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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neM2M은 글로벌 Internet of Things (IoT) 플랫폼 표준기관으로 IoT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oneM2M의 기술이활용되고 있다 [1]. 따라서,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에 oneM2M 표준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시스템을구축할
때 IoT 환경에서디바이스는서로 다른표준또는 비표준프로토콜을적용하여 oneM2M 표준플랫폼으로 데이터를통합 구축할때 통일성있게데이터
를 통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neM2M 표준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나 가전제품,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
많은 디바이스를 Smart Device Template (SDT)를 통해 다양한 도메인의 IoT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DT를 활용하여 oneM2M 표준을 통해 개발된 IoT 플랫폼과 다양한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와연동하기위한인터워킹 (Interworking)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인터워킹 방안을 적용하면 다양한 이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표준에 기반하여 일관된 절차에 따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연동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수집된 다양한 장치의 데이터를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학습 및 추론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Ⅰ. 서 론

oneM2M은 기업들의독자적인개발로 인해파편화된 IoT 시장을 통합

하고데이터관리및 디바이스에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하기위해서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등의표준기관이모여설립한 글로벌 표준단체로 IoT 플

랫폼에 대한 표준 기술을 제정하고 있다 [2].

최근 4차 산업혁명을통한기술발전을통해도시에서 발생하는수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홈, 스

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에 oneM2M 표준 IoT 플랫폼을 적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거나 원격 디바이스 제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이 과정에서디바이스데이터를 oneM2M 표준 IoT 플랫폼에 저장하여

야 하는데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 디

바이스와 IoT 플랫폼간에상호호환이되지 않는문제가있었다 [4].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등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발전량, 배터리 잔량, 전력 사용량,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를 관리

하기 위해서 수많은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터워킹 과정을 거쳐

수많은디바이스의데이터를 oneM2M 플랫폼에리소스로저장할수있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oneM2M에서는스마트디바이스및 가전제품등을 oneM2M 표준 IoT

플랫폼에 통일성있는 인터워킹을 제공하기 위해 SDT 기반의 데이터 모

델을 정의하여 oneM2M 기술문서 TS-0023 [5]에 명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DT를 활용한 oneM2M 기반의 IoT 플랫폼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인터워킹하는 과정과 각 디바이스의 데

이터가 oneM2M 플랫폼의 리소스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서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SDT에 대한 설명(2.1장), oneM2M 표준 IoT

플랫폼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인터워킹 과정에 대한

설명(2.2장),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및 추후 연구방향 (3장)에 대해서 서술

한다.

Ⅱ. 본 론

본 장에서는 SDT에 대한 설명과 oneM2M 플랫폼에 다양한 디바이스

를 인터워킹하는 과정 및 리소스 구성에 서술한다.

2.1 Smart Device Template (SDT)

SDT는 스마트디바이스 및가전제품,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디

바이스를 oneM2M 표준의리소스로표현하기 위해참조하는 템플릿이다.

SDT의 목적은 각각의 디바이스를 인터워킹하기 위한 통일된 방식을 제

공하는 것이며 SDT에 명시된 각 속성은 아래와 같다.

Ÿ deviceClass: 센서, 액추에이터 등과 같이 주소지정이 가능한 물리

적 객체

Ÿ moduleClass: DataPoint, Event, Action 등이 포함된 서비스 또는

서비스 그룹을 나타냄, moduleClass는 다른 리소스 이름을 가진 다

른 deviceClass에서 재사용이 가능함

Ÿ DataPoint: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한 디바이스의 데이터모델의 일부

를 나타냄

Ÿ Action: “on/off” 트리거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데이터 정보

Ÿ Event: Action이 발생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제공



2.2 인터워킹 과정

프로토콜 및 데이터 포맷이 다른 두 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워킹 과정이 필요하다. IoT 디바이스가 oneM2M 프로토콜을 사용하

지 않는 경우해당디바이스 및 연관된 서비스 데이터를 oneM2M 시스템

의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활용하기위해서는해당 디바이스및제공하는

데이터를 Interworking Proxy Entity (IPE)를 통해 적절한 oneM2M 리

소스로 변환해서 표현해야 한다.

그림 1은 SDT를 활용한 이종 디바이스 인터워킹 개념을 보여주고 있

다. IPE는 수집된 디바이스 데이터를 SDT 기반의표준 데이터 모델로변

환하여 oneM2M 플랫폼에 저장한다. IPE는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

신하기 위해 Modbus Master 및 Zigbee 게이트웨이로써 동작하고 있다.

수신된 디바이스 데이터를 SDT 기반의 데이터 모델에 매핑하기 위한 정

보는 Protocol Mapping Information으로 관리하고 있다. 만약 새로운 디

바이스를 oneM2M 시스템으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데

이터모델을 SDT 기반의표준 데이터모델로매핑하여상기 인터워킹시

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림2는 Modbus 및 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를 SDT에 명시된 deviceClass, moduleClass 및 DataPoint를 통해

oneM2M 리소스로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디바이스는 oneM2M

TS-0023에서 정의한 deviceClass 중 하나의 디바이스 유형에 매핑 되어

야한다. 또한 해당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기능 단위로 표준에서 정의하는

moduleClass에 매핑 되어야한다. 각 moduleClass는 기능및 상태를 나타

내는 다양한 속성 정보를 DataPoint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매핑한 디바

이스및 기능모듈은 표준에서정의하는해당 <flexContainer> 리소스인

스턴스로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구(Bulb)의 경우 on,

brighness, reachable, colorsaturation, xy 속성을 디바이스 데이터로 포

함하고 있다 [6]. Bulb는 SDT에서 deviceClass인 deviceLight로 매핑되

어 저장되고 Bulb의 데이터 중 색을 표현하는 xy 값은 SDT에서색을 표

현하는 colour moduleClass의 DataPoint인 red, green, blue를 각 속성으

로 저장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DT를 활용하여 oneM2M 기반의 IoT 플랫폼에서 서

로다른 프로토콜을사용하는디바이스를인터워킹 하는과정을제안하였

다. SDT를 활용한결과 디바이스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있어

도각각의 디바이스데이터모델을 SDT 기반의데이터모델에 매핑한정

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oneM2M 플랫폼에서 deviceClass 및 moduleClass를 표현한 리소스의 형

태로 디바이스를 나타내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oneM2M 플랫폼에서 모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

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또한 쉽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프로토콜에

대한 디바이스를 추가할 때에 IPE 전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디

바이스데이터모델을 SDT 기반의데이터 모델에대한매핑정보만 추가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한 추후 연구방향으로는 프로토콜의 제약없이 더 많은 디바이

스로부터데이터를수집할 수있기때문에빅데이터를 통한인공지능이나

사용자의환경에맞는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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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SDT 기반 이종 디바이스 인터워킹 그림 2. 디바이스 데이터 매핑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