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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제공 및 관련 생태계 확보에 나선 

가운데, 국제표준단체의 표준화 추진, 기업들간의 협력을 통한 

얼라이언스 표준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표준기술의 다양화는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

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표준기술

간의 연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구현 가능

한 수준으로 개발된 사물인터넷 관련 대표적인 표준기술에 대

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oneM2M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이들 

표준간의 연동 표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된 사례를 보임으로서 표준간에 실질적인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보인다.

Ⅰ. 서 론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산업계는 물론 표준단체 또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용자 층을 중심으로 사물인

터넷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공개하고 관련 서비스 생태계 구

축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물인터넷 시대의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의 강점에 기반하여 상호 연합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시대

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와 AllSeen 얼라이

언스를 들 수 있다. 초기 OIC는 스마트 홈 환경에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2014년 7

월 삼성전자와 인텔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최근OIC 는 IoT생

태계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퀄컴, 마이크로소

프트 등과 함께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넓은 산업 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AllSeen 얼라이언스 2013년 12월 퀄컴, LG전자, 하이얼, 샤

프,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산업체 

컨소시엄으로 오픈소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AllJoyn 프레임워

크를 공개를 통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현

재 여러 회사들은 AllJoyn기반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및 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의 움직임과 별도로 각

국의 대표적인 ICT 표준개발기구 (SDO: Standards Develop-

ment Organization)들이 모여 사물인터넷을 위한 공통의 표준

을 만드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2012년 oneM2M이 탄생하게 되

었다. oneM2M은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쉽 프로젝트로서 한국 (TTA), 유럽 (ETSI), 미국 (ATIS, 

TIA), 중국 (CCSA), 일본 (ARIB, TTC), 인도 (TSDSI)의 SDO

와 산업 컨소시엄 들이 협력하여 국가 및 서비스 도메인에 구애 

받지 않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공

통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 규격을 공동으로 개

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관련 표준은 ITU-T, ISO/

IEC JTC1 등과 같은 공적 표준기관과 IETF, IEEE 등과 같은 

사실상 표준기관 등에서도 관련 표준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업들간의 연합을 통한 표준기술의 개발과 공적 표준

기관, 사실상 표준기관 들의 다양한 표준개발은 사물인터넷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

결되고 서비스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들 표준간의 연동 기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본고에서는 IETF처럼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단체와 

ITU-T, ISO/IEC JTC1와 같이 참조모델 위주의 표준을 개발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구현 가능한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단체인 oneM2M, OIC, AllSeen 등의 표준기술

의 연동을 중심으로 표준기술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간의 연

동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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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물인터넷 표준기술 개요 

본 절에서는 주요 사물인터넷 플랫폼 표준 기술로서 

oneM2M, OIC, AllJoyn, LWM2M 플랫폼 기술을 소개한다.  

1. oneM2M 글로벌 표준 기술 

oneM2M은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쉽 프로젝트로서 한국 (TTA), 유럽 (ETSI), 미국 (ATIS, 

TIA), 중국 (CCSA), 일본 (ARIB, TTC) 등 7개 표준개발기

구 (SDO: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Partner 

Type 1)에 의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oneM2M은 BBF 

(Broadband Forum)과 OMA (Open Mobile Alli-ance) 등 산

업 컨소시엄 (Partner Type 2)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15년에 인도의 TSDSI가 추가로 가입하여 총 8개 SDO와 6개 

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oneM2M의 목적은 적용 지역과 접근 방법에 구애 받지 않

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 규격 (TS: technical specifications)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2012년 9월, 첫 번째 기술 총회 

(Technical Plenary)를 가진 이래 연 6회의 기술총회와 전화회

의 등을 통하여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2015년 

1월에 oneM2M 표준 릴리즈 1.0을 발표하였고, 2016년 7월 릴

리즈 2.0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oneM2M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

술 분야별로6개의 실무반 (W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WG1-요구사항, WG2-아키텍처, WG3-프로토콜, WG4-보

안, WG5-디바이스 관리 및 시맨틱, WG6-테스팅 관련 표준

개발 및 관련 표준문서 작성을 하고있다.

oneM2M 아키텍처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애플리

케이션, 공통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레이어로 구성된 계층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각 레이어는 AE (application entity), 

CSE (common service entity), NSE (network service enti-

ty) 로 구성된다.

CSE는 등록, 검색, 보안, 그룹, 데이터, 구독 및 통지, 디바이

스 관리, 애플리케이션 관리, 데이터 전달관리, 네트워크 서비

스 활용, 위치 정보, 과금 등 12가지 공통 기능을 제공한다. AE

는 다양한 서비스 로직을 제공하고, NSE는 하부 네트워크로부

터 CSE에게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과 같이 oneM2M은 사물인터넷 인프라 

(infrastructure)와 필드 (field) 도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각 도메인은 IN (infrastruc-ture node), MN (middle 

node), ASN (application service node), ADN (application 

dedicated node)로 구성된다.

각 노드들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oneM2M에서는 Mca 

(AE와 CSE간의 M2M 통신), Mcc (CSE 들간의 M2M 통신), 

Mcc’(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의 CSE 간 M2M 통신) 

레퍼런스 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림 2>와 같이, oneM2M시스템은 자신의 리소스를 계층적 

구조로 관리하며, 부모-자식 관계를 가지고 리소스를 접근 주

소를 제공한다. 예로서, 그림에서 CONT1 리소스 접근 주소는 

/CSEBase/CSE1/AE1/CONT1으로 제공된다.

그림 1. oneM2M 레퍼런스 아키텍처

표 1. oneM2M WG과 기술규격 문서 [1]

WGs 기술규격 주요 내용

WG1
TS0002 요구사항

TS0011 용어설명

WG2

TS0001 아키텍처	및	기능

TS0014

LWM2M.	AllJoyn,	OIC	인터워킹TS0021

TS0024

WG3

TS0004

핵심	프로토콜	및	다양한	프로토콜	바인딩	

(HTTP,	CoAP,	MQTT,	WebSocket)

TS0008

TS0009

TS0010

TS0020

WG4 TS0003 보안	및	프라이버시

WG5

TS0005

장치관리,	추상화,	시맨틱	기술
TS0006

TS0007

TS0012

WG6

TS0013

상호	호환성	및	표준	적합성	테스트
TS0017

TS0018

TS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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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표준은 이러한 공통기능과 리소스 모델, 그리고 표

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공통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에 공통적으

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2. OIC 산업 표준 기술 

OIC는 로컬 환경에서의 디바이스간에 상호연결 제공 및 원격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IoT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프

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2014년 7월 삼성, 인텔, 아트멜 등의 

참여로 설립된 산업표준 단체이다. OIC는 2015년 9월 OIC IoT 

단말간의 상호연결 및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코

어 프레임워크, 리소스 타입, 보안, 원격 액세스 항목이 포함된 

표준규격 1.0을 발표했다. 

OIC 코어 프레임워크는 OIC 플랫폼의 제공 기능을 표준화 

한 것으로서 RESTful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실객체(Entity) 디

바이스에 대한 리소스 표현 및 어드레싱, CRUDN (Create, 

Read, Update, Delete and Notification) 오퍼레이션, 엔드포

인트 및 리소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장치관리 기능 등을 정의하

고 있다. 

OIC 아키텍쳐는 엔티티 핸들러 (Entity Handler) 를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되는 OIC 리소스를 생성/

맵핑하는 구조로서, RESTful 아키텍쳐의 서버-클라이언트 방

식으로 동작하는 기본구조를 갖는다. 동작은 클라이언트에서 

OIC 리소스를 가지는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OIC 서버에게 리소

스의 상태조작 요청을 CRUDN 명령으로 전달하는 구조이며, 

타겟 리소스는 고유의 식별 URI로 구분된다. 실제 메시지 프로

토콜은 OIC 프리미티브 (Primitive) 에 대해 CoAP과 HTTP 맵

핑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지원한다. 

OIC 리소스는 Type, Interface, Property 로 명시되어 서로 

구분되며, 여기서 Type은 리소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예

를 들어 binarySwitch, light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Interface

는 리소스가 읽기만 가능한지,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리스트의 형태인지 등을 나타내며 Property는 실제 리소스의 

속성값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OIC는 원격 네트워크에서 OIC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지

원하는 구조를 정의하고 있으며, XMPP기술을 기반으로 로컬

에 위치한 OIC 디바이스는 XMPP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여 외

부의 XMPP 서버와 연결되며, 원격 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는 

XMPP 서버를 경유하여 로컬네트워크에 있는 OIC 디바이스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이밖에 OIC표준기반 IoT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로서 리

눅스 재단이 주관하고 OIC에서 후원하는 IoT 기기를 위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 ‘IoTivity’가 현재 릴리즈 버전 1.1.0을 공개하

였다.

최근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는 IoT생태계 확

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과 함께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2] 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향후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플랫폼, 칩셋 등 더 넓은 

산업 군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AllJoyn 산업 표준 기술 

AllSeen 얼라이언스 2013년 12월 퀄컴, LG전자, 하이얼, 샤

프,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등 51개 기업이 참여해 결성된 

산업체 컨소시엄으로 오픈소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AllJoyn 프

레임워크를 공개하였으며 현재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되고 

있다[3].

AllJoyn 프레임워크는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서 AllJoyn이 탑

재된 디바이스들 간 근접기반 (Proximity-based) 서비스 광고

(Advertisement) 및 검색(Discovery) 그리고 상호연결(Peer-

to-Peer) 데이터 전달 기능을 지원한다. 

AllJoyn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AllJoyn 

Application과 AllJoyn Router로 구성되어 있다. AllJoyn 

Application은 서비스 광고 및 검색, 상호연결, 데이터 전달 등

의 기능을 제공하는 AllJoyn Core Library와 All-Joyn 공통 

기본 서비스 (Basic Service) 및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림 2. oneM2M 리소스 구조

 그림 3. OIC Interactio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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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Joyn Service Frameworks, 마지막으로 응용 Application

에 해당하는 App Code로 이루어져 있다. AllJoyn Router는 

메시지 변환 및 전송 기능을 제공하며 다른 AllJoyn Router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Bus를 제공하고 서비스 광고 및 검색을 실

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llJoyn 프레임워크의 기본 동작 순서는 최초 AllJoyn 디바

이스가 동작 시 디바이스 내의 AllJoyn Application이 AllJoyn 

Router로 서비스 광고를 요청하여 디바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광고하고 검색 요청을 통해 다른 디바이스를 검색한 

후 Bus 연결을 활용하여 다른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LWM2M 표준 기술 

LWM2M[4] 은 OMA(Open Mobile Alliance)에서 2011년

부터 표준화를 진행한 경량 사물(8-16비트 MCU, 수십 KB 

RAM, 수백 KB 플래시 메모리)을 위한 디바이스 관리 표준기

술로 2013년12월 버전 1.0이 공개되었다. 

LWM2M은 각 디바이스 관리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와 장치 유

지관리를 위한 서버로 구성되며 총 4개의 인터페이스(부트스

트랩, 클라이언트 등록, 장치관리 및 서비스 가능, 통지)를 통

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

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

는 정보를 프로비져닝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등록 인터페이스

를 통해서 서버에 클라이언트 등록을 수행한다. 이후 서버는 디

바이스 관리 및 서비스 가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장치관리 및 

M2M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한 통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라

이언트는 이벤트 발생시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로 오브젝트

를 사용한다. 그리고 각 오브젝트는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는 리

소스를 갖는다. 리소스에 대한 접근은“오브젝트ID/ 오브젝트 

인스턴스 ID/ 리소스 ID/ 리소스 인스턴스 ID” 형식의 계층적

인 URI 주소로 이뤄진다.

LWM2M의 오브젝트는 아래와 같이 숫자로서 표현되며 각각

의 기능은 <표 2>와 같다. 

표2. LWM2M 오프젝트

오브젝트 기능

0:Security 보안모드,	보안키

1:LWM2M	Server 서버	계정	정보

2:Access	Control 접근	가능	명령	정의

3:Device 디바이스	설정,	리부팅

4:Connectivity	Monitoring 네트워크	연결	정보

5:Firmware 펌웨어	정보,	업데이트

6:Location 디바이스	위치정보

7:Connectivity	Statistics 네트워크	연결	통계

LWM2M은 메시지 프로토콜로서 CoA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전송계층으로는 UCP, SMS를 통해 전송한다. 경량 디바이스 

지원을 위해서 바이너리 TLV(Tag, Length, Value)와 JSON

으로 자원을 표현하여 페이로드의 부하를 줄였다.

Ⅲ. 사물인터넷 연동 표준 기술 

본 절에서는 oneM2M 기반으로 산업표준 플랫폼 OIC, All-

Joyn과 OMA의 경량의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인 LWM2M과의 

상호연동 기술을 소개한다. 

그림 5. LWM2M Interaction 구조

그림 4. AllJoyn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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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eM2M과 OIC 간 연동 기술

oneM2M 과 OIC와의 인터워킹을 위한 WI(Work Item)이 

2015년 7월 oneM2M에서 발의되어 oneM2M 중심으로 OIC 표

준과 연동하기 위한 기술규격이 2016년 7월 릴리즈될 예정이

다. oneM2M에서 Legacy 시스템과의 인터워킹을 위해서 In-

terworking Proxy Entity(IPE) 가 정의되었고, IPE는 OIC 클

라이언트 모듈과 oneM2M AE 모듈이 탑재되어서 OIC 디바이

스를 oneM2M 리소스로 변환하여 해당 리소스를 게이트웨이 

또는 서버로 등록, 공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5].

OIC 디바이스가 갖는 OIC 리소스는 oneM2M 리소스로 변

환되는 구조에서 하나의 OIC 디바이스는 oneM2M <AE> 리소

스로 변환되며 OIC 디바이스가 갖는 Core 리소스인 “oic.res”, 

“oic.d”와 디바이스 특정 리소스인 “oic.r.light.brightness”, 

“oic,r.switch.binary”와 같은 OIC의 리소스들은 oneM2M의 

<container> 리소스로 변환된다. 그리고 OIC 리소스의 내용들

은 oneM2M의 <contentInstance>로 맵핑된다. <container> 

리소스의 maxNrofInstance 속성값은 1로 설정되며, 이는 매

핑되는 인스턴스의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포함한다. 또한 IPE를 통해서 OIC 디바이스들을 디스커버리하

고 해당 OIC 디바이스들을 oneM2M 게이트웨이, 서버로 <AE> 

리소스로 등록을 진행하면서 IPE는 <group> 리소스를 생성하

여 <AE> 리소스로 등록되는 리소스를 <group>의 멤버로서 추

가하는 방식으로 IPE가 발견하고 등록한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oneM2M 도메인에서 <AE>로 등록된 리소스가 IPE를 통해

서 발견된 OIC 디바이스임을 알기 위해서 <AE>로 해당 OIC 

디바이스를 맵핑 시 <AE> 리소스의 Label 속성값을 OIC 디

바이스 리소스 타입을 표기함으로서 (예, oic.d.light) 지원하

고, OIC 리소스를 oneM2M <container> 리소스로 매핑시에 

<container> 리소스의 Label 속성값을 OIC 리소스 타입을 명

시해준다. 그리고 OIC 리소스 데이터가 맵핑되는 oneM2M 

<contentInstance>의 contentInfo 속성값은 OIC의 리소스 표

현의 ContentFormat (예, CBOR, JSON, XML) 값으로 설정

한다. 

IPE를 통한 OIC 디바이스의 발견, OIC리소스의 oneM2M 리

소스로의 매핑과 <AE>, <container>, <contentInstance> 리

소스의 생성을 마치면 oneM2M 도메인에서 OIC 디바이스의 

데이터 조회와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oneM2M 기반의 OIC

와의 상호연동 구조가 완성된다. 이를 위한 전체적인 해당 프로

시져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밖에 OIC-oneM2M 리소스 매핑 시, OIC 리소스의 

TTL(time-to-live) 값에 의해서 oneM2M 해당 리소스의 

expirationTime 값이 설정이 되며 해당 expirationTime이 경

과되면, 매핑된 oneM2M 리소스는 삭제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에서 oneM2M 도메인에서 OIC 리소스 조회를 위해서 매핑된 

oneM2M 리소스를 조회 시, IPE가 통지 메시지를 받아서 OIC 

디바이스의 해당 리소스를 다시 획득하여 oneM2M 리소스로 

생성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2. oneM2M-AllJoyn간 연동 기술 

oneM2M 표준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해 정의하고 

있는 <container> 리소스 이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인스턴스 지

원을 위해 목적에 따라 구성이 가능한 <flexContainer> 리소스

 그림 6. OIC-oneM2M 인터워킹 구조

그림 7.  OIC-oneM2M 리소스 매핑 구조

그림 8. OIC-oneM2M 인터워킹 프로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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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llJoyn 기반 전구 리소스 매핑 예제

를 정의하고 있다.

<flexContainer> 리소스는 <그림 9>과 같이 oneM2M에

서 제공하는 common attribute 이외에 타 표준과 연동을 위

해 여러 형태로 정의가 가능한[customAttribute]를 지원함으

로써 추가적인 인스턴스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며[6], 

oneM2M과 AllJoyn간 연동 표준에서는 <flexContainer>와

[customAttribute]를 활용하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하

도록 추가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다[7].

연동 표준에서 AllJoyn 플랫폼의 Object는 wrapper 리소스 

및 각 Object를 표현하기 위해 정의된 리소스로 매핑이 되며 각

각의 Object에 해당하는 리소스 정의는 <표 3>과 같다.

wrapper리소스는 하부에<flexContainer> 리소스를 가지는 

형태로 svcObjects의 경우 AllJoyn Application으로 매핑되

는 allJoyn-App 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각 AllJoyn 

Application이 지원하는 Service Object는 AllJoyn Object의 

path를 나타내는 allJoynSvcObject 리소스, Interface의 경

우 allJoynInterface 리소스, 데이터 조회 및 제어 등의 기능을 

구현한 Method나 Property, Session-less signal 등은 각각 

allJoyn-Method, allJoynProperty, allJoyn-Signal 리소스

로 매핑 된다.

예를 들어 <그림 10>은 AllJoyn 규격을 따르는 전구가 MN-/

IN-CSE 하부에 AllJoyn IPE (AE)를 통해 연결될 때 리소스 

매핑 예제를 보여준다. wrapper 리소스인 svcObjects 하부에 

AllJoyn 전구를 위한 allJoynApp 리소스인 ‘light bulb app’

이 생성되고 해당 app이 지원하는 Service Object ‘/light_

bulb’가 allJoynSvcObject 리소스로 생성된다. 이후 ‘/light_

bulb’ Service Object가 지원하는 기능 (function set)들이 

allJoynInterface 리소스로 생성되고,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

기 위한 ‘light_bulb_state’가 allJoynProperty, 제어를 위한 

‘light_bulb_control’이 allJoynMethod리소스로 생성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3. oneM2M-LWM2M 간 연동 기술

LWM2M 기술은 디바이스의 설정, 펌웨어 업데이트, 위

치정보와 같은 장치관리를 위해 8개의 오브젝트가 정의되고 

그림 9. <flexContainer> 리소스 구조

표 3. AllJoyn Object와 리소스 매핑 방법

Labels Resource Type Description

allJoynIPE <AE>

AllJoyn	Interworking	

Proxy	Entity	application	

resource

svcObjects
<flexContainer>

wrapper

AllJoyn	Service	Objects	

wrapper	resource

svcFrameWorks
<flexContainer>

wrapper

AllJoyn	Service	

Frameworks	wrapper	

resource

allJoynApp
<flexContainer>

allJoynApp

AllJoyn	Application	

resource

allJoynSvcObject
<flexContainer>

allJoynSvcObject

AllJoyn	Service	Object	

resource

allJoynInterface
<flexContainer>

allJoynInterface

AllJoyn	Service	

Interface	resource

allJoynMethod
<flexContainer>

allJoynMethod

AllJoyn	Service	Method	

resource

allJoynProperty
<flexContainer>

allJoynProperty

AllJoyn	Service	

Property	resource

allJoynSignal
<flexContainer>

allJoynSignal

AllJoyn	Service	Sign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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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M2M 서버에서 LWM2M 클라이언트 단말로 관련 오프젝

트와 그 하부에 위치한 리소스에 접근하여 디바이스 관리를 수

행할 수 있는 기술로서 RESTful 구조 및 CoAP 프로토콜 기

반으로 동작한다는 측면에서 OIC 기술과 유사하다. 따라서 

oneM2M과 LWM2M 인터워킹 구조 및 리소스 맵핑 관점에서 

oneM2M과 OIC 인터워킹 방식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8].

우선 장치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LWM2M 

클라이언트들은 oneM2M Interworking Proxy Entity(IPE) 

에 위치한 LWM2M 서버에 클라이언트 등록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오브젝트, 오브젝트 인스턴스들을 등록한다. 

LWM2M서버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IPE모듈에서 LWM2M 

오브젝트 정보를oneM2M <AE> 리소스로 변환하여 oneM2M 

게이트웨이 또는 서버에 리소스를 생성한다. LWM2M와 

oneM2M 리소스 맵핑은 LWM2M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등록된 

오브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오브젝트, 오브젝트 인스턴스

를 oneM2M <container> 리소스로 변환하여 해당하는 <AE> 

리소스 하부에 생성하는 방법을 취한다. LWM2M 클라이언트

의 오브젝트 인스턴스 하부에 리소스는 oneM2M <contentIn-

stanc> 리소스에 매핑되는 구조를 갖는다. <container> 리소

스의 Label 속성값에는 인터워킹 대상인 LWM2M, LWM2M 

오브젝트 ID, 컨텐츠 포맷의 값이 포함되며, 해당 오브젝트

는 LWM2M 클라이언트의 업데이트 이벤트 발생 시 oneM2M 

<container>의 업데이트 과정이 진행되고, LWM2M 클라이언

트의 해당 오브젝트 등록 해지 이벤트 발생 시 맵핑된 <con-

tainer>의 삭제 오퍼레이션이 발생하여 LWM2M 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oneM2M 리소스에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가 동기화 

구조를 갖는다. 

이밖에 LWM2M 오브젝트와 oneM2M리소스의 데이터 동기

화는 LWM2M 서버로부터 LWM2M 클라이언트로 CoAP에서 

지원하는 Observation을 설정함으로 LWM2M 클라이언트에 

위치한 오브젝트에 대한 변화가 발생 시 해당 정보가 LWM2M 

서버로 전달되어 IPE를 통해서 oneM2M 리소스의 값을 변경하

는 과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LWM2M 클라이언트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Observation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것은 

LWM2M Client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트래픽의 부하와 빈번한 

데이터 저장 상황 발생에서 오는 배터리, 저장장치 소모의 비효

율성 때문에 LWM2M-oneM2M 인터워킹에서 LWM2M 클라

이언트의 오브젝트에 대한 Observation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

는 옵션을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Ⅳ. 사물인터넷 표준 연동 사례 

oneM2MM 표준이 2015년 1월 릴리즈 1이 공개된 이후 

oneM2M 표준기반 플랫폼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릴리즈 2의 

핵심 WI으로서 oneM2M 기반 산업표준 플랫폼과의 상호연동 

기술 표준 규격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전자

부품연구원 (KETI) 을 중심으로 타 연구팀들과의 협력을 통하

여 진행된 oneM2M 표준기반 플랫폼들 간의 상호연동 사례 및 

oneM2M을 중심으로 산업표준과의 연동을 통한 oneM2M 도

메인에서 OIC, AllJoyn, FIWARE 플랫폼의 데이터 조회 및 제

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oneM2M 표준 인터페이스만을 통

해서 타 산업표준 과의 연동을 수행한 사례를 소개한다. 

1. oneM2M 플랫폼간 연동 사례

oneM2M 표준을 통해서 개발된 플랫폼은 표준을 준수한 인

터페이스 및 메시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플랫폼도 oneM2M 표준을 따르면 

서로 상호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oneM2M 표준

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서비스 산업별로 파편화된 플랫폼 개

발을 지양하고 상호운영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목적이 있다.

그림 11. LWM2M-oneM2M 인터워킹 구조

그림 12. LWM2M-OIC 데이터 동기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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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F 프로젝트는 KETI (한국), InterDigital (미국), NEC 

Lab. Europe (독일), Fraunhofer FOKUS (독일) 등 글로벌 

연구기관들이 oneM2M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한 사물인터넷 서

비스 시나리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사례이다.

2014년 12월 프랑스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TSI) 에서 열

렸던 oneM2M Showcase 에서 해당 데모시연을 진행하였다. 

KETI, InterDigital, Fraunhofer FOKUS 는 각기 oneM2M 

표준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인 Mobius, oneMPOW-

ER, OpenMTC 개발하고 플랫폼 간 상호 연동기능을 보였으며, 

NEC는 스페인에 위치한 Santander시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를 KETI 플랫폼에 연동하고 KETI, InterDigital, Fraunhofer 

FOKUS의 플랫폼 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된 센서 데이터를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하였다. 또한 글

로벌 인터워킹을 통한 디바이스 제어 사례를 보이기 위해 타 플

랫폼에 연결된 센서의 변화를 감지하여 KETI의 oneM2M 플랫

폼 (Mobius)에 연결된 드론,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들을 구동하

는 시연을 보였다.

2. oneM2M-OIC간 연동 사례 

2016년 1월 CES2016 에서 KETI, 삼성전자, SK텔레콤, 액스

톤, Atmel 이 참여하여 oneM2M과OIC 의 상호연동 시연을 진

행하였다. 데모 시연에서는 OIC기기로 삼성전자의 OIC 기반

으로 개발된 냉장고, TV와 Atmel의 OIC기반 센서 및 조명 키

트가 사용되었다. 또한 oneM2M 플랫폼은 SK텔레콤의 플랫폼

이 사용되었다. 액스톤사의 게이트웨이에는 KETI에서 개발한 

oneM2M IPE, oneM2M MN-CSE, Rule Engine이 탑재되었

다. oneM2M IPE가 탑재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oneM2M 

서버 플랫폼과 OIC디바이스들과의 연동구조를 보였다. 

CES2016에서 선보인 oneM2M-OIC 상호연동의 데모 시나

리오는 OIC 디바이스에 대한 검색, 룰엔진 기반 Away Mode에

서 자동 제어, 움직임 감지를 통한 사용자에게 푸쉬 알람메시지 

전달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게이트웨이에 

탑재된 oneM2M IPE를 통하여 OIC 리소스에 대한 oneM2M 

리소스로의 맵핑 및 oneM2M 메시지에 대한 OIC 메시지로의 

변환 및 연동 기능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oneM2M 사용

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OIC 디바이스와 연동한 서비스가 가

능함을 보였다. 

3. oneM2M-AllJoyn간 연동 사례 

2015년 6월 미국전기통신공업회 (TIA)에서 개최된 oneM2M 

Showcase에서 KETI는 oneM2M과 산업표준 AllSeen 얼라이

언스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AllJoyn 과의 연동을 보였다. 

홈 내에 위치한 AllJoyn 디바이스인 조명, 콘센트와 oneM2M 

기반 디바이스인 선풍기, 큐브컨트롤러를 oneM2M IPE가 탑

재된 게이트웨이와 연동하였고, 사용자는 oneM2M 인터페이

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홈 내에 oneM2M 디바이스

와 AllJoyn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및 조회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 oneM2M 표준을 비롯하여 그밖에 다양한 산업

표준 플랫폼이 존재하는 IoT 플랫폼 환경에서 AllJoyn, OIC와 

oneM2M 의 인터워킹 기능은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각 플

그림 15. oneM2M-OIC 상호연동 시나리오

그림 13. KINF 프로젝트 상호연동 시나리오

그림 14. 스마트 시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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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 가진 장점이 부합되는 도메인에서 서로의 영역을 구축

하면서도 플랫폼간 상호운영 및 서비스 연동 (Interoperabil-

ity) 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oneM2M-FIWARE간 연동 사례

FIWARE는 EU에서 추진중인 미래 인터넷 민관협력 사업으

로 Telefonica, Orange, NEC 등 주요 미래인터넷 산업체 리

더들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미래 인

터넷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표준 코어 플랫폼 규격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FIWARE 플랫폼은 현재 유럽 6

개 국가 (스페인, 핀란드, 덴마크, 이태리, 포르투갈, 벨기에)와 

브라질에 위치한 31개의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9].

FIWARE 플랫폼은 Generic Enabler (GE)라는 플랫폼의 공

통 기능 요소를 제공하고 오픈 API를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어

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Specific GE와의 연계를 통한 도메

인 맞춤형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고, OMA NGSI 인터페이스

와 컨텍스트 브로커 기반으로 수집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 정

보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FIWARE 플랫폼과 oneM2M 

플랫폼과의 인터워킹은 2015년 12월 프랑스 유럽전기통신표준

협회 (ETSI)에서 열린oneM2M Showcase에서 보여졌다. 해당 

상호연동 개발은 EGM, NEC, Telefonica, KETI, SJU이 참여

하여 oneM2M 표준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Mobius와 FI-

WARE 플랫폼을 상호연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

스 시연을 진행하였다. 두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은 Fi-Proxy라

는 인터워킹 어댑터를 통해서 상호간의 데이터 연동을 수행하

였고, FIWARE 기반의 스마트 시티의 센싱 데이터와 oneM2M 

기반의 스마트 카의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서 차량 운행의 제어

를 수행하는 과정을 서비스 시나리오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유럽의 FIWARE 플랫폼과 국내의 

oneM2M 플랫폼기반으로 유럽과 국내의 스마트 시티 간의 플

랫폼, 데이터 및 서비스 연동을 통한 글로벌 시티 서비스 실현

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Ⅴ. 결 론 

본고에서 우리는 실직적으로 구현 가능한 사물인터넷 플랫

폼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단체의 표준기술에 대하여 간략

히 설명하고 이들간의 인터워킹 기술 및 실제 구현사례를 살펴

보았다. 사물인터넷 기술간 연동이 되지 않는 파편화 문제는 글

로벌 기업들간의 치열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생태계 주도권 경

쟁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파편화된 미

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표준간의 상호연

동기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WWI (World Wide IoT) 

서비스 환경의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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