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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 개발

요 약

IoT 서비스 사업자, IoT 기기 공급업체 또는 산업분야별로 구

축한 IoT 서비스가 파편화돼 가는 상황에서 IoT 플랫폼간 상

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관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 플랫폼간의 상호운용

성 및 IoT 디바이스간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간 연동(Interworking) 기술 및 개방형 표준 플랫폼 기술 적

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용 편의를 위한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 기술 구현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모다정

보통신이 개발한 oneM2M 국제표준 기반의 지능형 IoT 플랫폼

인 OMNIPASS와 다양한 IoT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성을 지원

하는 IoT Gateway장치로서 Smart Brain을 소개하고 이를 통

해 IoT 서비스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의 확산을 도모

하고자 한다.

Ⅰ. 서 론

IoT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초연결망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이며 IoT 시장 및 서비스는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IoT 상호운용성은 IoT 영역에서의 서비스 촉진과 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현재 IoT 무선 디바이스와 스마

트폰 앱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적이고 독자적

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IoT 기기 공급업체 

별로 파편화되어 상호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

인 IoT 고객은 단일 제조사와 단일 서비스업자만을 원하지 않으

며, 제품의 비용과, 고객 서비스, 제품 기능에 따라서 제품을 선

정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다양한 IoT 제품들간 또는 서비스 플

랫폼간의 상호운용성이 없는 경우에 IoT 서비스 확산에 저해가 

되며, 연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는 요인이 된다. 과거 통신사나 응용분야 별로 개별적 또는 독

자적으로 제공되던 IoT 플랫폼이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의 공용

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 중심의 B2B 및 B2C 서비

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확산에 한계

가 있었다. IoT 플랫폼간 또는 IoT 디바이스간 상호운용성을 향

상하는 기술을 적용한 C2C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IoT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

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IoT 디바이스간, IoT 플랫폼간의 상호운용성은 사용자가 다

중의 디바이스와 다중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 환경을 만

들 수 있도록 해준다. 더 나아가 상호운용성은 거대 기업의 시

장 지배력을 낮추며 다수의 IoT 제품 공급업체와 서비스 사업자

가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IoT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제품과 서비스 사업자간의 파트

너십, 개방형 표준 플랫폼 활용, 플랫폼간의 연동 기능 개발 등

의 방법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우선 IoT 시장 현황 및 표준화 기술 동향에 대

하여 살펴보고, IoT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oT 플

랫폼간의 상호연동성과 개방형 표준 플랫폼 개념을 소개하고, 

모다정보통신이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IoT 플랫폼 및 

IoT Gateway 제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다양한 저전력 무선 디바이스

의 출현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시장 확산의 기반 환경이 구

축되었으며,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IoT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있

다. IoT 플랫폼 측면에서 서비스와 컨텐츠간 상호운용성을 제

공할 주도적인 표준 플랫폼이 부재인 상황에서 IoT 플랫폼간의 

연동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IoT 디바이스 측면에서 AllJoyn[2]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제

품에 탑재하여 다양한 IoT 디바이스 또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

간 연동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IoT 서비스를 위

해서는 IoT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연동해서 관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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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

황이며, 더 나아가, IoT 디바이스가 단순히 원격 관리 제어 기

능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상황 인지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

을 통한 interactive 기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모다정보통신이 개발한 oneM2M 국제표준 기반의 지능

형 IoT 플랫폼인 OMNIPASS와 다양한 IoT 플랫폼 간의 상호

연동성을 지원하는 IoT Gateway장치인 Smart Brain을 소개

하고 이를 통해 IoT 서비스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IoT Gateway는 저전력 IoT 무선 디

바이스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cloud 또는 상용 서버와 상호연

동성을 제공하는 지능형 디바이스이다. 모다정보통신이 개발하

고 있는 Smart Brain에 적용된 기술과 개념 및 이를 통한 IoT 

디바이스간, IoT 플랫폼간의 상호운용성 제공을 통해서 비즈니

스 발굴과 산업활성화 방안과 파급 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1. IoT 시장 동향

IoT가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Smart Home, Health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스위치나 전구 등의 가전 기기를 

제어하거나, 스마트 와치나 Wearable device를 통해 건강 관

리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가 IoT 서비스를 쉽게 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자동차, 공장, 사무실 등 

산업 부문별로 독자적인 IoT 환경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아

직 이러한 IoT 서비스를 통해 실제 IoT 시장 확산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IoT 기능의 활용이 파

편화된 솔루션으로 특정 사업 모델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직적 모델의 IoT 서비스를 통해서 특수한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직적 모델은 IoT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기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 시키며 또한 상호 연동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및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가져 

오고 있다[3]. IoT 표준 플랫폼의 목적은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용이하게 연동하게 하며 디바

이스간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혁신적인 융·복합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종의 기기

를 설치할지라도 결합된 응용 시스템으로 통합된 운용 환경

을 제공한다. 공공 측면에서 전력, 원격 검침, 의료, 가전 등 

다른 산업 분야간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템 관리 

운용을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IoT 무선센서 단말은 저전력 저사양의 프로세서를 이용한 단

말을 사용하고 있다. IoT 단말은 2020년에 약 500억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무선센서 단말일 것

이다. IoT 서비스 망 구조 측면에서 보면 센서 단말은 big data

를 처리하는 대규모 서버와 직접 연결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

터를 IoT Gateway를 통해서 서버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4]. 게이트웨이급 단말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

리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프로세서와 고용량의 메모리 및 다중 

통신 모듈을 탑재하고 있다[5].

IoT 생태계는 Application, Common Services, Connectiv-

ity, Device Management 계층으로 구성되어 진다. oneM2M

은 Application, Common Service, Connectivity 관련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6].

2. IoT 플랫폼 표준화 동향 

국가별로 수행되던 사물인터넷 표준화 활동을 통합하여 단일

화된 글로벌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표준 규격을 만들기 위

해서 TTA를 비롯한 세계7개 주요 표준 제정 기관(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s)이 참여하여 oneM2M 파트너십 프

로젝트가 2012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2015년 1월에 Release 1 

표준 규격을 완료하였다. Release 1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Re-

lease 2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

제 규격인 oneM2M 상용화를 위한 규격이 미흡하고 상용화까

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체 주도의 Open Consortiums은 AllSeen,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IIC(Industrial Internet Con-

sortium) 등이 있다. AllJoyn은 Qualcomm 주도하에 All-

seen Alliance에서 표준화한 오픈소스 기반 IoT 플랫폼이다. 

Allseen Alliance에는 Qualcomm, LG전자, 시스코, 하이얼, 

MS, 모다정보통신 등 세계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AllSeen Alliance에 대항하는 OIC는 Intel, 삼성 등이 주도하

고 있으며, IoTivity 라는 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다. IoTivity

는 IoT applica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

며 AllSeen과 동일하게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API는 

RESTful 방식으로 지원한다. IoTivity 0.9가 2014년 12월 배포

되었으며 Release 1.0 배포 준비중에 있다.

그림 1.  IoT/M2M Layer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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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eM2M 기반 국제표준 플랫폼 OMNIPASS

모 다 정 보 통 신 이  개 발 한  I o T  서 비 스  플 랫 폼 은 

oneM2M(Release 1) 표준 규격을 준용하였으며 표준 규격에

서 제시하는 공통 IoT 서비스 기능들을 구현하고 아키텍처 구

조에 따라 단말, 게이트웨이, 서버용으로 각각 개발하여 대

부분의 IoT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다정보통신에서 개발한 IoT solution은 

OMNIPASS, OMNIPUB, OMNIPD, OMNIPIA, OMNIPUSH, 

OMNIAPI이다. IoT platform인 OMNIPASS(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Advanced and Smart System)는 REST-

ful 기반의 OpenAPI 인터페이스와 MQTT 기반의 Push 서

비스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OMNIPASS는 서비스 플랫폼인 

OMNIPASS-S와 게이트웨이 플랫폼인 OMNIPASS-G 및 단

말 플랫폼인 OMNIPASS-D로 구성되어 있다.

OMNIPUB(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Universal 

Business)은 여러 IoT 서비스 응용 및 융합서비스 개발에 공통

으로 활용 가능한 API 컴포넌트 제공하고 스마트홈, 스마트오

피스 등의 특정 서비스 도메인을 위한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한

다. OMNIPD(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Developers)

는 IoT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발자/개발사/제조사/사업자에

게 IoT 개발 솔루션 및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자간 정보공

유를 위한 포털 서비스 제공한다. OMNIPIA(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Integrated of Applications)는 서비스/디

바이스 개발자가 IoT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디바이

스 제품을 공유/홍보/관리/할 수 있는 스토어 서비스를 제공

한다. OMNIPUSH(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PUSH 

service)는 모바일 환경에서 IoT 기기들간 메시지 전송을 지원한

다. OMNIAPI(Open M2M and IoT Platform for API server)

는 IoT 서비스 응용 개발 시 개발자가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내/

외부 연동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4. oneM2M-AllJoyn Interworking 기술

oneM2M에서는 Io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사

물인터넷 관련 기술인 AllJoyn,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등과 상호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oneM2M-AllJoyn interworking를 위해서 oneM2M에서 

2014년 11월 기술총회에서 Working Item 18를 구성하였으며 

oneM2M의 resource와 AllJoyn의 interface를 연동하기 위해 

기능적 구조, resource mapping 정의, 절차적 명세화를 포함

한 표준 규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6]. AllJoyn

은 method, signal, property와 같은 interface로 기능을 정의

하고 있으며, oneM2M은 resource와 function으로 기능을 표

현하고 있다. Interworking를 위해서는 oneM2M resource와 

AllJoyn interface간의 의미적인 호환성이 필요하다. Inter-

working 관련 표준화는 oneM2M 18회 기술총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Smart Brain에서는 모다정보통신에 제안한 방식인 기존 

resource와 mapping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interworking를 

진행하였다. 

표 1. oneM2M 기반의 IoT 솔루션

그림 2. oneM2M 기반의 솔루션 시스템 구성도 그림 3. oneM2M resource type를 사용한 service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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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Brain은 oneM2M과 AllJoyn interworking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AllJoyn플랫폼이 탑재된 다양한 IoT 무선 디

바이스를 글로벌 표준인 oneM2M과 연동하게 하여, AllJoyn의 

통신 적용 범위 한계를 극복하고 oneM2M 플랫폼에 단말 다양

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 Companion IoT Device 연동

IoT Gateway인 Smart Brain은 IoT서비스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로서 oneM2M 기반의 플랫폼을 탑재하였으며 PAN(Per-

sonal Area Network) protocol인 WiFi, Z-Wave, ZigBee,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을 지원하여 다양한 무선 

데이터 통신 및 무선 센서 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하도록 개발하

였다. IoT 연동 디바이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Z-Wave 

단말, AllJoyn 단말과 Programmable API를 제공하는 단말이

다. 단말과 Controller간 상호호환성이 뛰어난 Z-Wave통신

을 지원하여 향후 출시될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와 연동 가능 하

도록 설계하였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AllJoyn 플랫폼이 탑재된 

Light, Speaker 등의 단말과의 연동을 지원한다. 또한 WiFi 통

신과 programmable API를 지원하는 상용 단말과의 연동 기능

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programmable device는 조명 전구, 

스위치, 모션센서 등의 다양한 제품군이 있으며 Smart Brain

은 SDK의 제공을 통하여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oneM2M과 AllJoyn간 상호연동을 통해서 AllJoyn platform

이 탑재된 LIFX, FON사의 Gramofon WiFi 스피커, 다원

DNS의 스마트플러그 등의 다양한 AllJoyn이 탑재된 device와 

oneM2M 기반으로 연동하여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Smart Brain은 다양한 상용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통하여 융합과 초연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상용화된 

Smart 디바이스인 Belkin의 WeMo, Philips의 Hue light 등과 

같이 API를 공개하는 programmable device에 대한 연동을 지

원하여 제조사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PAN protocol device와 AllJoyn 디바이스 그리고, 

Programmable device를 Smart Brain을 통해서 연동하였으

며, oneM2M 기반의 OMNIPASS 서버와 연동하여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Smart Brain과 연동함으로써 oneM2M 기반의 서

비스가 적합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였다.

6. 상황인식(Context-Awareness)기술

상황인식(Context-Awareness)기술은 디바이스가 알아서 

사람에 맞추는 능동형 스마트 기술로서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도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기술이다[7]. Smart Brain은 지

능형 IoT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

공한다. 다양한 PAN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지능화된 상황인식 

시나리오를 지원할 수 있다. 센서 연동을 통해서 침입 상황, 귀

가, 외출 상황 등을 인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모드 설정에 따

라서 IoT 디바이스의 동작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다. 지능형 

홈 서비스는 실제 사용자의 댁내 환경과 동일하게 구축되었으

며 홈 보안, 홈 에너지 관리, 홈 환경 모니터링의 시나리오로 구

분하여 가족의 외출 상태 판단 및 자동 침입감지 모드 설정, 침

입상황 발생시의 알림, 조명 등을 이용한 침입저지 및 가족에

게 실시간 상황 통보 등의 지능화된 처리, 가족 외출시 스마트

플러그 자동 차단을 통한 에너지 절감, 원격에서 홈 기기 제어 

등의 시나리오를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상황

인식의 다른 접근 방식으로 IFTTT(if this then that)를 Smart 

Brain의 앱에 통합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IFTTT는 

Channel, Trigger와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annel은 

hardware 또는 software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Trigger와 

Action의 조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8].

향후 응용 비즈니스 플랫폼인 OMNIPUB과의 연동을 통

하여 고도화된 상황인식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OMNIPUB은 Io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IoT 객체로부

터 수집된 데이터를 지능화된 시맨틱(semantic) 처리 기능을 

통해 유동적으로 분석, 추론, 판단하고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융합하여 사용자 응용에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9]. IoT 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응용 사이에서 지능형 처

리 인터페이스 및 API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IoT 서비스 응용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사용자 인터페이스

Smart Brain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단말 디바이스를 제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음성 명령과 음성 회답을 통해

서 단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

모하였으며 interactive 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적외선 리모콘 

그림 4. Smart Brain의 다양한 연동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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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기능을 지원하며 음성 인식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 댁내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적 IoT 플랫폼에서의 협업 융합 서비

스의 한계점을 살펴보았고, 개방형 표준 플랫폼과 상호운용

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mart Brain에 적용된 

oneM2M-AllJoyn interworking 기술과 AllJoyn과 같은 개

방형 플랫폼 기술을 통해 IoT 플랫폼간의 연동과 IoT 단말

간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창출을 가

능하게 하는 융복합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oneM2M-AllJoyn interworking를 통해 proximal 

network내에서의 디바이스간 통신이 가능해졌으며 통신 적

용범위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졌

다.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차후에 OIC 플랫폼과의 상호

연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IFTTT와 시맨틱 기반의 진화된 서비스 시나리오의 추

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상호운용성 중심에서 상황인식 기술 

기반의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Smart Brain은 다양한 IoT 플랫폼 탑재 및 연동과 다양한 

전송 기술 기반의 디바이스를 연동을 지원하는 IoT Gate-

way로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피스 등 지능화

된 IoT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융복합 서비스 발굴과 

IoT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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