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분야는 모든 기기, 사

람,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전력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세대 

전력망이라 일컬어지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도 개방형 양방

향 통신을 기반으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정보보안 취약성이 높

아지고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초연결 사회를 전

력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의 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정립을 통해 IoT 확산 저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 사물 인터넷을 도입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IoT(eIoT) 표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I. 서 론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든 영역에서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개방형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한 초연결사

회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사물을 운영함에 있어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시각화 등을 통합한 기술이 필수적

이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홈, 게임, 스포츠, 헬스, 쇼핑, 

의료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인식, 시

각인식, 상황인식, 가상현실 등의 정보 서비스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환경, 스마트시티 등 공공설비 분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1][2].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도 AMI 기반의 수용가 IoT 서비스, 발

전 및 변전설비 관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송배전 분야는 특히 센서 설치가 가능한 설비 자산을 가지

며, 전력설비 운영에 필요한 자체 통신망을 갖추고 있고, 설비 

감시 및 통신 분야의 기술적 경험이 풍부해 저비용의 IoT 구현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IoT는 현장 또는 기기에 내장하는 스마트센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전력 통신망, 플랫폼으로 구성된다[3]. 현장의 필

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스마트센서는 옥외 환경에 대한 강한 내

구성, 저전력화가 필수적이며, 고온 및 고전자계 환경에서 안

정적인 검출 성능을 보여야 하므로 시중의 제품과 차별성을 가

지며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플랫폼은 전력 

IoT 적용 특성상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므로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제표준화(IETF CoAP, OMA LWM2M, IPSO, 

oneM2M) 기반의 일반적인 IoT 센서를 전력 분야 특성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디바이스 ID, 데이터모델 프로파일, 고유 인증절

차, 고유 보안절차)을 통해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시설에  미래 

부착될 IoT 센서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쉽게 연동하고 안전하

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력 기반 통신 인프라를 IoT 

기술로 플랫폼화 하여 공공 시설물 관리 등 전력분야 IoT 영역

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II. 관련연구 

1. CoAP

CoAP 프로토콜은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s) 워킹그룹에서 저전력, 손실 네트워크 및 낮은 

성능, 저용량 메모리를 갖는 센서 노드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

해 개발한 RESTful 기반 웹 전송 프로토콜이며 표준 인터넷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4][5]. 웹과의 연동을 위해서 HTTP와 쉽게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웹 서비스

들과 쉽게 결합이 가능하며 멀티캐스트 지원, 낮은 오버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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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구사항 또한 충족시킨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제한된 환경에서의 machine-to-machine(M2M) 요구사

항들을 충족

• UDP를 기반으로 하며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request를 

지원

•비동기식 메시지 교환

•낮은 헤더 오버헤드와 간단한 파싱

•URI와 Context-type 지원

•간단한 proxying및 caching

•프록시를 거쳐 HTTP를 통한 CoAP 리소스 접근이 가능

• 높은 통신 보안 단계를 위해 선택적으로 DTLS(Datagram 

Transport Layer Security)사용

CoAP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TCP보다 신뢰성이 

낮은 UDP에서 실행되며, 일관된 연결 대신 반복적 메시징에 

의존해 신뢰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도 한 전송에서 다음 전송으로 수 초 마다 업데이트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수신 노드가 하나의 업데이트를 놓치더라도 다음 

업데이트가 수 초 이내에 도착하며 이 업데이트는 첫 번째 업데

이트보다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UDP의 비연결 데이터그램

은 더 적은 오버헤드와 더 작은 패킷, 그리고 보다 빠른 웨이크

업과 전송 사이클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디바이스가 

보다 오랫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CoAP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일대일 방식이지만, 일대다 또

는 다대다 멀티캐스트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CoAP 네트워크는 

IPv6 위에 구축되기 때문에 멀티캐스트는 CoAP 내에 본질적으

로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IPv6 주소뿐 아니라 디

바이스를 위한 멀티캐스트 주소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휴면 

상태의 디바이스에 전달되는 멀티캐스트 메시지는 신뢰할 수 

없거나,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웨이크업

이 발생한다면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AP 프로토콜 내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요청/응답 모델을 

사용하여 송수신되지만 MQTT의 pub/sub와 유사하면서 단순

한 ‘observe’란 동작 모드도 있다[6]. Observe는 서버에게 클라

이언트가 자원의 상태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클라이

언트가 서버 자원의 상태를 요청하면 서버는 응답을 하는데, 자

원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응답을 하는 것으로 일종의 콜백 같은 

효과가 있다. CoAP은 Observe 옵션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리

소스를 등록할 수 있다.

CoAP은 보안을 위해 UDP 전송 프로토콜 상에서 DTLS를 사

용하지만, DTLS를 이용할 경우 오버헤드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2. LWM2M

LWM2M은 OMA에서 정의한 IoT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표준

으로 CoAP 프로토콜과 DTLS 보안을 사용하며, UDP를 통해 

전달된다[7]. LWM2M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LWM2M서버

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장치 관리를 위한 4개의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관리하고자 하는 객체(Object)를 가지고 있으

며, 각 객체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 리소스(Resource)를 가

진다.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의 객체 인스턴스로 구분하여 관리

될 수 있다. 리소스는 그 하부 리소스를 가질 수 있으며 리소스 

인스턴스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Bootstrap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정보와 보안키 

등을 얻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클라이언트는 시작 시 스마트카

드 또는 내장 메모리, 부트스트랩서버를 통하여 LWM2M 서버 

정보 및 보안키 정보를 얻는다.  

Client Registration 인터페이스는 서버에 클라이언트 및 그 

리소스를 등록할 때 사용한다[8]. 이 인터페이스는 RFC6690 

CoRE 링크포맷(Link format) 기반의 리소스 디렉토리를 이용

한다[9]. 클라이언트는 End-point명 및 유효시간(Lifetime), 

큐 모드(Queue mode)와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객체(Object) 

정보 및 인스턴스 등을 서버에 등록한다. 등록 요청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및  포트를  저장한다. 

LWM2M은 복수 개의 서버를 지원하므로, 클라이언트는 각 

서버에 등록을 수행하고 액세스 객체를 관리한다. 클라이언트

가 가지고 있는 객체는 서버 및 액세스 제어, 장치, 연결모니터

링, 펌웨어 등이 정의되어 있다. 

Device Management & Service Enablement 인터페이스

LWM2M Server

LWM2M Client

Stack
- Efficient Pay
- CoAP Protocol
- DTLS Security
- UDP or SMS Bearer

Interfaces
Bootstrap –

Client Registration –
Device Management &

Service Enablement –
Information Reporting –

Objects

M2M Device

그림 1. LWM2M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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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객체 인스턴스 및 자원을 모니터링 하

거나 제어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정의된  동작(Operation)은  

Create, Read, Write, Delete, Write Attributes, Execute 

Discover가 있으며, 리소스별로 가능한 동작은 객체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다. Read는 객체, 객체 인스턴스, 리소스, 리소스 

인스턴스값을 얻을 때 사용된다. Discover는 객체가 어떤 리

소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낼 때 사용되며, 링크포맷 형태로 

응답한다. Write는 리소스의 값을 변경할 때 사용된다. Write 

Attribute는 정보 관찰(Observe) 동작 중에 사용되는 속성을 

변경할 때 사용된다. Execute는 리소스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

도록 할 때 사용된다. Create는 객체 인스턴스 생성할 때 사용

되며, 서버가 객체를 관리할 때 사용된다. Delete는 객체 인스

턴스를 없앨 때 사용된다. 

Information Reporting는 클라이언트의 객체 인스턴스 또

는 리소스로부터 새 데이터를 받기를 원할 때 사용된다. 이는 

비동기 통지 형태로 동작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리소

스 변화를 관찰하고자 할 때 Observe 동작을 수행하며, Cancel 

Observation 동작을 통해 종료된다. Notify 동작은 클라이언트

가 Observe 중인 서버에게 새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된다.

3. oneM2M

oneM2M은 한국의 TTA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주요 표준화 

기관들이 글로벌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표준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결성된 파트너십 프로젝트(Partnership Project)

로서, 아키텍처, 코어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바인딩 등의 기

술 규격을 포함한 릴리즈 1이 2015년 1월 공개된 상태이다[10]. 

oneM2M은 모든 정보 및 기능을 리소스로 정의하고 RESTful 

API로 접근하는 리소스 기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

앙 서버뿐 아니라 플랫폼이 보유한 개별 장치 및 게이트웨이 등 

분산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OMA DM, LWM2M 및 

TR-069와 연동하여 장치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종 네

트워크와의 연동을 위해 프로토콜 바인딩 규격을 정의(HTTP, 

CoAP, MQTT)하고 있다.

oneM2M에서는 요구사항, 아키텍처, 프로토콜, 보안 및 장치 관

리와 관련된 9개의 기술 규격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그림 2>는 

oneM2M에서의 공통 서비스 엔티티(CSE)와 그 구성요소를 보인

다. 리소스 타입은 <CSEBase>를 최상위 부모 노드로 하고 있는 

구조체로 속성과 자식 리소스 타입으로 구성되며, XML 스키마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릴리즈 1문서에는 현재 29개의 리소스 타

입이 정의 되어 있다.

 oneM2M에서는 물리적인 기기를 응용 엔티티 AE와 공통 서

비스 엔티티인 CSE로 나누고 있다. 사물 인터넷 플랫폼 역할을 

하는 노드를 IN(Infrastructure Node)라고 하며, 여기에 연결

되는 게이트웨이 같은 것을 MN(Middle Node), 그리고 응용 서

비스 기능이 포함된 노드를 ASN(Application Service Node)

라고 한다. 등록하는 노드(Originator, MN이나 ASN)는 수신 

노드(Receiver, Hosting CSE, IN-CSE)에 CSE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리소스를 등록하는 과

정이다. CSE 리소스 트리에는 다양한 자식 리소스 정보가 포

함될 수 있다. 원격 노드에 자기를 등록하거나, 다른 노드가 자

기에게 등록하는 경우 <remoteCSE> 리소스로서 관리한다. 응

용 서비스는 <AE> 리소스로 관리하며, 측정 값 등 실제 데이터

를 포함할 수 있는 <container> 등이 있다. 이러한 <AE> 또는 

<container> 등은 초기 등록 절차에서 한번에 전달할 수도 있

고, 먼저 원격에 <remoteCSE>를 만든 다음에 그 곳에 Create 

<container> 또는 Create <AE> 요청 메시지를 보내 순차적으

로 리소스 트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

III. 본 론 

1. 에너지 IoT 시스템 구성

가. 시스템 구성

<그림 3> 은 전체 에너지IoT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에

너지IoT 시스템은 종단의 전력 에너지 시설에 부착될 eIoT 디

바이스 즉, 센서 및 Actuator와 이들을 플랫폼과 연결해 주는 

eIoT 게이트웨이, 최종적으로 디바이스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

하여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eIoT 서비스를 가

그림 2. oneM2M CSE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

CSE(Common Service Entity)

Application and 
Service Layer 
management

Discovery

Registration

Communication 
Management/

Delivery Handling

Group 
Management

Security

Data Management 
& Repository

Location

Service Changing 
& Accounting

Device 
Management

Network Service 
Exposure/Service 

Ex+Triggering

Subscription & 
Notification

Application Entity
(AE)

Underlying Network Service 
Entity(NSE)

Mca

Mcn

Mcc

그림 2. oneM2M CSE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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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해 주는 eIoT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eIoT 플랫폼과 게

이트웨이 사이에는 LWM2M과 oneM2M 프로토콜 표준을 따르

고, eIoT 게이트웨이와 eIoT 디바이스 사이에는 oneM2M 규격

의 복잡성과 하드웨어 제약을 고려하여 CoAP 기반의 LWM2M 

데이터모델 표준을 따른다.

나. 시스템 계층 구조

<그림 4>는 에너지 IoT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보여준다. 에너

지 IoT 시스템은 OSI 7계층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다. 식별자

에너지 IoT 기반의 식별자는 장치 식별자 및 리소스 프로파일 

식별자로 구성된다. 장치 식별자는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리소스 프로파일 식별자는 

에너지 IoT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를 의미적으로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5>는 장치 식별자 체계를 나타낸다.

에너지 IoT 장치 식별자는 최상의 Arc에 eIoT 장치 식

별 ID가 오고, 하위는 순서대로 Service ID, Standard ID, 

Manufacturer ID, Model ID, Serial No ID로 구성된다.

 1st Arc – eIoT Device

 에너지 IoT 장치(에너지 IoT 게이트웨이와 에너지 IoT 디바이

스)를 의미한다.

 2nd Arc – Service

 Service ID는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배전, 송전, 발전, 변전, 통신, 공공서비스 등을 의

미한다.

 3rd Arc - Standard

 Standard ID는 eIoT 표준으로서 채택되는 oneM2M, 

LWM2M, OCF, AllJoyn 등을 구분하는 ID이다.

 4th Arc - Manufacturer

 제조사 ID는 eIoT에 납품하는 회사의 식별자로 전력회사에서 

부여하며, 전력회사 내에서 유일성이 보장되도록 관리되는 번

호이다. 별도의 체계나 DB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th ~ 6th Arc – Model , Serial No

모델 ID와 시리얼 ID는 제조사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다.

 

 <그림 6>은 에너지 IoT 리소스 프로파일 식별자 체계를 보여

준다. 최상의 Arc는 eIoT 리소스 프로파일 식별 ID가 오고, 하

위는 Object ID, Resource ID 순으로 구성된다.

 1st Arc – eIoT Resource Profile

에너지 IoT Resource Profile ID를 의미한다.

  2nd Arc – Object

eIoT Object ID 범위는 테이블 1과 같다. 표준의 통일성을 위해 

eIoT
G/W

eIoT
Device

eIoT
Platform

LWM2M, 
oneM2M

LWM2M

그림 3. 에너지 IoT 시스템 구성도

그림 4. 에너지 IoT 시스템 계층 구조

1 (eIoT 장치)

1(발전) 3(변전) 5(판매)2(송전)

0(onem2m) 1 (lwm2m)

4(배전) 6(분산
자원)

…0(onem2m) 3(AllJoyn)

…0 (제조사1) 1 (제조사2)…0(제조사1)

…모델번호
###

모델번호####

…시리얼번호### 시리얼번호####

2nd Arc
(Service)

3rd Arc
(Standard)

4th Arc
(Manufacturer)

5th Arc
(Model)

6th Arc
(Serial)

0(공통) 7(통신)

…

1st Arc

8(공공서비스)

그림 5. 장치 식별자 체계

2 (eIoT Resource Profile)

0 (security) 3315 (기압계)

…리소스ID 리소스ID

…
2nd 
Arc
(Object)

3rd Arc
(Resource)

1st Arc

그림 6. 리소스 프로파일 식별자 체계

DECEMBER·2016 | 15

주제 |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사물인터넷 표준 연구



OMA Object 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OMNA의 체계를 승계한다.

  3rd Arc - Resource

 eIoT Resource ID 범위는 테이블 2와 같다. 표준의 통일성을 

위해 OMNA의 체계를 승계한다.

라. 보안

에너지 IoT 시스템의 보안은 플랫폼과 게이트웨이 사이, 게

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사이 두 구간을 구분하여 보장해야 한다. 

<그림 7>은 에너지 IoT 보안 체계를 단순화 하여 도식화한 그

림이다. 플랫폼과 게이트웨이 사이에는 CoAP/DTLS를 이용하

여 보안을 적용하며,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사이에는 CoAP

에 페이로드 보안을 적용한다[11]. 이 때, 페이로드 보안을 위

해서 AES/SHA1(또는 SHA2)를 이용한다. 디바이스와 게이트

웨이 사이에 사용되는 세션키를 SK1, 플랫폼과 게이트웨이 사

이에 사용되는 세션키를 SK2로 정의하며, 각각의 세션키는 마

스터키(MK1, MK2)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이 때, 마스터키는 

사전에 공유하는 방법과 KDC를 통해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

2. 에너지 IoT 시스템 호환성 테스트 시나리오

가. 테스트 구성

에너지 IoT 표준 규격의 호환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eIoT 플랫폼과 eIoT 게이트웨이 사

이 인터페이스를 LWM2M 기반으로 연동하고 eIoT게이트웨이는 

시리얼 연결을 통해 온도, 습도, 조도, NH3, CO2 센서를 연결하

여 에너지 IoT 표준 규격에 맞게 통신이 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테스트에서는 등록 절차와 조회 절차, 그리고 주기적인 보

고 절차의 호환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테스트를 위한 Object 및 Resource

<표 3>에는eIoT게이트웨이 자체를 모델링 하는 LWM2M의 

DM용 Object들과 그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들을 표현할 

수 있는 Object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IPSO 표준 규격을 참

조하였으며, 규격화 되지 않은 NH3와 CO2 센서에 대해서는 

임의의 ID 번호를 할당하였다.

표 2. Resource ID 체계

분류 Resource ID 범위 설명

Object	종속적 0-2047 해당	Object별로	정의

재사용	가능	

Resource	ID
2048-32768

OMNA에서	할당한	

번호를	승계

예약된	Resource	ID 32769- 미래	사용을	위한	범위

표 1. Object ID 체계

분류 Object ID 범위 설명

Object	종속적 0-1023 OMA에서	정의한	Object

예약됨 1024-2047 미래	사용을	위한	범위

외부표준기관사용 2048-10240
제3의	표준	단체에서	

정의할	경우

사설사용 10241-32768
개인	및	업체에서	

정의한	Object

그림 7. 에너지 IoT 보안 체계

eIoT플랫폼 eIoT게이트웨이
eIoT LWM2M

eIoT디바이스
(복합센서)

eIoT디바이스
(엑츄에이터)

Serial

온도 습도

NH3

CO2

조도 전등

팬

LWM2M 및 IPSO 표준 리소스

그림 8. 에너지 IoT 호환성 테스트 구성도

표 3. eIoT 호환성 테스트용 Objects

Type Object ID

Sensors

온도 3303

습도 3304

조도 3301

NH3 20801

CO2 20802

Actuators
전등 3311

팬 3306

표 4. eIoT 호환성 테스트용 Resources

Resource Resource ID Description

Sensors Sensor	Value 5700

Last	of	Current	

Measured	Value	

from	the	Sensor

Actuators On/Off 5850
On/Off	control,	

0=OFF,	1=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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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들의 측정된 센서 값들은 <표 4>에 정의 된 것처럼 

5700 번의 리소스 번호를 할당하였다.

 eIoT 게이트웨이와 eIoT 디바이스의 데이터 모델의 등록 과

정을 수행한 결과 eIoT 플랫폼에 등록된 LWM2M 데이터모델

의 형상은 <그림 9>와 같다. eIoT 게이트웨이 등록 시 전달되는 

location 정보와 eIoT 디바이스 등록 시 전달되는 location 정

보가 각각 생성되어 그 하부에 Object와 Resource가 등록되게 

된다. eIoT 플랫폼 내부에서는 동일한 IP주소와 Port 번호로 등

록된 장치들에 대해서는 계층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

다. 두 개의 eIoT디바이스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dev/001

과 /dev/002 가 각각 생성되고, 그 하부에 연결된 eIoT 디바이

스들은 /dev/001 이나 /dev/002 디렉토리 구조 하부에 기술되

게 된다. 이런 Object와 Resource ID 값들을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모델을 기술할 수 있다.

다. 테스트 절차

전체 테스트 절차는 <그림 10>과 같다. 에너지 IoT 게이트웨

이 등록은 게이트웨이 Object 등록과 디바이스 Object 등록으

로 각각 나누어서 수행된다. 즉 eIoT 게이트웨이는 eIoT 디바이

스를 대신하는 프록시 역할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와 디바이

스의 등록 과정은 Object를 등록하는 과정과 각 Object별로 리

소스를 조회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를 등록함에 있어 동일한 IP 주소와 Port번호를 통해서 등록이 

수행되며, end point 이름만 차별화 하여서 등록을 수행한다. 

이를 처리하는 eIoT 플랫폼에서는 이를 다른 객체의 등록 과정

으로 인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및 조회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은 LWM2M의 등록 인터페이스

를 이용한다. LWM2M 프로토콜 측면에서 eIoT 게이트웨이가 

Client가 되며, eIoT  플랫폼은 서버가 된다. Object Instance

의 하부에 존재하는 Resource에 대한 정보는 정보 조회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다. <그림 11>은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모델

을 등록하는 과정이다. 이후 리소스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다.

</1/0>,
</3/0>,
</4/0>,
</5/0>,
</6/0>,

eIoT 게이트웨이 OMA LWM2M DM

</dev/001/3/0>,
</dev/001/5/0>,
</dev/001/20801/0/5700>,
</dev/001/20802/0/5700>,
</dev/001/3301/0/5700>,
</dev/001/3303/0/5700>,
</dev/001/3304/0/5700>,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NH3 측정값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CO2 측정값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조도 측정값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온도 측정값
eIoT 디바이스(복합센서) 습도 측정값

</dev/002/3/0>,
</dev/003/5/0>,
</dev/002/20801/0/5850>,
</dev/002/20802/0/5850>,
</dev/002/3301/0/5850>,
</dev/002/3303/0/5850>,

</dev/002/3304/0/5850>,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팬 1번 On/Off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팬 1번 On/Off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전등 1번 On/Off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전등 2번 On/Off

eIoT 디바이스(엑츄에이터) 전등 8번 On/Off

… …

그림 9. LWM2M 기반 eIoT 게이트웨이 데이터 모델 예

eIoT 
게이트웨이

eIoT
플랫폼

eIoT게이트웨이 Object 등록

eIoT게이트웨이 Object별 조회

eIoT디바이스(복합센서) Object 등록

eIoT디바이스(복합센서) Object별 조회

eIoT디바이스(엑츄에이터) Object 등록

eIoT디바이스(엑츄에이터) Object별 조회

그림 10. LWM2M 기반 eIoT 등록 절차

eIoT 
게이트웨이

eIoT 
플랫폼

CON POST  /rd?ep=eIoTGW1

2.01 Created Location:/rd/newname

CON GET /3/0

ACK 2.05 0. 1. 2. 3. 6/0. 7/0 …

CON GET /3300/0

ACK 2.05 5700 …

…

그림 11.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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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Wireshark을 이용해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등록 

요청 메시지를 캡처한 그림이다.

리소스 등록에 대한 응답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  Success: 2.01 “Created”, 등록된 리소스 엔트리 정보를 

포함하는 Location 헤더 (Location-Path 옵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위치 정보는 eIoT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값으로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Failure: 4.00 “Bad Request”, 잘못 정의된 Unicast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때.

- Failure: 4.03 “Forbidden”

<그림 13>은 플랫폼에서 전송한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등록 

수락 메시지를 Wireshark으로 캡처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Location-Path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 및 조회

eIoT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은 LWM2M의 등록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eIoT 게이트웨이가 대신 수행한다. LWM2M 프로토

콜 측면에서 eIoT 게이트웨이가 Client가 되며, eIoT 플랫폼은 

서버가 된다. Object Instance의 하부에 존재하는 Resource에 

대한 정보는 정보 조회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다. <그림 14>는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모델을 등록하는 과정이다. 이후 리소

스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리소스 등록에 대

한 응답 코드는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할 때와 같다.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는 LWM2M의 등록 인

터페이스를 이용한다. LWM2M 프로토콜 측면에서 eIoT 게이트

웨이가 Client가 되며, eIoT 플랫폼은 서버가 된다. <그림 15>의 

예시는 앞에서 등록한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를 등록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다.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

<그림 16>은 게이트웨이의 리소스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를 

Wireshark으로 캡처한 그림이다. 게이트웨이 등록과정에서 전

송받은 Location-Path를 사용하여 리소스 업데이트를 진행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등록한 eIoT 디바이스 리소스를 등록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다. eIoT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는 eIoT 게

이트웨이가 LWM2M의 등록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대신 수행

한다. LWM2M 프로토콜 측면에서 eIoT 게이트웨이가 Client

가 되며, eIoT 플랫폼은 서버가 된다. eIoT게이트웨이에서 

eIoT디바이스를 대신하여 등록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시점은 게

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IoT디바이

스 갱신이 수행된 후이다. 

그림 12.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요청 메시지

그림 13.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수락 메시지

eIoT 
게이트웨이

eIoT 
플랫폼

CON POST  /rd?ep=eIoTSensor001

2.01 Created Location:/rd/eIoTSensor001

CON GET /dev/001/3/0

ACK 2.05 0. 1. 2. 3. 6/0. 7/0 …

CON GET /dev/001/3300/0

ACK 2.05 5700 …

…

그림 14. eIoT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 및 조회

eIoT 
게이트웨이

eIoT 
플랫폼

CON POST  /rd/eIoTGW1?lt=60

2.04 Changed

그림 15. eIoT 게이트웨이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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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웨이 리소스 값 주기적 보고

eIoT게이트웨이의 주기적 보고는 LWM2M Information 

Reporting기술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먼저 Write Attribute를 

이용하여 주기적 보고를 수행할 대상 데이터 리소스 (object와 

resource)에 주기적 보고 속성 (attribute)를 설정한다. 예를 들

어, 보고할 주기 값을 pmax값에 설정해 준다. 그 다음 대상 데

이터 리소스에 CoAP Observe를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된 주

기 값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해당 리소스의 값을 Confirmable 

CoAP 메시지로 전달한다. 

보고주기가 필요한 모든 리소스는 LWM2M의 Write 

Attribute 기술을 이용하여 보고 주기 값에 해당하는 대상 리

소스의 pmax 속성을 설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eIoT 게이

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의 측정값이 보고 되어야 하기 때

문에 본고에서 /dev/001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센서들의 측

정 리소스에 pmax 속성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 대상 데이

터 Object Instance와 Resource에 Observe를 요청하고 요청

이 수락되면 주기마다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Observe를 하

는 대상이 리소스인 경우는 주기적 보고가 필요한 모든 리소스

에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본 테스트에서는 eIoT 디바이스

의 조도센서 측정값 (dev/001/3301/0/5700)과 온도센서 측정

값 (dev/001/3303/0/5700)에 Observe를 설정하였다. 각 센서

는 리소스의 측정값을 주기적인 보고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보조회

LWM2M기반 eIoT게이트웨이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은 

LWM2M의 Device Management & Service Enablement 

Interface를 이용한다. 정보조회에는 해당 Object와 Resource 

의 값을 읽어 오는 Read 동작과, 해당 Object와 Resource에 

속해 있는 속성값을 읽어오거나 해당 Object에 구현되어 있는 

Resource를 조회하는 Discover 동작으로 구분된다.

Read 동작을 위해 eIoT게이트웨이는 {Object ID} / {Object 

Instance ID} / {Resource ID} / {Resource Instance ID} 경

로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을 JSON 형식을 요청하는 

Accept 옵션을 포함한 CoAP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조회한

다. 이때 응답 메시지의 Payload 형식은 JSON 형식을  따른다.

Discover 동작은 Read동작과 달리 CoRE Link를 의미하는 

link-format을 요청하는 Accept 옵션을 포함한 CoAP GET 

메소드를 이용하여 요청한다. 응답 메시지의 Payload 형식은 

link-format 형식을 따른다.

본 테스트에서는 전력 및 에너지 IoT 시스템에서의 게이트웨

이 및 디바이스 등록 및 데이터 수집, 기기 관리 등을 수행하였

다. 테스트를 통해 eIoT 표준 시스템에서 LWM2M over CoAP 

표준 기반 에너지IoT용 센서들의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등의 호

환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게이트웨이 리소스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

eIoT 
게이트웨이

eIoT 
플랫폼

CON POST  /rd/eIoTSensor1?lt=60

2.04 Changed

그림 17. eIoT 디바이스 리소스 등록 업데이트

CON GET /dev/001/3301/0/5700 Observe

CON 2.05 Content Observe 107  5234

CON PUT /dev/001/3301/0/5700?pmax=60

ACK  2.05 Content Observe  105 5235

ACK 2.04 Changed 

eIoT 
게이트웨이

CON PUT /dev/001/3303/0/5700?pmax=60
ACK 2.04 Changed 

CON GET /dev/001/3303/0/5700 Observe
ACK  2.05 Content Observe 248 27.6

ACK  0.00

eIoT 
플랫폼

CON 2.05 Content Observe 258  27.4

ACK  0.00
CON 2.05 Content Observe 109  5238

ACK  0.00

CON 2.05 Content Observe 268  27.5

ACK  0.00

그림 18. 게이트웨이 리소스 값 주기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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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국제표준(IETF CoAP, OMA LWM2M, IPSO, 

oneM2M) 기반의 IoT센서를 에너지 전력 분야 특성에 맞는 커

스터마이징(디바이스 ID, 데이터모델 프로파일, 고유 인증절차, 

고유 보안절차)을 통해 에너지 IoT 표준 기반의 IoT 센서의 체

계를 설립하고, 에너지IoT프로토콜 표준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인 oneM2M 규격 분석

을 통해 전력 및 에너지 분야 IoT 표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 표준 OID 를 기반으로 에너지 IoT 장치들의 식별자를 고

유 식별자로 정의 하고 확정하였다. 전력 에너지 설비의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IoT 시스템의 안전한 보안을 위한 체

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에너지 IoT 표준을 따르는 장치들의 정

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LWM2M기반의 게이트웨이를 개발하

고, 호환성 및 서비스 가용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통해 에너

지 IoT 서비스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력 에너지 분야의 IoT 확산을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이 최적의 전력 운영 방법을 예측하고 수행하고 

있다면, 에너지IoT 기술은 독립적으로 운용 중인 각각의 전력

서비스를 융합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연계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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