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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테스트 프레임워크

요 약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란 통신 기능이 있는 사

물들을 (주변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사물에 대한 제어

를 하는 엑츄에이터) 인터넷에 연결하여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

들을 손쉽고 빠르게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산업 및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

가되어질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제조업체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

로벌 표준에 기반하여 기기들이 개발되어져야하며, 이들 사물

에 대한 호환성 및 적합성이 검증되어야한다. oneM2M (원엠투

엠) 에서는 글로벌한 표준으로 사물인터넷의 서비스 계층에 대

한 표준을 만들고 있다. oneM2M은 릴리즈 1 공통기능에 대한 

표준 제정을 마쳤으며, 현재 테스팅과 관련하여 상호호환성 및 

적합성 테스팅을 위한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활용

되어질 수 있는 oneM2M 테스팅 관련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Ⅰ.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우리 주변의 다양

한 사물들(예를 들어,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되어지는 센서 및 

제어를 담당하는 엑츄에이터)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자들

에게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

의되어지고 있다[1]. 이러한 사물인터넷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

면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의 개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Forrester 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는 사물의 갯수가 

2020년까지 2012년의 32배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 시스코는 2018년에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이 센서 및 

액츄에이터와 같은 비PC 기기들로 부터 만들어질 것이며, 매년 

사물간 통신량이 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3].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한편

으로는 사물들 간의 상호운용성의 부족이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ITU 등에서는 경고하고 있다[4].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지금까지 개별 상품들 또는 특정 도메

인을 위한 사물들이 개발되어져 왔지만, 점차 상호운용성 기반

하에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및 솔루션이 개발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

물인터넷 기기들이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 1>

에서와 같이 새로운 기술, 상품, 그리고 솔루션들이 국제 표준

에 따라 개발되어져야 하며, 개발된 사물들에 대한 테스팅이 이

루어진 뒤, 최적화/기능개선 등의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시장에 

출시가 되어야 한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걸처 엄격한 테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IoT 표준을 만들고 있는 oneM2M에서는 IoT 디바이

스의 전 주기에 걸쳐 테스팅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공통 기

능들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도출에서부터 실제 테스트 케이

스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물인터넷 테스트 프레

임워크에 대한 표준을 개발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oneM2M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테스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II장), 이어서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팅(III 장)과 oneM2M 적합성 테스팅

(IV 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추후 테스팅 관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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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물인터넷 개발 주기 및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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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V 장).

Ⅱ. oneM2M 국제 표준 사물인터넷

테스팅 프레임워크

국제 표준에 맞추어 개발된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

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팅과 관련된 공통 언어 정의, 적

용 방법론, 절차 등에 대한 표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oneM2M 

에서는 테스팅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테스팅 프레임워크 표

준 문서에서, oneM2M TS-0015 “Testing Framework”[4], 

정의를 하고 있으며, TS-0015는 구체적으로 적합성 (Confor-

mance)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테스트 전략, 테스트 

시스템 및 oneM2M 표준 테스트 규격의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oneM2M 사물인터넷 테스팅은 크

게 상호운용성 테스트와 적합성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테스팅과 관련된 표준 문서들이 <표 1>에서와 같이 개발되어지

고 있다. 

TS-0015에 따르면, 앞서 언급되었던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팅 및 적합성 테스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상호운용성 테스트 (Interoperability Test): 동일한 표준에 따

라 개발되어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제조업체에 의해 

개발되어진 사물인터넷 기기들 사이의 종단간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정의한다. 

적합성 테스트는 표준에 정의되어진 일반 인터페이스에서 이루

어지며 (즉, 테스팅을 위해 정의되어진 특별한 인터페이스는 사

용되어지지 않음), 사용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기능들을 중심

으로 테스트가 정의되어진다. 상호운용성 테스트가 종단간 기

능적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호운용성 테스트 케

이스들이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호운용성 테스트의 경우 비정상적 상

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적합성 테스트 (Conformance Test): oneM2M 적합성 테

스트는 oneM2M 표준에 따라 구현되어진 사물인터넷 기기들

이 oneM2M 표준 문서에 명시되어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지

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상호운용성 테스

트와는 다르게, 적합성 테스트의 경우 프로토콜 메시지의 상세 

값, 포멧, 그리고 메시지 교환 프로시저에 대한 적합성을 테스

트한다. 적합성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용으로 개발되어진 인터

페이스를 활용하여 수행이 되며, 메시지의 내용 등을 상세히 관

찰하고 관련 테스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정

의되어진다. 또한, 적합성 테스트의 경우 적합한 대상 시스템의 

행위와 함께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모

두 포함함으로써,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상호운용성 테스트와 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Ⅲ, IV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Ⅲ.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팅 

(Interoperability Testing) 

본장에서는 상호운용성 테스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oneM2M 표준에서 상호운용성 테스팅이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호운용성 테스팅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팅은 

크게 테스팅을 위한 시스템 (System Under Test – SUT), 테

스팅 디바이스 (Device Under Test – DUT) 그리고 테스트 설

명 (Test Description)을 메인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컴포넌트들은 테스팅 인터페이스 및 드라이버로 연결되어져 

실제 상호운용성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된다. 

DUT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개념으로 oneM2M 

에서 DUT는 oneM2M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다른 DUT 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 테스팅의 목적 디바이스이다. 

SUT는 상호운용성 테스팅 환경에서 서로 다른 제조업체들로부

터 제공되는 DUT 들을 포함하는 실제 테스팅이 일어나는 전체 

표 1. 테스팅 관련 oneM2M 표준

표준번호 제목 설명

TS-0015	[4] Testing	Framework
oneM2M	테스팅	프레임워

크	정의

TS-0013	[5] Interoperability	Testing
상호운용성	테스팅에	대한	

정의,	절차	등

TS-0017	[6]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적합성	테스트	기능	체크리

스트

TS-0018	[7]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s

적합성	테스트를	위한	상세	

테스트	목적

TS-0019	[8] Abstract	Test	Suite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한	실

제	표준

TS-0025	[9]
Application	Developer	

Guide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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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의미한다. 테스트 설명(Test Description)은 테스트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시져 및 각 단계의 세부 확인 사

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운용성 테스트 특성상 이러한 설명

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명시되어진다. SUT는 테

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운용성 테스팅을 진행한다. 테스

트 인터페이스는 테스트 드라이버 (Test Driver)를 통해서 접속

되어지며, 테스트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DUT의 행동들을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있어서 테스

트 환경은 DUT 에 대해서 기능적 수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

록 해주고, DUT의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상호운용성 테스팅 개념에 따라 oneM2M에서는 상호운용

성 테스팅을 위한 표준 문서인 TS-0013을 개발하였으며, TS-

0013에는 SUT 구조에 대한 설명, 테스트 구조 도출, 상호운용

성을 위한 DUT의 요구사항 (Interoperable Functions State-

ment – IFS) 도출, 테스트 표준 구조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설명 (Test Description – TD)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oneM2M에서 상호운용성 테스트 관련 표준문

서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oneM2M의 기능과 프로

토콜들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 문서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위한 일반 시스템 아키텍처(SUT)를 

정의하고 (1),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위한 여러 기능적 요구사항

들을 도출하여 oneM2M 기기들이 지켜야하는 기능(IFS)들을 

명시한다 (2). SUT 아키텍처는 DUT와 DUT에의해 구현된 기

능들, DUT들 같의 통신 경로, 그리고 DUT들간에 교환되어지

는 데이터 모델, API 등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테스트 전

문가들은 SUT 아키텍처와 IFS 에 기반하여 상호운용성 테스트

를 위한 표준 문서를 개발하게된다 (3). 상호운용성 테스트 문

서는 SUT 아키텍처에 대한 설정을 정의하며, 추가로 테스트 슈

트 (Test suite)와 테스트 설명 (Test description)이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진다. 

테스트 설명 (TD)는 상호운용성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수행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 

• DUT의 설정 정보

• 프로토콜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적인 장비

• 초기 테스트 조건

• 정상적인 테스트 이벤트 절차 및 결과

TD는 상세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테스트하지 않고 하나이상의 

DUT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묘사되어진다. <표 2>에

서는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트 표준 TS-0013에서 따르고 

있는 TD의 구조를 보여준다. 상세 기능들에 대한 실제 TD들은 

TS-0013 문서에 포함되어있다. 

IV. oneM2M 적합성 테스팅

(Conformance Testing)

본 장에서는 oneM2M 표준 중 적합성 테스팅에 대한 개요와 

Test 
Description

DUT 1 DUT 2 DUT n…

System Under Test (SUT)

Test Interfaces

Test selection, 
coordination
logging, 
monitoring, 
reporting, etc. 

Test
Environment

Test Drivers

Base
StandardsBase

StandardsBase
Standards

Base
StandardsBase

StandardsIndustry
practise Test SpeciÞcations

SUT
ConÞgurations

Test Suite
Structure

Test 
Descriptions

IFSCollect 
Requirements

DeÞne SUT
Architecture

SUT 
Architecture

1

2

3

그림 2. oneM2M 상호운용성 테스트 환경

그림 3. 상호운용성 표준개발과정

표 2. 테스팅 관련 oneM2M 표준

Identifier TD를 구분할 수 있는 ID

Objective
테스트의	목적을	포함하는	간결한	요약으로	테스트	

전문가들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야	한다.	

References
해당	테스트와	연관되는	기본	기능	표준의	

정확한	위치,	요구사항,	유스케이스를	명시한다.	

Applicability
해당	테스트를	수행하기위해	필요되어지는	

기능	및	특징들을	나열한다.	

Configuration

or	

Architecture

테스팅을	수행하는데	필요되어지는	모든	장치들과	

테스트	아키텍처를	상세히	설명한다.	

Pre-Test	

Conditions

SUT에의해	사전에	설정이	되어야	하는	여러	조건들

을	명시되어진다.	테스트	시퀀스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Test	

Sequence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따라야하는	절차와	각	단계

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적합성	테

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체크만	

수행이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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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팅 실무반에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적합성 테스팅 관련 표

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적합성 테스팅(Conformance Testing)이란 제품이 특정 표준 

프로토콜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테스팅 방법이다. 

즉, 적합성 테스팅은 프로토콜 자체를 위한 명시된 요건을 충족

하는 테스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프로토콜 

메시지 내용과 포맷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허락된 절차를 테스

트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onformance Test 표준 문서는 ISO/IEC 9646-

1[10]에 서술된 규격에 맞춰 만들어져야 한다. oneM2M 역시 

ISO/IEC 9646-1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합성 테스트 관련 

표준들을 개발한다. 

적합성 테스팅 표준 개발의 첫번째 단계는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 (ICS) 라고 불리우는 테스트를 위한 

특징 및 옵션들을 조사하고 이를 분류하는 표준 문서를 개발하

는 것이다. 테스터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옵션들을 파악

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인 Implementation Under Test (IUT)

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특징들은 IUT의 제조업체에 의해 ICS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합성 테스팅을 

위한 완전한 범위가 정해지게된다.

다음 단계로는 테스트되어지는 IUT가 참조한 표준 문서로부

터 테스트 요구사항을 수집한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하

나 이상의 테스트가 도출이 되어지고, 이러한 테스트들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진다. 이러한 테스트들의 그룹들은 전

반적인 테스트 슈트 (Test Suite)에 대한 구조를 제공한다. 각

각 분류되어진 테스트들은 무엇이 테스트 되어야 하는지를 알

려주는 테스트 목적 (Test Purpose – TP) 으로 표준에 포함되

어진다. 비록, ISO 9646-1 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지

만,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TP에 대해서 일치되는 테스트 설명 

(Test Description – TD) 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D는 

테스트 대상이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요구되는 액션들을 표 형식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상세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 – TC)가 각각

의 TP에 대해서 개발되어진다.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 일반적으

로 TC들은 TTCN-3와 같은 특정한 테스팅 표현 언어를 사용하

는 Abstract Test Suite (ATS) 표준 문서와 결합되어 개발되어

진다. ATS와 관련된 Implementation eXtra Information for 

Test (IXIT) proforma는 oneM2M 전용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

토콜 적합성 테스팅을 돕기 위해 ICS문서와 Test Cases의 보충

을 위해 추가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oneM2M 적합성 테스팅 방법론

은 다음의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 IUT 선택

• 참조 포인트 선정

•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 (ICS) 표준 

개발 (TS-0017[6])

•  Test Suite Structure and Test Purpose (TSS&TP) 표준 

개발 (TS-0018[7])

•  Abstract Test Suite and Implementation eXtra Infor-

mation for Test (ATS&IXIT) 표준 개발 (TS-0019[8])

oneM2M 적합성 테스트에서 Implementation Under Test 

(IUT)는 프로토콜을 구현한 개체이며 테스팅의 대상이 된다. 

oneM2M 적합성 테스트 프로세스는 IUT가 oneM2M 기능을 

명세한 표준을 제대로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진다. IUT는 일반적으로 SUT의 일부로 구현되어지며, 

SUT는 테스팅을 위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테스트 시스템에 연결된다. <그림 4>는 oneM2M 도메인에서 

통신 계층 구조 관점에서 전체 테스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

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oneM2M은 서비스 계층에 대한 공통 기

능을 표준화하고 있으므로, 하위 계층인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 

및 전송 프로토콜 자체는 IUT에 포함되지 않고, 상위 계층인 서

비스 계층의 공통 기능, 관리 기능 그리고 보안 관련된 기능들

이 oneM2M의 테스팅 대상인 IUT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oneM2M 아키텍처[11] 내에서 타켓 시스템에 따라서 IUT

는 Application Service Node (ASN), Application Dedicated 

Node (ADN), Middle Node (MN), Infrastructure Node (IN) 

이 될 수 있다. 

ISO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oneM2M에서도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표준 문서를 개발한다: ICS (TS-0017), 

TSS & TP (TS-0018), ATS (TS-0019). 

ICS 표준은 IUT가 지원해야만 하는 여러가지 표준기능들을 

도출해내어 명시하며, 전체 oneM2M 테스트 케이스에서 특정 

Management

oneM2M
Management

Security

oneM2M
Security

Service Layer

oneM2M

Network & Transport

HTTP/CoAP/MQTT

Access Network

LTE/WiFi/6LoWPAN/
Ethernet/Zigbee …

IUT

그림 4. oneM2M 아키텍처에서의 IUT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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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T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ICS 표준 문서가 IUT의 여러 기능 및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할 때 ICS는 IUT가 지원하는 기능들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

포마 (Proforma) 처럼 사용될 수 있다. ICS 프로모마의 목적은 

oneM2M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테스트를 받고자 하는 제조업

체로부터 표준화된 방식으로 oneM2M 기기에 대한 정보를 받

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ICS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ISO/IEC 9646-7[10]에서 권장된 것처럼 

타블라 형식으로 제시된다. 결국 제조업체들에 의해 선택되는 

ICS 프로포마에 따라서 해당 기능들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

트 목적들이 선택되어지게된다. 

다음으로 TSS & TP 표준문서 (TS-0018)는 테스트 슈트의 

구조 (Test Suite Structure) 와 테스트의 목적 (Test Purpose 

–TP) 에 대한 표준을 명시한다. TP는 적절하게 묘사되어진 테

스팅의 목적을 산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oneM2M의 기

본이 되는 표준문서들로부터 적합성 테스트를 위한 요구사항을 

뽑아내고, 각각의 요구사항 또는 그룹의 요구사항들은 하나의 

TP로 묘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표준으

로부터 수많은 TP 들이 도출이 되어지게 되며, 이러한 TP들은 

구조화된 그룹인 TSS로 분류되어진다. 

테스트 엔지니어는 여러 기준들에 따라 TSS를 정의하여 TP

들을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류기준으로 정상적인 행동

들을 확인하는 테스트 (Valid behaviour test), 비정상적인 행

동들을 확인하는 테스트 (Invalid behaviour test), 시간과 관

련된 테스트 (Timer test)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테스트 목적은 구조적인 그룹에서 조직되기 위해 필요한데, 이 

때 그룹에서 테스트 목적들의 조직을 TSS라 부른다. oneM2M 

에서는 크게 IUT가 제공하게 되는 기능에 따라 “Security”, 

“Resource Management”, “Device Management”, “Inter-

working” 등의 그룹으로 (Group)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 그룹들은 oneM2M의 리소스 구조에 따라 Application 

Entity, Container, ContentInstance 등 하부그룹으로 (Sub-

Group) 분류되어질 수 있다.  

TP(Test Purpose)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IUT에 대하여 예상

되는 테스트 동작을 설명해놓은 것이다. TP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oneM2M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따라서 TP를 표현한다. 먼저 각각의 TP는 헤더와 테스

트 관련 행동들을 표현하는 파트를 포함하는 표 형식으로 표현

되어진다. 헤더에는 TP  식별자, TP의 목적 그리고 관련된 ICS

정보가 포함되어진다. 테스트 관련 행동 파트에서는 테스트의 

초기 상태, 예상되는 행동들, 그리고 최종 상태를 포함하도록 

하여 테스트 행동을 묘사하며, 이것은 정해진 키워드나 구문을 

사용하여 표현되어진다. 

oneM2M에서는 적합성 테스트에서 사용되어질 TP를 도출하

기 위하여, oneM2M 아키텍처를 참조하였으며[12], oneM2M 

노드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ommon Service Entity 

(CSE)의 기본 기능들, 즉 Common Service Functions (CSF)

들에 기반하여 등록 (Registration), 데이터 관리 (Data Man-

agement and Repository), 구독 및 공지 (Subscription and 

Notification), 그룹 관리 (Group Management), 발견 (Dis-

covery), 위치 (Location) 기능들에 대한 TP를 도출해냈다. 

TP에서 묘사되어지는 IUT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행동들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어진다. 

•  행동에 대한 묘사는 모호성이 없도록 명시적으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  IUT의 행동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테스트 이벤트들

을 참조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  TP 에서 묘사되는 모든 테스트 이벤트들은 기준이 되는 표

준에 이미 언급이 된 절차의 일부여야만 한다. 

•  테스트 이벤트를 묘사하는 언어들은 명시적인 단어들을 사

용함으로써, 추후 ATS 표준을 개발하는 테스트 전문가들

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행동을 나타내는 각각의 테스트 이벤트들은 가능한 하나의 

ATS  표현 (예를 들어 TTCN-3 코드)을 도출하는데 사용

되어야 한다. 

oneM2M에서는 TP의 테스트 행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묘사하

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와 법칙을 활용한다. TS-0018

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은 행동들과 연관된 ‘with’, ‘ensure 

that’, ‘when/then’, 그리고 이벤트들과 연관된 ‘the IUT’, ‘re-

ceives’, ‘sends’, ‘on expiry of’, ‘after expiry of’등이 존재한

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해당 키워드에 동반되는 행동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 와 같은 구분자와 같이 사용

되어진다. 

표 3. Discovery 관련 TP 예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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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oneM2M TS-0018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TP

들 중 발견 (Discovery) 기능에 대한 TP의 상세 내용을 설명한

다. oneM2M의 Discovery 기능은 특정 CSE가 가진 리소스에 

대한 검색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며[12], <표 3>에서는  oneM2M

의 Group Discovery기능에 대한 TP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TP의 테스트 목적은 IUT가 주어진 요청에 따라 발견된 모

든 리소스 주소들의 목록을 성공적으로 반납하는 것을 확인하

는 것이며, TP의 식별자로는 “TP/oneM2M/CSE/DIS/BV001”

을 할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표준 문서 및 위치, 초기상태와 예

상되는 행동으로 테스트 동작들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oneM2M에서는 TS-0019[8] 표준 문서에서 

Abstract Test Suite (ATS)를 명세하고 있다. ATS 문서는 

ITU를 테스트 하기 위한 여러 테스트 행동들에 대한 프로세스

를 제공하는  Abstract Protocol Tester (APT) 와 TTCN-3 

test 아키텍처를 포함한다. APT는 IUT를 oneM2M 프리미티브

들을 사용해서 에뮬레이팅 함으로써, 실제 oneM2M 시스템들 

간의 동일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oneM2M 테스트 시스템은 

정상적/비정상적 프로토콜 행동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이에 대한 IUT의 반응들을 분석한다. 시스템은 분석 결과

에 따라 IUT에 대해 성공 또는 실패의 결과를 선언하게 된다. 

<그림 5>에서는 oneM2M의 APT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테

스트 시스템에 위치하여 IUT를 에뮬리에팅하는 APT는 하부 계

층에서 제공해주는 통신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IUT와 연결을 

설정하게되며, 이후 IUT들간에 교환되는 oneM2M 표준에 따

라 정의되어진 메시지인 Protocol Data Units (PDU)를 IUT

와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 시스템은 

PDUs를 통해서 IUT를 트리거하고, 트리거에 대한 IUT의 반응

을 분석한다. oneM2M 테스트 환경에서 APT는 oneM2M 기본 

표준들에 명시된데로 OSI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HTTP, CoAP 

또는 MQTT를 사용하며, 전송 및 네트워크 계층의 기술로는 각

각 TCP/UDP, IPv4/IPv6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추상화된 테스트 아키텍처는 다양한 방식의 테스

팅 기기들과 테스트 표현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되어질 수 있다. 

oneM2M 테스팅 프레임워크에서는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의 다

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명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

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TTCN-3(Testing and Test Control 

Notation Version 3)를 사용하여 테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한다. 

TTCN-3는 테스팅을 위해 테스트 케이스의 행동들을 정형화된 

언어로 명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표준 테스트 명세 언어이다. 

<그림 6>은 oneM2M의 TTCN-3 테스트 시스템 아키텍처

를 설명하고 있다. SUT는 크게 테스트의 대상인 “IUT”, 프로

토콜 레이어로부터 프리미티브들의 전송과 수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Upper tester application”, 테스트 시스

템과 물리적인 연결을 설정하는 “Lower layers”, 그리고, 테스

트 시스템이 Upper tester application 과 연결되어 TTCN-

3 컴포넌트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Upper 

tester transport” 기능으로 구성되어진다. 테스트 시스템의 경

우 테스트 행동들을 제공하는 “TTCN-3 test components”, 

TTCN-3 내부 데이터 구조와 실제 표준에 따른 데이터 구조간

의 인코딩 및 디코등을 담당하는 “Codec” 기능, TTCN-3 테

스트 실행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Test Control”, 그

리고, IUT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와 TTCN-3 메시

지를 사용하는 TTCN-3 포트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Test Adapter (TA)”로 구성되어진다. 

참고로 TTCN-3 테스트 표현 언어는 테스트 케이스의 성공 

또는 실패를 정의하는 테스트 행위를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정

황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한 분야에

서 TTCN-3가 테스트 언어로 사용되어지지만, 특히 통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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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3GPP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gram)은 

LTE (Long Term Evolution) 및 4G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모

든  통신 시스템 및 프로토콜에 대한 기기들을 테스팅 하는데 

TTCN-3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Ⅴ. 결 론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지금까지 특정 도메인에서의 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개발되어져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도

메인, 그리고 서로 다른 제조업체로 부터 개발되어지는 사물인

터넷 기기들간에도 호환이 되어 상호운용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기들 간의 

호환성은 하나의 국제 표준에 따라 개발이 되어지고, 이에 대한 

테스팅이 되어질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계층에서의 공통 기능들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oneM2M의 테스팅 실무반에서는 사물인

터넷 기기들에 대한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인터

넷에 적합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된 테스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oneM2M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스팅 관련 

표준 규격 개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oneM2M에

서는 국제 사물인터넷 표준 개발 단체로써 사물인터넷분야에서

의 사업자, 기기 제조 업체, 서버 장비 업체 및 시험소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상호운용성 및 적합

성 테스트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실제 테스트에 사용이 되어지는 

TTCN-3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 개발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이

에 대한 제정을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기기들간의 글로벌 호환

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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