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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IoT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들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원격 관제 및 제어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별 도시 내에서의 데이터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은 

맞춰지겠지만 도시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 연동에 대해서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공유 방식을 살펴보고, 도시 간 

데이터 상호 연동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도출한다. 

 

 

Ⅰ. 서 론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다양한 ICT 

기술들을 도입[1]하면서 도시 내부에서는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여 상호 호환이 되지만 도시간 다른 솔루션 및 

표준 도입으로 상호 호환을 위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ICT 국제 표준 기술인 NGSI-LD[3]과 

oneM2M[4]에서 플랫폼 간 데이터 연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간략한 장단점을 확인한다. 이후 데이터 연동 

방식을 기반으로 도시 플랫폼 간 데이터 상호 연동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Ⅱ. 본론 

본론에서는 NGSI-LD 와 oneM2M 국제 표준에서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상호 연동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1) NGSI-LD (ETSI GS CIM 009) 

NGSI-LD 에서는 3 가지의 아키텍처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저장/검색/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중앙 아키텍처] 

본 아키텍처 모델에서는 데이터 제공자(Context 

Producer)가 데이터를 모두 중앙 데이터 

브로커(Central Broker)에 저장되게 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 소비자(Context Consumer)를 통해 

데이터 제공이 된다. 여기에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일 수 있다. 

해당 아키텍처는 하나의 도시에서 동작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만, 이외의 도시 간 연계는 고려되어 있지 않은 

아키텍처이다.  

 
<NGSI-LD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도식화> 

[분산 아키텍처] 

분산 아키텍처 모델에서는 데이터 소스에서만 

데이터를 실제로 소유하고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등록소(Context Registry)에 데이터에 대한 검색 

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 소비자가 분산 데이터 

브로커(Distribution Broker)로 데이터 조회, 

구독/통지를 호출하게 되면, 분산 데이터 브로커는 

데이터 등록소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 소스로 해당 요청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NGSI-LD 분산 아키텍처 도식화> 

본 아키텍처에서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등록소에 등록을 해야하고, 데이터 제공 또한 중앙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분산 데이터 브로커에서 모든 

요청을 수신을 해야 하기에 성능의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연합 아키텍처] 

본 아키텍처에서는 중앙/분산 브로커에서는 자체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브로커와의 연계를 

수행하는 연합 브로커가 존재한다. 분산 브로커와 연합 

브로커의 차이점은, 연합 브로커에서는 데이터 등록소에 

개별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단위의 데이터 정보를 등록한다. 예컨대 지방 A 에 

존재하는 빌딩 정보, 지방 B 에 존재하는 해수욕장 정보 

등 이러한 데이터 그룹 별 메타 데이터를 등록한다. 연합 

브로커에서는 데이터 등록소에 저장된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 검색 및 구독/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 

브로커의 경우 중앙/분산 브로커에서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분산되어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등록소에 저장되는 정보가 데이터 

그룹 별 메타 데이터가 등록됨으로써 전체 데이터 

검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NGSI-LD 연합 아키텍처 도식화> 

 

2) oneM2M 

oneM2M 에서는 리소스 알림(Announcement)를 

통해 해당 리소스를 타 플랫폼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에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리소스 알림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버에 해당 데이터의 부분 사본이 저장되게 

되고, 추가로 실제 데이터 링크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부분 사본으로 획득이 어려운 정보는 실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리소스 알림은 부분 사본을 저장하게 하고, 

실제 데이터 링크 정보를 가지게 함으로써 검색과 실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플랫폼에 

인접한 플랫폼에만 리소스 알림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oneM2M 리소스 알림 도식화> 

 

3) 데이터 플랫폼 간 상호 연동 고려사항 

데이터 공유 범위: NGSI-LD 의 연합 아키텍처와 

oneM2M 의 리소스 알림과 같이 개별 도시의 데이터는 

개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고, 이를 외부 도시에 공개할 

시에는 데이터 일부 사본, 또는 데이터 그룹의 메타 

데이터 등의 일부 데이터만을 외부에 공개 및 

검색하도록 하고, 실제 데이터는 개별 도시 플랫폼으로 

요청이 발생하도록 하여, 외부 공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시스템 부하와, 개별 도시의 시스템 부하를 분산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공유 저장소 위치: 데이터 공유 저장소를 

분산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또 다시 데이터 공유 

저장소를 취합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NGSI-LD 의 연합 아키텍처와 같이 취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공유 저장소를 가지는 것이 검색 성능 및 

관리 측면에서도 맞아 보인다. 

데이터 권한 설정 및 부여: oneM2M 의 리소스 알림 

기능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특정 도시에 인접한 

도시들에서 해당 도시의 데이터 활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접한 도시에 떨어져 있는 도시 보다 더 

공개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세적인 접근 제어를 수행하려면, 동작(조회, 탐색, 

조작 등)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고 동작 별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난 이후 검색된 데이터에 대한 권한 요청 및 

부여를 상호 연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국제 표준인 ETSI ISG CIM 009 와 

oneM2M 표준에서의 데이터 공유 방식 및 각각의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상호 연동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데이터 허브, IoT 플랫폼 등의 

도입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 간 데이터 상호 

연동은 향후 실질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본 논문에서 도출한 데이터 공유 범위, 

데이터 공유 저장소 위치, 데이터 권한 설정 및 부여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데이터 상호 

연동이 가능한 상세 구조, 인터페이스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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