의 공통 서비스 엔터티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로 또는 다수의 응용 엔터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Mcc 참조점을 통해서 IN, 다른 MN, ASN과 통

신할 수 있으며 Mca 참조점을 통해 ADN과 통신할 수 있다. 

물리적 매핑의 관점에서 보면 MN은 M2M 게이트웨이에 위

치한다.

• Infrastructure Node (IN): IN은 하나의 공통 서비스 엔터티

와 제로 또는 다수의 응용 엔터티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Mcc 

참조점을 통해 다수의 MN 이나 다수의 ASN와 통신할 수 있

으며 Mca 참조점을 통해서 다수의 ADN과 통신할 수 있다. 

물리적 매핑 관점에서 보면 M2M 서비스 인프라에 위치한다.

2.2.3 oneM2M 공통 서비스 계층

oneM2M 환경의 공통 요소인 공통 서비스 계층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 기능들은 공통 서비스 기능 (Common Service 

Functions)들로 참조된다. 이 공통 서비스 기능들은 <그림 3>

의 각 노드별로 필요한 기능들이 선택적으로 탑재되며 Mca 참

조점을 통해 응용 엔터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Mcc 참조

점을 통해 다른 공통 서비스 기능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는 현재까지 작업된 oneM2M공통 서비스 기능들을 

나타낸다. 공통 서비스 엔터티에서 제공하는 공통 서비스 기능

들은 응용 및 서비스 계층 관리 (Application and Service Layer 

Management), 데이터 관리 및 저장소 (Data Management 

& repository), 위치 (Location), 보안 (Security), 통신 관

리 및 전달 처리 (Communication Management / Delivery 

Handling), 등록 (Registration), 서비스 세션 관리 (Service 

Session Management), 디바이스 관리 (Device Management), 

가입 통보 (Subscription Notification), 서비스 과금 및 계정 

(Service Charging & Accounting), 검색 (discovery), 네트워

크 서비스 노출 및 서비스 노출과 트리거링 (Network Service 

Exposure / Service Exposure and Triggering), 그룹관리 

(Group Management)를 포함한다. 

이 공통 서비스 기능들은 <그림 3>의 각 노드들에 공통적으로 

적재되는 소프트웨어 기능들로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될 예정이

다[9].

2.3 oneM2M 프로토콜 기술 (WG3)

WG3은 WG2 에서 정의한 oneM2M 시스템 구조의 Mcc, 

Mca, Mcn 참조점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계층 프로토콜, 기

존 프로토콜의 캡슐화, 하위 계층 프로토콜과의 바인딩, non-

oneM2M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으로 구성된 4가지 관점을 중심

으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WG3에서는 CoAP 

프로토콜 바인딩(TS 0008), HTTP 프로토콜 바인딩 (TS 0009) 

및 MQTT 프로토콜 바인딩 (TS 0010)들에 대한 표준 문서 작

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번 2014년 8월 1차 릴리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0][11][12].

2.4 oneM2M 보안 기술 (WG4)

WG4에서는 유즈케이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보안 요

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Security Analysis (TR 0008) 

표준 보고서의 경우 90% 완성되어 1차 릴리즈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3]. Security Solutions (TS 0003) 표

그림 4. oneM2M 공통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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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문서는 이번 회의에서 보안 대응책과 기타 내용에 관한 3개

의 기고서가 채택되어 35%의 작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14]. 

또한 보안 기술과 oneM2M 구조의 상호작용을 위한 상위 수준

의 보안 프로시저를 TS 0003 표준 문서와 연계하여 TS 0001 

아키텍처 표준 문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현재 WG4는 다양

한 보안 이슈 (oneM2M 구조와 통합, 응용 엔터티, 공통 서비

스 엔터티, 노드에 미치는 영향, 접근제어 및 권한 부여)에 대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 중이며 1차 릴리즈까지 자격 증명 관

리 (Credential Management) 및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와 Generic Bootstrapping Architecture (GBA) 기반 

보안 솔루션의 완성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5 oneM2M 관리, 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 (WG5)

WG5는 oneM2M 디바이스의 관리, 추상화 및 정보의 시맨틱 

처리 기술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바이스 관리 

기법은 구성, 배치 관리, 오류 및 고장 진단 등의 주제를 다루며 

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은 oneM2M 디바이스의 지능화 및 시스

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시맨틱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 모델을 도출하고 있다. 

디바이스 관리와 관련하여 WG5에서는OMA DM, BBF TR-

069과 같은 기존 디바이스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마쳤

으며, 이를 기반으로oneM2M 시스템 아키텍처 표준 문서 (TS 

0001)에 이러한 기술들을 반영하여 이번 1차 릴리즈에 최우선

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 표준에 대한 표준 보고서인 TR 

0007[15]은 이번 1차 릴리즈에 추상화 부분만 구체적으로 완료

할 예정이고 시맨틱 부분은 기술 표준화 방향과 우선 순위에 대

해서는 지난 12월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여 승인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어 계속 협의 중

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TR 0007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맨틱 기술에 대한 계층적 의미 부여 단계와 시맨틱 기능 모델

에 대해 기술한다.

2.5.1 시맨틱 의미 부여 단계

현재 oneM2M의 데이터 접근방식은 데이터를 마치 블랙박스

와도 같이 불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

는 기능을 응용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 때문에 

데이터 제작자와 데이터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결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데이터의 의

미적 합의가 요구된다. oneM2M 플랫폼은 명시적 의미 부여를 

통해 발견(discovery), 매쉬업, 빅데이터 분석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의미적 단계를 통해서는 

원시 데이터 요소에 명시적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

그림 5>와 같이 여러 단계의 의미성이 요구된다. 

<그림 5>는 의미성 부여를 위해 표현되는 oneM2M 데이터의 

단계를 나타낸다. 그림의 첫 번째 단계는 이진수의 배열로 구성

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가 어떻게 특정 값으로 해석되는지를 표

현한다. 예를 들어, 원시 데이터의 값이 실수 20.5를 나타낼 경

우 물리적 유형(Physical type)은 원시 데이터에서 변환된 특정 

값 (예: 실수 값)에 의미를 제공한다. 즉 실수 20.5 라는 값은 

섭씨 온도라는 표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물 유형(Things 

type)은 실제 세계의 사물이나 값으로 표현되는 사항을 나타내

는데 위의 예에서는 침실A라는 방의 실내 온도를 표현하는 것

이다.

또한 장치들도 위와 같이 시맨틱 표현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그림 5>와 같이 장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시맨틱 표현을 

통해 장치를 의미론적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장치의 유형, 

제조사, 에너지 소비량, 관리 정보와 같은 다른 부분들도 이와 

같은 시맨틱 표현이 가능하다.

2.5.2 시맨틱 기능 모델

<그림 6>은 TR 0007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양한 M2M 응용 

서비스에 시맨틱 지원을 위한 oneM2M 시맨틱 기능 모델이다

[15].

이 기능모델은 크게 서비스 접근(Service Access), 추상화 

및 시맨틱 (Abstraction & Semantics), 데이터 접근 (Data 

Access)의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접근 계층은 

다양한 M2M 응용과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추상화 및 시맨

틱 계층은 M2M 데이터와 리소스의 시맨틱 기본 기능을 수행한

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접근 계층을 통해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

이가 M2M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맨틱을 위한 기능 모델의 상세 기능 블록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시맨틱 분석 및 쿼리(Semantic Analysis and Query): 이 기

능은 M2M 응용에서 발생하는 요청을 의미적으로 분석하고 

그림 5. oneM2M 환경의 데이타 의미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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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시맨틱 정보의 요청을 위한 시맨틱 쿼리 메시

지를 생성하여 ontology repository, reasoning, semantic 

mash-up과 같은 기능 블록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청한 

정보를 획득하면 그 정보를 M2M 응용에 전달한다.

• 추론(Reasoning): 추론은 의미적으로 기술된 데이터에서 새

로운 암시적인 지식을 도출하고 복잡한 사용자의 쿼리에 응

답하는 메커니즘이다. 사실이나 공리의 집합에서 논리적인 

결과를 추론하기 위한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 온톨로지 저장소(Ontology Repository): 이 기능은 온톨로

지 기반으로 정의된 리소스의 저장소로써 RDF 나 OWL로 

기술된 지식을 저장, 검색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한 이는 출판, 공유, 색인, 검색, 온톨로지 재사용 등의 다양

한 목적을 위한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큰 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RDF Data Query Language 

(RDQL), QWL Query Language (QWL-QL), SPARQL 

Protocol, RDF Query Language (SPARQL) 과 같은 쿼리 

언어를 지원한다. 

• 온톨로지 모델링(Ontology Modeling): 온톨로지는 한 오브

젝트를 속성과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개념과 연결시켜 특정 

오브젝트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온톨로지는 

기본적인 개념의 공유된 어휘로써 언어적인 artifact를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에 동작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온톨로지 모델링은 온톨로지를 구축하

기 위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도메인을 모델링하고 이와 같이 

모델링 된 개념을 추론하는데 사용되며 XML-based RDF, 

RDF Schema(RDFS), OWL 와 같은 언어로 기술된다.

• 시맨틱 매쉬업(Semantic Mash-up): 시맨틱 매쉬업은 M2M 

시스템에 존재하는 M2M 리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시맨틱 표

현을 통해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디바이스를 생성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 시맨틱 어노테이션(Semantic Annotation): M2M 리소스

의 시맨틱 어노테이션은 M2M 리소스에 시맨틱 정보를 추가

하는 방법으로써 이기종 M2M 응용간에 데이터 전송과 데이

터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시맨틱 정보가 추가된 

M2M 리소스는 M2M 응용이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M2M 시스템보다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M2M 데이터를 노출할 수 있으며 

이는 RDF나 OWL을 이용하여 기술된다.

• 디바이스 추상화(Device Abstraction): 디바이스 추상화는 

디바이스 응용 정보 모델과 추상 응용 정보 모델간을 지정된 

규칙에 따라 매핑하는 과정이다. 이는 추상화된 응용 정보 모

델에서 제공하는 가상 디바이스를 통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다수의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y): 데이터 저장소는 기본적

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의 검색, 수정, 

삭제에 관한 기능을 제공한다.

• M2M 데이터 수집(M2M Data Collection): 이는 센서나 게

이트웨이 디바이스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

터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미래의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이 되는 사물인터

넷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oneM2M의 

표준화 기술 동향을 알아 보았다. 

oneM2M 표준화 회의는 1년에 6번의 정규 회의와 각 정규 회

의 사이에 3 - 4차례의 컨퍼런스 콜 회의를 수행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사물인터넷 기술 진화를 따라가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각 워킹 그룹에서는 8월 1차 릴리즈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이번 1차 릴리즈에는 작년 10월에 완성된 요구 사

항 표준기술 문서 및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 기술 문서들

을 최우선 순위로 완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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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neM2M시맨틱을 위한 기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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