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내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이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지능화된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사물은 물론 가상의 사물과
상호 작용하여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입니다.

인용: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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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서 사용하는 리모콘,
사물인터넷

표준으로 사물인터넷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물인터넷의 기능은 ‘원격 제어’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상의 플랫폼, 그리고 홈게이트웨이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언어인

집 어디서라도 거실의 불을 밝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지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이러한 통

그리고 이 일은 집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신 표준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
인터넷을 통해 플랫폼에 송신, 집안의 가전 기기로 전달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홈게이트웨이와 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주요 표준

스마트폰-플랫폼-홈게이트웨이 간의
통신을 위한 주요 표준

리모콘이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이 필요할까요? 리모콘은 반드시 제 짝인 기기에만 반응하지요.
사물인터넷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을 집밖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허브

전자 기기 작동
홈게이트웨이
전달받은 정보에 따라

입력 정보 송신

셋톱박스

전자 기기 원격 제어

플랫폼
서버

스마트폰으로 받은
제어 정보를
홈게이트웨이로 송신

4G, 5G, 와이파이

NFC, 지그비, 와이파이, 블루투스,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로라(LoRa) 등

원격 제어 정보 입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TV 등
제어 정보 입력

사물인터넷과 함께 주목받는 통신 표준–NB - I oT 와 LoRa
산업·공공용 IoT 시장은 전용망인 ‘로라(LoRa;Long Range)’와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이 경쟁하는 구도다. 각
이통사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IoT 전용망인 LTE-M을 도난방지 서비스와 CCTV에, LTE망은 이보다 큰 데이
터를 주고받는 곳에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수도 검침, 스마트 공장, 스마트 가로등 등 소량의 데이터
를 저전력으로 멀리 보내는 산업·공공용 소물인터넷(Internet of Small Things)에는 로라와 NB-IoT를 주로 활용한
다는 방침이다.(디지털타임즈, 2017년 4월 21일자)

플랫폼 표준으로 사물인터넷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oneM2M, OCF, Thread Group, OMA 등 여러 표준화기구들이 제조사, 통신사 등 참여 기업의 특성

이 책에서는
다음의 표준을 다룹니다
oneM2M 표준

을 바탕으로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neM2M은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 표준으로, 현재 부산, 대구, 고양 등의 스마트시티와 한전
의 스마트그리드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oneM2M 릴리스2 표준에서는 AllJoyn, OCF, OMA
LWM2M(Lightweight M2M) 등 이종 플랫폼 간 연동 기능을 포함하여 플랫폼 표준의 일원화를 추구
합니다.
·oneM2M 릴리즈 2 표준(TTAT.MM-TS 및 TR)
게이트웨이
제어

✽

oneM2M의 릴리즈1 표준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가이드는 TTA 표준해설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www.tta.or.kr > 자료마당)

LWM2M 표준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

플랫폼 표준의
주요 역할

홈게이트웨이 등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OMA가 제정한
사물인터넷 기기관리 프로토콜인 LWM2M(Lightweight M2M) 표준을 활용합니다. 작은 센서를
이용하여 on/off, 위치 추적, 미터기 등 간단한 기능 수행이 가능합니다.
·LWM2M 아키텍처(TTAK.KO-06.0446)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TTAK.OT-06.0064)
·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TTAK.KO-06.0446)

보안

신규기기
자동감지

·LWM2M 기반 기가 상호연동 시험 절차(TTAK.KO-06.0418)

TTA 시험인증서비스

TTA 자문서비스

oneM2M 또는 OCF 표준이 적용된 제품임은 시험인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TTA는 2017년 6월부터 세계 최초로 oneM2M과 OCF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TA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consulting.tta.or.kr에서 자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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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접근 제어 허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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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표준 간의 관계 및 역할
유스케이스 표준
24

oneM2M 산업 도메인 유스케이스

23

유스케이스 콜렉션

oneM2M 사용 방법

바인딩 표준

관리 표준

추상화 및 정보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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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CoAP 프로토콜 바인딩’은
oneM2M 릴리즈1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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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정보 모델과 매핑 방법

✽

데이터 전송

oneM2M

자원 추상화 및

바인딩

관리

정보화 기술

베이스 및 보안 표준
1

oneM2M 요구사항

18

상호운용성 테스팅 프레임워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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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대단 보안 기술 및 그룹 인증 기술

22

이종 접근 제어 허가 구조

이기종 사물인터넷 플랫폼 인터워킹

인터워킹 표준

표준안내서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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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M2M 인터워킹

16

OIC 인터워킹

15

AllJoyn 인터워킹

17

3GPP 릴리즈 13 IWK 연동 기술

15

oneM2M 릴리즈2 표준 목록

1
2

표준명(표준번호)
oneM2M 요구사항
(TTAT.MM-TS.0002 v2.7.1)

oneM2M 기능적 구조
(TTAT.MM-TS.0001 v2.10.0)

3

oneM2M 서비스 구성 요소

4

서비스 계층 핵심 프로토콜

5

HTTP 프로토콜 바인딩

6

MQTT 프로토콜 바인딩

7
8
9
10
11

(TTAT.MM-TS.0007 v2.0.0)
(TTAT.MM-TS.0004 v2.7.1)
(TTAT.MM-TS.0009 v2.6.1)
(TTAT.MM-TS.0010 v2.4.1)

웹소켓 프로토콜 바인딩
(TTAT.MM-TS.0020 v2.0.0)

기본 온톨로지
(TTAT.MM-TS.0012 v2.0.0)

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
(TTAT.MM-TR.0007 v2.11.1)

가전제품 정보 모델과 매핑 방법
(TTAT.MM-TS.0023 v2.0.0)

홈 도메인 추상 정보 모델
(TTAT.MM-TR.0017 v2.0.0)

12

oneM2M 관리 기술(OMA)

13

oneM2M 관리 기술(BBF)

14

LWM2M 인터워킹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6

(TTAT.MM-TS.0005 v2.0.0)
(TTAT.MM-TS.0006 v2.0.1)
(TTAT.MM-TS.0014 v2.0.0)

AllJoyn 인터워킹
(TTAT.MM-TS.0021 v2.0.0)

OIC 인터워킹
(TTAT.MM-TS.0024 v2.0.0)

3GPP 릴리즈 13 IWK 연동 기술
(TTAT.MM-TR.0024 v2.0.0)

개요
oneM2M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
oneM2M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oneM2M 기능적 구조 규정

oneM2M 시스템 내 통신 프로토콜, 공통의 데이터 포맷,
계층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메시지 전송 방법 등 제공
oneM2M 시스템에서 통신 프로토콜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바인딩 기술 제공
응용 요소(AE)와 공통 서비스 요소(CSE) 간 신뢰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QTT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 규정
oneM2M에서 Mca, Mcc 참조포인트를 통해 제어 및 설정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될 웹소켓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 제시
oneM2M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온톨로지 정의와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방법 제공
oneM2M 시스템 내 유스케이스 별 추상화 및 시맨틱 방법 소개

단대단 보안 기술 및 그룹 인증 기술
(TTAT.MM-TR.0012 v2.0.0)

이중 접근 제어 허가 구조
(국내 표준 제정 완료 전)

유스케이스 콜렉션
(TTAT.MM-TR.0001 v2.4.1)

oneM2M 산업 도메인 유스케이스
(국내 표준 제정 완료 전)

해당 기능이 필요한 이유와 특정 동작을 왜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내용
각 계층의 역할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제어자가 존재하며, 계층별로 별도의 서비스 및 솔루션
도 존재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계층의 서비스 및 솔루션을 통해 M2M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 본 표준에서는 98개의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19개의 관리 요구사항, 정보 및

홈 도메인 내 자원 및 추상적 정보의 모델링 기술 제공

운영 요구사항, 15개의 통신 요구사항, 8개의 인터워킹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

OMA 시스템 관리 기술인 OMA DM 1.3, OMA DM 2.0, OMA LightweightM2M을
이용한 oneM2M 관리 기술
oneM2M의 관리 자원과 CPE WAN 관리 프로토콜인 BBF TR-069 및
데이터 모델인 TR-181간 매핑 프로토콜 규정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다루어지는 oneM2M과 LWM2M 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방법 제공
AllJoyn과 oneM2M 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방법 제공

(end)user

uses

OIC와 oneM2M 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방법 제공
oneM2M 시스템과 3GPP 릴리즈 13 시스템 간 인터워킹과 관련된 분석 결과 제공
서로 연동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테스팅 전략 등을 규정

(TTAT.MM-TR.0008 v2.0.0)

oneM2M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oneM2M 시스템 구성 요소를 소개한다.

자원 등을 표현하는 36개의 시맨틱 요구사항, 63개의 보안 요구사항, 6개 과금 요구사항, 10개의

(TTAT.MM-TS.0015 v2.0)

보안 기술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 내에서 가전제품의 정보 자원을 표현하기 위한
가전제품 정보 모델 정의

상호운용성 테스팅 프레임워크

(TTAT.MM-TS.0003 v2.4.1)

oneM2M 기능적 역할 및 기술적 요구사항
TTAT.MM-TS.0002 v2.7.1

oneM2M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M2M 서비스와 서비스의 기능적 구조 규정

oneM2M 시스템(CSEs, AEs)들이 표준 인터페이스(Mcc, Mca)를 사용하여

oneM2M 보안 방법

oneM2M 요구사항

oneM2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방법 정의
oneM2M 시스템 내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기술
oneM2M 시스템 내 단대단 보안과 그룹 인증을 제공하는 방법의 특징 및
분석 결과 제공
oneM2M 시스템 허가 구조, 허가 절차, 이종 접근 제어 정책 등과 관련된 방법 제공
oneM2M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스케이스 정의

an
M2M
Solution

M2M
Appl.

M2M
Application

operates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M2M
CS

Common
Service

operates

M2M
Service Providers

Underlying
Network

Underlying
Network

operates

Network Operators

M2M Applications

M2M Common Services

Connectivity Services

oneM2M에 적용되는 산업 도메인의 유스케이스 및 유스케이스별 분석 결과 제공
oneM2M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기능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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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기능적 구조

oneM2M 서비스 구성 요소

oneM2M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표준
TTAT.MM-TS.0001 v2.10.0

oneM2M 서비스의 기능적 구조 표준
TTAT.MM-TS.0007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oneM2M 기능적 구조를 규정한다. 특히 서비스 계층

oneM2M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M2M 서비스와 서비스의 기능적 구조를 규정한다. oneM2M

및 네트워크에 독립된 단대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oneM2M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본 표준에 포함된 서비스 구조 및 지원 기능과 절차, 방법을

표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oneM2M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oneM2M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 응용 계층(Application Entity, AE), 공통

oneM2M 서비스 구조 중 공통 서비스 요소(CSE) 에는 서비스 노출 기능(Service Exposure

서비스 계층(Common Services Entity, CSE),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Network Services Entity, NSE)으로

Component),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기능(Network Service Utilization Component), 원격 서비스 노출

이뤄진다.

기능(Remote Service Exposure Component)이 포함된다. 서비스 노출 기능으로 시스템 내에 존재하

oneM2M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공통 서비스 계층에 속한 서

는 서비스들을 응용에 노출시키며,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기능으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받을

비스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oneM2M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계층 내 12개의 기능(Application and

수 있다. Mca, Msc, Mcn, Mcc 등의 참조 포인트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 관련 메시지를 상황

Service Layer Manage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and Delivery Handling, Data Management

별 정책 및 서비스별로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and Repository, Device Management, Discovery, Group Management, Location, Network Service

또한, 본 표준에서는 서비스 구조를 통해 oneM2M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11개 서비스

Exposure/ Service Execution and Triggering, Registration, Security, Service Charging and Accounting,

(Service Subscription, Authorization, Data Exchange, Broker, Device Management, Management

Subscription and Notification)으로 구성된 공통 서비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각 기능은 서비스 제공에

Adapter, Service Administration, Service Subscription Administration, Event Collection, Registration,

필요하다. 본 표준에서는 oneM2M 시스템 각 구성요소 간 통신에 필요한 식별자 규정, 자원 접근을

Registration Administration) 를 어떻게

위한 시스템 내 과정, 자원 관리 방법, 시스템 내 정보 흐름 및 제어 방법, 보안을 위한 시스템 구조, 정
보 저장 방법 등을 기술한다.
Field Domain

Infrastructure
Domain

AE

AE

Mca

Mcn

CSE

NSE

Mca
Mcc

Mca

CSE

Mca

AE(Application Entity)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계층 내 요소

CSE(Common Services Entity)
Mcc’

Mcn

NSE

oneM2M 기능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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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frastructure
Domain of other
Service Provider

공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 서비스 계층 내 요소

NSE(Network Services Entity)
네트워크와 CSE사이에 디바이스 관리, 위치 서비스,
디바이스 트리거링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소
--Mca AE와 CSE사이의 통신 흐름을 위한 참조 포인트
Mcc CSE와 CSE사이의 통신 흐름을 위한 참조 포인트

설정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규정

AE

한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

Service
Exposure
Component

CSE

Service
Component 1

Network Service
Utilization
Component

Mcn

NSE

Msc

Service
Component N

하는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한
다면 본 표준을 숙지해야 한다.

Remote Service
Exposure
Component

Mcc’

Remote
Service
Exposure

Mcn CSE와 NSE사이의 통신 흐름을 위한 참조 포인트

oneM2M 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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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층 핵심 프로토콜
oneM2M 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표준
TTAT.MM-TS.0004 v2.7.1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 내 통신 프로토콜, 공통의 데이터 포맷, 계층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메시지 전송 방법 등을 제공한다. oneM2M 응용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표준에 규정된 통신 프로
토콜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
oneM2M은 자원 기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원 전달에 있어 응용 계층에서 요청과 응답
절차를 기본 데이터 전달 모델로 사용한다. 응용 계층에서 요청과 응답은 XML 또는 JSON 텍스트를
통해 표현되며, 데이터를 전달할 때 통신 프로토콜은 HTTP, CoAP, MQTT, 웹소켓이 사용된다. 표준
에는 프로토콜 디자인 원리 및 요구사항, 데이터 타입 정의, 데이터 포맷 및 전달 절차, 데이터 전달
방법, 자원 타입 정의, XML 정의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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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프로토콜 바인딩

MQTT 프로토콜 바인딩

HTTP 프로토콜 기반 메시지 전송 표준
TTAT.MM-TS.0009 v2.6.1

MQTT 프로토콜 기반 메시지 전송 표준
TTAT.MM-TS.0010 v2.4.1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에서 통신 프로토콜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바인딩 기술을 제공한다.

응용 요소(AE)와 공통 서비스 요소(CSE) 간 신뢰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MQTT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을 규정한다. MQTT 프로토콜 바인딩은 oneM2M 시스템 내의 Mca 또는 Mcc 참조 포인

주요 내용

트의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로, 응용 요소를 개발할 때 참고된다.

HTTP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은 oneM2M 구성요소 간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HTTP가 적용된 메
시지 전송 기술이다. 따라서 oneM2M 구성요소 간 메시지 전송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로 HTTP를

주요 내용

사용한다. 바인딩 기술에는 oneM2M 프로토콜 원시 타입의 HTTP 메소드 바인딩, oneM2M 응답

oneM2M 시스템에서 MQTT 프로토콜 바인딩은 응용 요소와 공통 서비스 요소 사이에서 신뢰적

상태 코드의 HTTP 응답 코드 바인딩, oneM2M 자원의 HTTP 자원 바인딩 기술로 구분되어 제공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로 사용된다. MQTT 서버의 위치에 따라서 노드에 MQTT

다. 또한, oneM2M 원시 타입과 HTTP 메시지 매핑에 필요한 분석 내용, 메소드 매핑 정의, 절차 등도

서버가 함께 위치하거나, 별도의 MQTT 서버가 위치한 경우로 나뉜다. 본 표준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표준에서 다루고 있다.

시나리오별 설정 방법을 각각 정의한다. 또한,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로 MQTT를 이용한 통신 접속
방법, 제어 메시지 전송을 위한 요청 및 응답 메시지 포멧 정의, 메시지 전송 흐름 방법 등을 다룬다.

ADN

Mca messages over MQTT

AE

MN

Mcc messages
over MQTT

IN
PS6

Mcc messages
over MQTT

AE

ASN

MQTT Client

CSE

PS4
Mcc messages over MQTT

AE
MQTT Client
MQTT Server

Mcc messages over MQTT

CSE

MQTT Client

MQTT Client
MQTT Server

ASN

PS3

CSE

PS5

AE
MQTT Client

CSE

Mcc

Mcc’

AE
MQTT Client
MQTT Server

AE

Mca

MN

Mca messages over MQTT

PS2

MQTT Client

ADN

PS1

MQTT Client

AE

CSE

PS7

Mcc’ messages over MQTT

·ADN(Application Dedicated Node)
·ASN(Application Service Node)
·MN(Middle Node)
·IN(Infrastructure Node)

노드에 MQTT 서버가 함께 위치한 경우의 통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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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켓 프로토콜 바인딩

기본 온톨로지

웹소켓 프로토콜 기반 메시지 전송 표준
TTAT.MM-TS.0020 v2.0.0

시맨틱 기반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상위 온톨로지 표준
TTAT.MM-TS.0012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에서는 Mca, Mcc 참조포인트를 통해 제어 및 설정 메시지가 전달된다. 제어 및 설정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될 웹소켓 프로토콜 바인딩 기술을 본 표준에서 제시한다. 웹소켓 연결 과정,

oneM2M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온톨로지 정의와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방법을 제공한다.

메시지 포맷, 요청 및 응답 시 필요한 웹소켓 프로토콜 페이로드 매핑 방법 등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oneM2M에서는 자원과 자원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된 온톨로지를 사용

oneM2M은 웹소켓 프로토콜을 통해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oneM2M 시스템의 각

한다. oneM2M 시스템은 기본 온톨로지를 갖고 있으며, 온톨로지로 정의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요소는 웹소켓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시에 갖고 있고, 웹소켓을 통해 제어 및 설정

방법을 표준을 통해 제공한다. 기본 온톨로지와 외부 온톨로지 간 매핑 방법도 제시한다. 외부시스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웹소켓 프로토콜 바인딩과 관련해서 연결 설정 시 필요한 클라이언트 핸드

과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oneM2M의 기본 온톨로지와 외부 시스템의 온톨로지 사이에

세이크 메시지 포맷 및 서버 핸드세이크 메시지 포맷, 연결 해제, 등록 과정 등도 표준에서 제시한다.

클래스 매핑, 속성 매핑, 클래스 인스턴스 매핑, 서브클래스 매핑, 서브속성 매핑 등 5가지 매핑 방법
도 포함된다.

AE

AE

Mca

WS Client

ADN

Mca

WS Client

ADN

ASN

MN

MN

IN

AE

AE

AE

CSE

CSE

AE
WS Client

CSE

WS Client

Mcc

WS Client

CSE

WS Client

Mcc

WS Client

ASN

WS Client

CSE

WS
Server

WS
Client

Mcc’
Mca

Mcc

Mcc

Mcc’

웹소켓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설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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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

가전제품 정보 모델과 매핑 방법

추상화 및 시맨틱 관련 기술 소개
TTAT.MM-TR.0007 v2.11.1

가전제품의 정보 자원을 표현하는 표준
TTAT.MM-TS.0023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 내 추상화 및 시맨틱 관련 최근 기술을 다룬다. 유스케이스 별로 추상화 및 시맨틱

oneM2M 시스템 내에서 가전제품의 정보 자원을 표현하기 위한 가전제품 정보 모델을 정의한다.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취득한 다른 정보 모델과의 매핑 방법과 홈 도메인 정보 모델을 위한 온토로지

방법도 소개한다.

도 다룬다.

주요 내용
oneM2M 시스템에서는 자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추상화 및 데이터 모델링이 이뤄진다. 시맨틱 기술을

주요 내용

통해 응용 측면에서 모델링으로 표현된 데이터,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를 포함한 자원을 이해하도록 한다.

정보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은 자원이 존재하는 도메인을 먼저 정의하고, 모듈 클래스와 디바이스

oneM2M에서 추상화를 위한 모델링 기술과 시맨틱을 지원하는 방법, 시맨틱을 통한 Non-oneM2M

모델도 각각 정의한다. 그런 다음에 속성, 액션, 데이터, 이벤트 등의 정보를 모델링한다. 모듈 클래스

시스템과의 인터워킹 방법도 표준에 포함된다. 자원 추상화 및 시맨틱 기술의 적용 사례로 홈 환경

는 자원 타입 및 능력을 각 속성별로 정의하고, 디바이스 모델은 가전제품별로 각 디바이스를 정의할

모니터링 및 제어 등의 M2M 유스케이스를 시맨틱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도 부록으로 제공한다.

수 있다.

Application

translation
into

Abstract Information
Model
mapping
into

1. 응용 레벨 명령
예) 거실 온도를 낮추기

시맨틱 지원

오리지널 데이터 및 사물간, 데이터간 관계 등의 이해를 도움

2. 디바이스 레벨 명령의 추상화
예) ID-00007을 가진 난방기의 전원 끄기

Abstraction of the specific technologies
syntactic support

3. 기술에 특화된 디바이스 레벨 명령
예) <ZigBee Specific Command>라는 명령을
ID가 <ZigBee specific ID>인 endpoint에 보내기

oneM2M 시스템의 추상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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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도메인 추상 정보 모델
홈 도메인 유스케이스를 위한 추상화된 정보모델 정의
TTAT.MM-TR.0017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홈 도메인 내 자원과 추상적 정보 모델링이 관련된 기술을 제공한다. 홈 도메인 내 디바이스의
oneM2M 시스템을 연동할 때, 본 표준을 활용해 디바이스 관련 정보 모델링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
올조인(AllJoyn), 홈키트(HomeKit), 스마트홈 디바이스 템플릿(HGI)의 홈 도메인 추상화 정보 모델 방
법에 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 결과를 토대로 oneM2M 추상 정보 모델 방법을 규정한다. 추상 정
보 모델은 디바이스 및 디바이스 특성 기반 접근법, 서비스 중심 접근법, 디바이스 특징 및 서브 디바
이스를 고려한 접근법, oneM2M 정보 모델 기반의 SDT(Smart Device Template)를 활용한 접근법까
지 총 네 가지 기본 접근 방법으로 정의된다. 본 표준에서는 네 가지 기본 접근 방법별 정보 모델 등
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상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 등을 기술한다.

Device

Washer

Oven

TV

Refrigerator

...

Service

Operation
Control

...

Device
Characteristic

Product
Brand

...

Sub-Device

Light

...

Method

Execute
Operational
Command

...

Service
Characteristic

Operational
State

...

Event

TBD

...

추상 정보 모델 중 디바이스 특징 및 서브 디바이스를 고려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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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관리 기술(OMA)

oneM2M 관리 기술(BBF)

OMA를 oneM2M 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
TTAT.MM-TS.0005 v2.0.0

BBF를 oneM2M 시스템에 적용하는 표준
TTAT.MM-TS.0006 v2.0.1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MA 시스템 관리 기술인 OMA DM 1.3, OMA DM 2.0, OMA LightweightM2M을 이용한
oneM2M 관리 기술을 다룬다. oneM2M 서비스 계층과 OMA 관리 모델간 프로토콜 변환 및 매핑 방

oneM2M의 관리 자원과 CPE WAN 관리 프로토콜인 BBF TR-069 및 데이터 모델인 TR-181
간 매핑 프로토콜을 규정한다.

법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본 표준에는 BBF (Broadband Forum )에 규정된 데이터 타입, 식별자, 자원 속성 등을 oneM2M 시

OMA DM(Device Management)과 oneM2M 시스템 간 데이터 타입, 식별자, 자원 속성 등의 매핑

스템에 정의된 내용으로 매핑한다. 식별자 매핑의 경우 디바이스 식별자의 노드 자원 매핑을 규정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oneM2M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시스템 상태 코드에 대한 매핑을 위해,

한다. 자원 매핑은 디바이스 식별자의 자원 타입 및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자원 매핑을 통해 이뤄진

매핑 테이블을 참고하여 oneM2M 시스템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상태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다. 표준에는 다양한 디바이스 내 자원 매핑 방법을 다루고 있다. 자원 정보 갱신, 실행, 삭제 등의

oneM2M Data Types

관리 기능을 위한 매핑 방법도 규정한다.

Mapping to data
types in OMA DM

Description

TBD

null

OMA DM Nodes with null data type shall not store any value.

xs:base64Binary

b64

Data type for Base64-encoded binary data.

xs:base64Binary

bin

Data type for binary data.

xs:boolean

bool

Data type for Boolean

xs:string

chr

Data type for text. The length limit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pping

xs:integer

oneM2M Data Types

Mapping to data
types in TR-106

Conversion Notes

xs:boolean

boolean

xs:string

string

xs:unsignedInt

unsignedInt

xs:unsignedLong

unsignedLong

xs:integer

long

Mapping is constrained to the size of the
long data type.

Mapping is constrained to the size of the
string

int

Data type for 32-bit signed integer

xs:date

date

Data type for date in ISO 8601 format with the century
being included in the year

xs:time

time

Data type specifying that the Node value is a time in ISO
8601 format

Xs:positiveInteger

unsignedLong

Mapping is constrained to a lower limit of 1
and the size of the unsignedLong data type.

xs:float

float

Data type for a single precision 32-bit floating point type as
defined in XML Schema 1.0 as the float primitive type

Xs:nonNegativeInteger

unsignedLong

Mapping is constrained the size of the
unsignedLong data type

xs:nonNegativeInteger

int

Data type for numbers equal or larger than 0, mapped from
64-bit to 32- bit representation

Comma separated Lists

Comma separated
Lists

xs:positiveInteger

int

Data type for numbers equal or larger than 1, mapped from
64-bit to 32- bit representation

Data structure is represented by comma
separated list as described in section 3.2.3
of TR-106

int

Data type for signed integer numbers, mapped from 64-bit
to 32-bit representation

node

The OMA DM ‘node’ data type describes the format of the
Interior Node that can have child Nodes. The mgmtLink
attribute in the Resource supports the hierarchy of
Resource. Note that this is not data type mapping

xs:long
The mgmtLink attribute
in the Resource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핑 내용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한 매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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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M2M 인터워킹

AllJoyn 인터워킹

oneM2M과 LWM2M 간 상호연동 표준
TTAT.MM-TS.0014 v2.0.0

oneM2M과 AllJoyn 간 상호연동 표준
TTAT.MM-TS.0021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다루어지는 oneM2M과 LWM2M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AllJoyn과 oneM2M 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기술을 제공한다. 인터워킹에 필요한 AllJoyn
IPE(Interworking Proxy application Entity) 구성 및 위치, AllJoy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neM2M

방법을 제공한다.

자원 매핑 방법, 구조, IPE 를 통한 AllJoyn 서비스 탐색 방법 등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
oneM2M 시스템은 타 시스템과의 인터워킹을 위해 oneM2M 시스템 내 공통 서비스 계층(CSE)에

주요 내용

외부 시스템과 인터워킹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정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oneM2M과 LWM2M간 상

oneM2M과 AllJoyn 간 인터워킹을 위한 참조 모델은 oneM2M 시스템과 AllJoyn 응용 간 인터

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시나리오를 정의한다. 상호연동을 위해 LWM2M 프록시 응용 요소(LWM2M

워킹을 위해 AllJoyn IPE으로 구성된다. oneM2M CSE 내부에 AllJoyn 서비스를 oneM2M 자원

Interworking Proxy application Entities, IPE)와 LWM2M 응용 간 Mca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인터워

으로 노출시키는 역할을 IPE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AllJoyn IPE 내부는 AllJoyn 응용과

킹 기능을 제공한다. 인터워킹 방법은 자원공유 방식과 시맨틱 방식을 정의하며, 각 방식에 사용되는

AE로 구성되고, CSE에 AllJoyn 응용으로 자원을 노출시킨다. 또한, AllJoyn 서비스를 oneM2M

자원 정의, 인터워킹 과정 등도 표준에서 제시한다.

자원으로 식별하는 인터워킹 자원 매핑 방법, AllJoyn IPE 등록 방법, AllJoyn 서비스 디스커버리
방법, 서비스 매핑 방법, 인터워킹 절차 등도 표준에 포함된다.

Hybrid Application

LWM2M Application

LWM2M
Interface

LWM2M
Interface
LWM2M
IPE

Mca

LWM2M

AllJoyn Application
AllJoyn
Protocol
AllJoyn

Mca

Mca

CSE(s)

Mca

IPE

IPE

Mca

AE

CSE
ASN/MN/IN

Mcc/Mcc’

CSE
MN/IN

·AE(Application Entity)
·CSE(Common Services Entity)
·ADN(Application Dedicated Node)
·ASN(Application Service Node)
·MN(Middle Node)
·IN(Infrastructure Node)

LWM2M 인터워킹 참조 모델

AllJoyn 인터워킹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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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C 인터워킹
oneM2M과 OIC 간 상호연동 표준
TTAT.MM-TS.0024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와 oneM2M 간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워킹 기술을 다룬다.
인터워킹에 필요한 OIC Client IPE(Interworking Proxy application Entity) 구성 및 위치 등을 기술하며,
AllJoyn 인터워킹 표준에서 다룬 것처럼 oneM2M 자원 매핑 방법과 구조, IPE 를 통한 서비스 탐색
방법 등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oneM2M과 OIC와의 인터워킹을 위한 참조 모델은 oneM2M 시스템과 OIC 응용 간 인터워킹을
위한 OIC Client IPE로 구성된다. 인터워킹을 위해 OIC Client IPE가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제시된다. oneM2M CSE 내부에서 OIC 서비스를 oneM2M 자원으로 노출시키는 방법, 자원 식별을
위한 OIC 디바이스 표현 방법, OIC 자원 디스커버리 방법, 인터워킹 절차 및 과정 등도 포함된다.

OIC Application
(OIC Server)

AE

OIC
Protocol
OIC Client

Mca

IPE

Mca

CSE

Mcc/Mcc’

ASN/MN/IN

CSE
MN/IN

OIC 인터워킹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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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릴리즈 13 IWK 연동 기술

상호운용성 테스팅 프레임워크

oneM2M과 3GPP 릴리즈 13 간 상호연동 표준
TTAT.MM-TR.0024 v2.0.0

oneM2M 시스템들간의 상호운용성 테스트 표준
TTAT.MM-TS.0015 v2.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과 3GPP 릴리즈 13 시스템 간 인터워킹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oneM2M 시스템(CSEs, AEs)들이 표준 인터페이스(Mcc, Mca)를 사용하여 서로 연동되는지를 테스
트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테스팅 전략 등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서비스 공유 및 인터워킹을 위해 3GPP Service Capability Exposure(SCE)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oneM2M과 관련 있는 요구사항 및 기능 등을 제시한다. 인터워킹 방법으로 oneM2M 시스템과
3GPP 릴리즈 13 시스템 간 인터워킹 구조와 OMA API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인터워킹 구조

주요 내용
상호운용성 테스팅은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행된다. oneM2M 시스템과 연계된 디바이스
개발 시 본 표준에 규정된 상호운용성 테스트 전략을 활용한 테스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에는 3GPP 참조포인트를 통한 인터워킹, OMA API를 통한 인터워킹,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된 하이
브리드 인터워킹 방법 등을 제공한다.

Test operator

Application Entity

Test bed control module

Mca
Mcc
Mcn

(3GPP exposed
Interfaces)

Trust
Domain
(Mcn)

oneM2M
Architecture
Element

oneM2M IN-CSE

NSSE
Mcn(OMA APIs)
APIs

OMA
SCEF

3GPP exposed
Interfaces
3GPP Network

APIs

Protocol
Analyser

Test stimulation
Environment

Mcn(Other APIs)
APIs

APIs

SUT(System Under Test)

Other exposure
function

Stimulating interface

Configuration / Control interface

TBD

Trust Domain

Monitoring interface
Tracing interface

Test Operator interface

Other Underlying Network

테스트베드 구조 및 관련 인터페이스
oneM2M 시스템과 3GPP 릴리즈 13 시스템간 인터워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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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보안 방법

보안 기술

oneM2M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관련 표준
TTAT.MM-TS.0003 v2.4.1

oneM2M의 주요 보안 이슈 및 기술
TTAT.MM-TR.0008 v2.0.0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정의한다.

주요 내용

oneM2M 시스템 내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기술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

oneM2M 보안 구조는 크게 보안 기능 계층, 보안 환경 추상 계층, 보안 환경 계층으로 나뉜다.

oneM2M 보안은 응용 도메인 보안, 인트라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 인터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 기능 계층은 보안 서비스 기능을 가졌으며, 보안 환경 추상 계층은 보안 키, 데이타 암호화와

보안, 네트워크 보안까지 네 개의 보안 도메인으로 구분되어 보안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용 도메인

같은 보안 환경 변수를 선언한다. 보안 환경 계층은 센서 데이터 및 센서 기능으로 보안 환경을 정의

보안은 응용과 공통 서비스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안하며, 인트라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은

한다. 계층별 동작 방법 및 절차 등은 표준 내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벤트 플로우에서의 보안

공통 서비스 내 CSE 공격을 막는다. 인터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은 공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E

절차 및 방법 보안 서비스 계층에서의 각 기능과 보안 측면에서의 접속 관리 방법, 그리고 oneM2M

간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안하고,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와 CSE 사이에 주고 받는 메시지를 보안

보안 프레임과 방법 등도 포함된다.

한다.
본 표준은 그 외 oneM2M 시스템 내부에서의 여러 보안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도 기술한다. 보안이
필요한 시큐어 데이터 저장,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능, 민감한 데이터의 시큐어를
전송하는 보안 기능이 강화된 연결 설정 방법 등이 포함된다.

Applications
①
②

Common Services

③

④
Underlying Network Services

① 응용 도메인 보안
② 인트라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
③ 인터 공통 서비스 도메인 보안
④ 네트워크 보안

oneM2M 보안 도메인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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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단 보안 및 그룹 인증 기술

이종 접근 제어 허가 구조

단대단 보안과 그룹 인증에 대한 유스케이스 분석
TTAT.MM-TR.0012 v2.0.0

유스케이스별 oneM2M 시스템 허가 구조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 내 단대단 보안과 그룹 인증을 제공하는 방법의 특징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oneM2M 시스템 허가(Authorization) 구조, 허가 절차, 이종 접근 제어 정책 등과 관련된 방법을 제공
한다.

주요 내용
본 표준에는 단대단 보안 및 그룹 인증을 위해 유스케이스(Use Cases)들을 분석해 해당 결과를

주요 내용

기술한다. 유스케이스로는 키 분배를 통한 단대단 인증, 안전한 그룹 통신, 단대단 인증, TTP(Trusted

본 표준에서는 일반적인 허가 구조 및 절차, 그리고 oneM2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Third Party)를 이용한 단대단 데이터 인증, 홈 단위 보안 인증, TTP를 이용한 단대단 메시지 인증, 고정

허가 구조 및 절차를 유스케이스(Use Cases)에 따라 소개한다. 예를 들어, M2M 게이트웨이를 통한

그룹 인증(스마트 미터 리딩의 경우)이 있다.

자원 기반 분산 허가, 허가 요소 간 메시지 전달을 통한 허가,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및 허가, 환경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표준에서는 그룹 인증을 위한 보안 구조 및 그룹 인증을 제공하는 단대단 보안

주제와 같은 특성 기반 접근 제어 및 허가와 같은 유스케이스가 있다. 각 유스케이스에서 유스케이스

프레임워크(End-to-End Security Framework : ESF)를 제안한다. ESF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별 허가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접근 제어 정책 언어의 oneM2M 시스템 적용에 대한 제안도 표준에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CSE를 최소화하는 보안 기술을 제시한다. ESF는 보안 계층을 통해 키 분배,

포함된다.

타겟 데이터 전송 등의 인증 작업을 수행한다. 인증 방법 및 절차는 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오브젝트
기반 보안 기술들과 시맨틱 키를 이용한 단대단 메시지 인증 방법 등의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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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케이스 콜렉션
oneM2M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스케이스
TTAT.MM-TR.0001 v2.4.1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정의한다. 에너지,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홈,
자동차 등의 분야별 유스케이스를 규정하여, oneM2M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oneM2M 시스템
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주요 내용
본 표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스케이스를 정의한다. 해당 유스케이스를 위한 oneM2M 요구사
항, 시스템상 데이터 및 제어 흐름, 도식화된 서비스 내용 등을 기술한다. 에너지, 엔터프라이스, 헬스
케어 등의 분야 외에도, 농업 분야 유스케이스, 그룹 단위 멀티케이스 및 접속 제어 서비스와 관련된
유스케이스도 포함된다.
분야

유스케이스

에너지

에너지 관리 및 제어 시스템, 스마트 미터링, 환경 모니터링, 오일 및 가스 수
송 시스템

엔터프라이스

스마트 빌딩, 머신 소셜라이즈

헬스케어

M2M 헬스케어 게이트, 피트니스 서비스, 원격 환자 케어 및 모니터링

공공서비스

거리 조명 자동화, 물리 및 가상 디바이스 서비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스마
트 주차, 정보 전달 서비스

홈

홈 에너지 관리 및 관리 시스템, 전기차 에너지 제공 서비스, 실시간 오디오
및 비디오 전달 서비스

자동차

차량 원격 제어 및 관리 서비스, 택시 서비스, 자동차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자율 주행 서비스

기타

밴딩 머신, M2M 데이터 관리, M2M 인터워킹
분야별 유스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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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M2M 산업 도메인 유스케이스
oneM2M에 적용되는 산업 도메인

표준 역할 및 목적
oneM2M에 적용되는 산업 도메인의 유스케이스 및 유스케이스별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oneM2M이 활용되는 산업 도메인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oneM2M 시스템을 적용하는
산업 도메인의 대표 유스케이스는 공장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공장 운영 데이터 수집,
항공기 관리, 실시간 데이터 수집, 산업 도메인 내 데이터 암호화, 산업 도메인 내 QoS/QoI 모니터링
이다. 표준에는 이와 같은 유스케이스를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의 흐름과 방법 등을 기술한다.

44

45

들어가며

표준 간의 관계 및 역할
스마트폰(게이트웨이) 활용을 위한
LWM2M 확장 모델 제공
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LWM2M 아키텍처 표준

LWM2M 기반 기기
상호연동 시험 절차
LWM2M 기반 기기 시험 방법 제공

LWM2M 관련 표준 목록
표준명(표준번호)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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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내서
사물인터넷

LWM2M 아키텍처
(TTAE.OT-06.0065)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TTAK.OT-06.0064)

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
(TTAK.KO-06.0446)

LWM2M 기반 기기 상호연동 시험 절차
(TTAK.KO-06.0418)

개요
OMA에서 개발한 LWM2M(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아키텍처 정의
oneM2M 게이트웨이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모델과 그에 따른 기능 요소
및 인터페이스 정의
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을 정의
OMA LWM2M 프로토콜을 채택한 기기와 연동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시험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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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M2M 아키텍처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LWM2M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표준
TTAE.OT-06.0065

스마트폰 게이트웨이 사용을 위한 LWM2M 구조 표준
TTAK.OT-06.0064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OMA에서 개발한 LWM2M(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아키텍처를 정의한다. LWM2M는

oneM2M 게이트웨이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모델과 그에 따른 기능 요소

경량화된 사물인터넷 시스템 구조로 평가받았으며, LWM2M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할 때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oneM2M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LWM2M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LWM2M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개발할 때와 LWM2M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LWM2M 아키텍처는 LWM2M Enabler 요소인 LWM2M 서버, LWM2M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 LWM2M 아키텍처 모델을 제안한다. 스마트

이에 대한 기능과 구성 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다. 경량화된 사물인터넷

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는 LWM2M Enabler 아키텍처 요소인 LWM2M 서버, LWM2M 클라

디바이스를 위한 개방형 기술과 응용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경량화된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조로

이언트, 그리고 추가 구성 요소인 LWM2M 스마트폰 클라이언트, None-LWM2M 디바이스 커넥터,

활용된다.

None-LWM2M 리소스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기능과 구성 요소 간의 인터페이스 내용이 표준에
포함된다.
OMA LWM2M 아키텍처
LWM2M Server

LWM2M
Server
Management
and Service
Enablement

LWM2M
Bootstrap Server

Bootstrap

SmartCard

Bootstrap

Information
Reporting

Client
Client
Registration
Registration

Device
Management
and Service
Enablement

Information
Reporting
Bootstrap

LWM2M Smart
Phone Client

LWM2M
Client

Bootstrap

선택적 구성요소
아키텍처에 명시된 구성요소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의 방향

LWM2M 아키텍처

Client
Registration

Update
Request

Operation
Forwarding

None-LWM2M
Device Connector

Operation
Request

Connection

Client
Registration

LWM2M
Bootstrap Server

SmartCard

Device
Management
and Service
Enablement

Information
Reporting

Bootstrap

LWM2M
Client
Bootstrap

선택적 구성요소
None-LWM2M
Resource

아키텍처에 명시된 구성요소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의 방향

스마트폰을 위한 LWM2M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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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

LWM2M 기반 기기 상호연동 시험 절차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스마트폰 자원 표준
TTAK.KO-06.0446

OMA LWM2M 프로토콜 채택 기기와 연동하는 표준
TTAK.KO-06.0418

표준 역할 및 목적

표준 역할 및 목적

스마트폰의 LWM2M 자원 모델을 정의하며, 스마트폰 내에 LWM2M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OMA LWM2M 프로토콜을 채택한 기기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동 시험이 진행된다. 해당 시험

개발할 때 자원 모델로 활용된다.

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시험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스마트폰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구성할 때 필요한 LWM2M 자원 모델 기반의 스마트폰

시험 절차는 LWM2M 서버와 LWM2M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으로 이뤄지며, 메시지의 포맷과

오브젝트를 제안한다. 스마트폰이 가진 자원들을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분해 LWM2M 기반 사물

타이밍을 확인하기 위해 패킷 모니터링 툴(Packet Monitoring Tool)을 이용한다. LWM2M 서버는 등

인터넷 환경에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내 자원은 오브젝트 및 리소스

록된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시험 항목은 등록 기

로 정의하며, 센서 오브젝트와 액추에이터 오브젝트로 나눠 규정한다. 센서 오브젝트는 가속도 센서,

능, 기기 객체(Device Object) 접근,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연결성 상태 객체(Connectivity Monitoring

자이로 센서, 자기장 센서, 조도 센서, 근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이 속하고, 액추에이터 오브

Object) 조회, 관찰 및 통지 기능, 보안 기능, 위치 객체(Location Object) 조회까지 총 일곱 개이며,

젝트로는 카메라, 사운드 레코더, 사운드 플레이어 등이 있다. 각 오브젝트에 대한 자원 모델과 XML

각 항목의 세부 사항과 시험 절차도 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형식의 스마트폰 오브젝트 정의에 대한 사례도 본 표준에 포함된다.

LWM2M Server

LWM2M Client

Packet Monitoring Tool

시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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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표준이란?

이런 분들을 위해
ICT 표준이 있습니다
기기 간의 호환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제공으로
같은 기종 또는 다른 기종 간에 정보교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제조업체 등 사업자는 단위 생산·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면
WTO TBT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은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국제 교역이 활성화됩니다.

1기기 1충전기에서 多기기 1충전기로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 간에 정보 교환 및 처리가 가능한 것은
ICT 표준을 따라 기술 규격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3G/LTE, 전화기 한글자판, 디지털TV 방송음량
표준 등이 이미 우리 일상에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ICT

환경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표준의 제정 과정에는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가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표준을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표준을
사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표준에 명시된 방법으로 품질보장 및 관리, 생산관리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측정함으로써 제품 개선이 손쉬워집니다.

안전,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재난 대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ICT 표준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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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는 대한민국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입니다

정보통신 표준에 관심이 있다면
TTA 회원이 되세요!
표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홈페이지 회원)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 개발 상황 파악 가능
•국내외 표준, 해외동향 등 각종 정보 무상 제공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교육 무상 제공(edu.tta.or.kr)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제공(consulting.tta.or.kr)
  

표준을 만들고 싶다면 (TTA 회원사)
표준 개발 참여 및 신속한 정보 취득 가능
•TTA표준화위원회 활동, 표준 개발 참여(committee.tta.or.kr)
•정보통신단체표준TTA표준 제·개정 의결시 투표권 부여

2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ICT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협의체인 3GPP, 3GPP2, oneM2M 가입자격 부여

TTA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기술세미나 참가비, 시험인증서비스 수수료 할인

- 통신망, 이동통신, 방송,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 무상, 무제한 제공(consulting.tta.or.kr)

- ICT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인증 및 시험 규격 개발
-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국제 협력 활동
-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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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표준 전문가라면 표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지원 (expert.tta.or.kr)
•표준/기술 자문서비스 멘토 활동 지원 (consulting.tta.or.kr)
•ICT 표준화 포럼 활동 지원 (forum.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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