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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람의 간섭 없이도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 

통신하고 화하여 주변 환경을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IoT 장치 간의 랫폼이나 서비스 

요구사항 등이 표 화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제조사 는 서비스 역에서는 상호연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IoT 랫폼들이 개발되었지만 이들 랫

폼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oT 랫폼들 간의 상호

운용성 보장을 하여 기존 IoT 랫폼들을 분석하고, 메타데이터 지스트리(MDR; Metadata 

Registry) 기반의 새로운 IoT 랫폼 참조모델을 제안한다.

1. 서론

IoT는 1999년 MIT Auto-ID Center 소장 빈 애시톤

(Kevin Ashton)이 RFID 기술을 이용해 실 세계 사물들

과 가상 세계를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람

의 개입 없이 상호간에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이러한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실세계와 가상 세계를 하나로 묶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를 네트워크로 연

결한  연결사회 개념이 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규격화된 시스템 부재와 제조사별로 서로 다

른 서비스 요구사항으로 인해 각기 다른 장치 사이에 통

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 을 가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서로 다른 랫폼과 요구사항들로 구성된 사물

들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between IoT 

devices)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 랫폼 상호운용성 제공을 하여 재 개발․운  

인 표  IoT 랫폼에 하여 분석하고, IoT 랫폼 

간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between IoT platforms)

을 메타데이터 지스트리(MDR; metadata registry) 기반

의 새로운 IoT 랫폼 참조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랫폼 

표 화 동향  표  IoT 랫폼에 하여 설명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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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IoT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기존 연구들을 분

석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DR기반의 IoT 

랫폼 참조모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에 해 설명한다.

2. 련 연구

2.1 IoT 랫폼 표 화 동향

IoT 환경에서 서로 다른 랫폼의 호환성을 하여 

공통 표 화된 램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1]. 

이와 련하여, 국제 표 화 랫폼 규격을 만들기 해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를 비롯해 유럽, 미주, 한국, 

국, 일본 등 7개의 표 개발기구(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들이 모여 공식 서명함으로써 

oneM2M Partnership Project가 시작되었으며, M2M/IoT 

시장 확   활성화를 목 으로 2015년 1월 oneM2M 서

비스 랫폼 표  릴리스 1.0을 발표했다[2]. 이 표 에는 

다양한 요구사항, 아키텍처, 로토콜, 보안기술, 단말 

리  시맨틱(semantic) 추상화 기술과 련된 9개 기술규

격으로 구성되며 IoT 랫폼의 편화를 방지하고 개발 

 운 비용을 감소하기 해 기존 모델링 언어를 재사용

한다. 그러나 향후 데이터 호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합성·인증과 련한 표 화에 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 재 IEEE를 비롯하여 Allseen Alliance,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Thread Group,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등 많은 표  단체에

서 IoT 랫폼간의 표 화를 진행 이다. 이  인텔과 

삼성 자가 함께 결성한 OIC, 컴(Qualcomm)과 시스코

(Cisco) 등이 후원하고 있는 Allseen Alliance가 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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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llseen Alliance는 2013년 12월 리 스 재단이 IoT 

확산을 해 설립한 범산업 컨소시엄이며 컴 이노베이

션 센터가 제공한 Alljoin 오 소스 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OIC는 2014년 7월 인텔, 삼성 자, 델 등은 

컴 주도의 AllSeen Alliance에 항하고, IoT 디바이스들

의 연결성 확보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비 리기 인 OIC

는 IoTivity 라는 임워크를 공개하 으며 수 십억 개

의 기기 간의 연결 요건 정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목표

로 한다.

2.2 Open IoT 랫폼

2.2.1 Mobius

Mobius는 표  기반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장치들 간의 

연결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 제어, 데이터 수집  서

비스 포털 연동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랫폼이다. IoT 

장치를 등록 후 장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조회  제어

가 가능한 Open API로 변환하여 공유  매가 가능하

며, Open API를 바탕으로 어 리 이션 제작이 가능하다. 

장치를 이용 목 에 따라 분류하여 그루핑하면 장치 정보 

공개 여부 설정 변경이 가능하며 B2B(business to 

business) 역의 M2M(machine to machine) 단말뿐 아

니라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악세서리 등 B2C(business to 

consumer) 역의 다양한 IoT 기기를 지원한다.

2.2.2 oneM2M

   oneM2M은 2012년 7월 유럽, 미주, 한국, 국, 일본 

의 7개 표 개발기구(SDO) 간의 제휴 약을 기반으로 

출범되었다. 기존 사물인터넷 랫폼이 특정 서비스에만 

을 두고 개발되었다면 oneM2M은 특정한 서비스  

어 리 이션에 종속 이지 않고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

통 랫폼 구조를 갖으며 M2M 센서, 액세스  코어 네

트워크, M2M 랫폼, M2M 어 리 이션의 하부 센서, 

장치  네트워크 기술은 부분 기존의 기술을 활용한다. 

oneM2M은 IoT 랫폼 편화 방지, 재사용을 통한 개발 

비용  운 비용 감소 등 장 을 가지고 사물인터넷 산

업 활성화에 을 두고 있다.

2.2.3 Alljoin

Alljoin은 컴 주도 IoT 연합단체인 AllSeen Alliance

에서 표 화한 오 소스 기반의 IoT 랫폼이다. Alljoin

은 운 체제(OS)나 하드웨어 종류에 상 없는 기기 간 연

결 랫폼이라는게 특징이며, 각기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

어진 조명, 스마트워치, 냉장고, 에어컨 등이 Alljoin 허

를 통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

2.2.4 COMUS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랫폼(COMUS Platform; 

common semantic USN platform)[3]은 사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자가 원할 

때 센싱(sensing) 데이터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실시간 센싱 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COMUS 랫폼은 의미  표 을 통해 모든 사물인터넷 

자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공통 언어로 기

술하고 이를 컴퓨터가 이해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만을 검색, 추론해 주는 시맨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IoT 자원에 내포되어있는 의미 정보들을 자율 으

로 해석하여 수집한 센싱 정보간의 연 성을 분석, 상 

추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높은 리티의 개인 맞춤형 

IoT 지식 컨텐츠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 일반 사용

자들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의식하

지 않고도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착형 USN 서비스를 지원한다. 핵심기술로는 

로벌 USN 자원  센싱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으

며, 가의 민수 보 형 센서를 개개인이 쉽게 구매, 설치, 

연결할 수 있다. 

3. IoT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기존 연구 분석

다양한 IoT 랫폼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장치와 장치

간의 상호운용성을 한 연구가 요한 이슈이다. IoT 환

경의 상호운용성에 한 연구는 장치 는 어 리 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목 으로 한다.

EcoDiF(web ecosystem of physical devices)[4]는 IoT 

EcoSystem에서 다양한 장치 간의 상호운용성을 리하기 

해 제안된 웹 기반 미들웨어 랫폼이다. EcoDiF는 다

양한 도메인에서 이기종 물리  장치들 간의 통합과 

HTTP, REST, EEML, EMML등과 같은 웹 기술을 기반

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컨트롤, 시각화, 처리, 장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 제안된 Task Computing Framework를 확장하

여 IoT를 한 시맨틱 미들웨어[5]는 시맨틱 서비스들이 

미들웨어에 의해 발견된 다양한 장치에 의해 생성된다. 사

용자는 시맨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구

성요소들로 Tasks를 구축하고, 구축된 Task는 장치들에 

의해서 실행된다. 이러한 근방법은 어 리 이션들의 상

황인지나 상호운용성과 같은 시맨틱 웹 근방법의 장

을 가진다. 그러나 non-IP 블루투스 그리고 

UPnP(universal plug and play) 표 을 따르는 장치들에

는 제한 을 가지며 한, 개발과정이 몇몇 타입에 의한 

템 릿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타입의 새로

운 장치들을 등록할 수 없다는 단  때문에 템 릿 증가

에 한 리 비용이나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IoT를 한 트리  공간 기반 분산 미들웨어[6]는 분

산된 IoT장치들의 데이터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에서 정의한 

Subject, Predicate, Object로 표 하여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제안된 미들웨어를 IoT 환경에 맞게 

정의하여 모바일과 임베디드 장치들도 이 미들웨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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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가능하게 하 다. 이 미들웨어는 시맨틱 지식

(knowledge)을 상호작용하고 공유하기 하여 IoT 환경의 

다양한 객체들을 서로 연결하 다. 그러나 복잡한 질의처

리와 서비스 리 등에 의해 몇몇 장치에서는 이를 구

하기 한 용량이 부족하여 유용성 측면에서 제한 을 가

진다.

온톨로지(ontology) 개념을 이용한 연구[7]는 장치 상

호작용을 한 의미  상호운용성을 해결하기 하여 서

비스 지향 미들웨어를 제안하 다. 특히, 이 연구는 장치

들을 설명하기 한 온톨로지 모델링으로 장치 온톨로지, 

물리  도메인 온톨로지, 추정(estimation) 온톨로지 등 총 

3가지 온톨로지를 정의하 다. 그러나 다양한 장치가 서로 

다른 상황(context) 는 도메인일 경우 온톨로지가 의미

 일 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진다.

ISSP(integrated semantic service platform)[8]는 스마

트 시티 도메인의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통합한 지식을 기

반으로 IoT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간의 시맨틱 상호

운용성을 제공한다. 이를 하여, ISSP는 top-level 온톨

로지를 사용하여 스마트 시티의 온톨로지 모델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온톨로지 모델들은 도메인내의 

지식들을 형식 이고 명시 으로 표 하 으며 웹 기반 

작 툴을 개발하여 각각의 서비스 도메인을 한 IoT기

반 서비스 통합 온톨로지를 생성한다.

IoT 환경과 퍼베이시 (pervasive) 컴퓨  환경을 한 

연구[9]에서는 시맨틱 웹 지식 표  기술을 이용하여 장치

의 정보와 능력치, 장치간의 상호작용을 표 하고 시맨틱 

정보 로커(SIB; semantic information broker)에 의해 

IoT 환경의 논리  스마트 공간을 리하고 모니터링 하

기 한 시맨틱 기반의 상호 운  구조를 제한하 다. 

4. MDR 기반 IoT 랫폼 참조 모델

앞서 설명된 IoT 랫폼들(Mobius, oneM2M, Alljoin, 

COMUS 등)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장치, 서비스, 연결  

데이터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IoT 랫폼들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여 히 이슈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oT 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림 2에서와 같이 MDR기반의 데이

터  서비스 심 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1) 기존 IoT 랫폼[10]  제안 IoT 

랫폼(MDR-based IoT platform) 범  

MDR은 ISO/IEC JTC1 SC32에서 제정한 11179 국제

표 으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해 메타데이터를 등록, 

리  공유한다[11].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의 임워

크는 데이터의 의미, 구문, 표 을 표 화하여 최근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IoT 등에서 데이터의 효율 인 사용과 

검색을 하여 많은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제안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장치 데이터 모음(device 

data collection), 장치 추상화(device abstraction), 데이터 

분석  질의(data analysis and query), IoT 어 리 이

션(IoT applications), 그리고 MDR로 구성된다. 

(그림 2) MDR 기반 IoT 랫폼

장치 데이터 모음은 센서나 다양한 IoT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장치 추상화는 서로 다른 장치들의 상

호운용성을 해 공통 개념(concept)을 추출하고 매핑하여 

MDR에 등록  장한다. 데이터 분석  질의는 IoT 어

리 이션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MDR에 정보 검색을 한 질의를 생성하여 해당 정보를 

IoT 어 리 이션에 달한다. 

MDR은 데이터 요소 개념(data element concept), 개념 

역(conceptual domain), 값 역(value domain), 데이터 

요소(data element)등 핵심요소를 가진다. 데이터 요소 개

념의 정의는 어떤 특정 데이터에 한 개념을 나타내며 

표 (representation)에 하여 독립 이다. 개념 역은 

값 의미(value meaning)의 집합이다. 값 역은 허용 값

(permissible value)들의 집합이다. 데이터 요소는 값 역

과 연계되어 생성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구성단

이다. 이러한 MDR의 핵심요소를 이용하면 IoT 장치들의 

정보를 표 화하여 등록하고 공유하고 리가 가능하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oT 랫폼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을 하여 우선 기존의 IoT 랫폼 표 화 황  

표  IoT 랫폼에 하여 살펴보았다. 한 기존 IoT 

랫폼에서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연구들을 분석하 고, 

MDR 기반의 IoT 랫폼 참조모델을 제안하 다. 

향후 연구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참조모델을 보다 구

체 으로 기술하고, 실제 IoT 랫폼에 구 하고 제안된 

모델의 실효성을 단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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