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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 하고, 수요 한 늘면서 이에 한 표  제정에 한 요구도 늘고 있다. 이 

요구에 맞추어 oneM2M 이라는 표 이 제정되고 있고, 다양한 랫폼에 한 호환성을 제공하여, 존

하는 시스템에 그 로 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표 이 등장하 다. 다만, oneM2M이 호환성을 

해 제공하고 있는 로토콜 바인딩 에서 규모, 실시간 환경에 합한 로토콜이 없어 이에 한 

추가 인 로토콜 바인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DDS를 분석하여 규모, 실시간 환

경에 합한 바인딩 략을 제시하여, oneM2M이 규모, 실시간 환경에도 합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1.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한 심이 

늘면서, 이에 한 서비스  기술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기업을 막론하고 사물인터넷에 한 투

자를 늘리고 있다[1][2]. 사물인터넷 기술의 수요에 따라 

사물인터넷의 표 화에 한 요구도 따라 늘고 있다. 세

계에서 사물인터넷을 한 여러 포럼이 활성화되었고, 다

양한 표 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 에서 oneM2M이라는 

표 은 폭넓은 호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임

워크간의 인터워킹이나, 자체 디바이스의 통신을 한 

로토콜 바인딩에 해 다양한 표 을 oneM2M에서는 지

원한다. oneM2M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HTTP, MQTT, COAP라는 로토콜의 바인딩을 

한 방법을 표 으로 공개했다. 다만, 이 로토콜들은 경

량화된 메시지 달에 합하며, 소규모, 동 인 환경에 

유리한 로토콜이다. 사물인터넷이 보다 폭넓은 서비스 

범 를 가지려면, 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통신 

로토콜 바인딩을 지원해야 한다.

  규모 환경에 합한 로토콜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에서 DDS(Data Distribution Service)는 다양한 환경과 

서비스에 합하게 만들어진 통신 서비스이다. DDS는 응

용계층 바로 아래에 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달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oneM2M에서 DDS 바

인딩을 제공한다면, 규모 환경에도 합한 사물인터넷 

표 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DDS를 oneM2M 환경에 맞게 바인딩하기 

한 략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oneM2M과 DDS에 

한 내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DDS 바인딩을 하기 한 

략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DDS 바인딩이 성공할 경우 

얻게될 기 효과를 설명하며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oneM2M

   사물인터넷 표 인 oneM2M은 다양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를 포함한 M2M 서비스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

다[표  소개]. oneM2M은 국내외 국내 표 화기구인 

TTA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 화기 , 기업들이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oneM2M의 기본 인 디바이스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3]. 

   사용자를 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한 ADN/ASN

은 MN/IN과 연결되어 있고, 각 AN끼리 직  통신은 지

원하지 않는다. 계층 인 구조를 통해 노드의 리를 수행

한다. 

   oneM2M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랫폼과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특히, 다른 사물인터넷 랫폼인 Alljoyn이나 

OIC와의 인터워킹(Interworking)을 제공한다. 한, 

oneM2M이 일반 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기 한 

통신 로토콜 바인딩을 제공한다. 이처럼 oneM2M은 범

용 인 환경에서 다양한 랫폼과의 호환성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oneM2M을 용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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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neM2M 구조도

2.2 DDS

   oneM2M이 각각의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기 해서는 

범용 인 통신 로토콜을 하  계층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oneM2M은 다양한 통신 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인딩이라 표 하고 있

다. oneM2M에서는 재 HTTP, MQTT, COAP 세 로

토콜을 바인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로

토콜들은 경량화된 환경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규모 환경에 최 화된 로토콜을 oneM2M이 바인딩을 

지원한다면, oneM2M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 합해지는 

이 을 가지게 된다[4][5].

   DDS는 서비스 랫폼이지만, 통신 로토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메시지 포맷에 상 없이, 특정한 

Subscriber로 메시지를 Publish 하여 데이터를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oneM2M이 DDS를 바인딩할 수 

있다면, DDS가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범 에 oneM2M 

디바이스가 설치  운용될 수 있다.

   DDS는 국방, 교통 등 규모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많이 사용된다. oneM2M은 기본 연동 로토콜의 환

경상 소규모, 경량화에 상당히 이 맞춰져 있는데, 

DDS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규모, 실시간 환경에서도 

oneM2M을 활용하게 되어 보다 넓은 범 의 서비스 역

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DS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계층으로 나뉜다. 상  

계층은 데이터의 모델을 지정하는 계층인 DCPS()고, 하  

계층은 통신 방식을 지정하는 계층이다. 하  계층은 다양

한 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으며, DDS의 표 에서는 

RTPS를 기본 로토콜로 선택하고 있다[4].

(그림 2) DDS 구조도

3. DDS 바인딩

3.1 oneM2M Primitive

   oneM2M은 범용 인 통신 로토콜을 활용하기 해 

oneM2M이 사용하는 모든 동작을 정의한 메시지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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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이를 oneM2M Primitive라고 하는데, 

HTTP, MQTT, COAP는 이 Primitive 형식을 자기 로

토콜에 어떻게 매칭시킬지를 정의하여 바인딩을 지원한다. 

oneM2M Primitive는 크게 Request 메시지와 Response 

메시지로 나뉘는데, 기본 인 형식은 <표 1,2>와 같다.

라미터명
데이터 

형식
구분

Operation Enum 필수

To String 필수

From String 필수

Request Identifier String 필수

Resource Type Enum 가변

Name String 가변

Content String 가변

Originating Timestamp Time 가변

Request Expiration Timestamp Time 가변

Result Expiration Timestamp Time 가변

Opreation Execution Time Time 가변

Response Type Enum 가변

Result Persistence String 가변

Result Content String 가변

Event Category Enum 가변

Delivery Aggregation String 가변

Group Request Identifier String 가변

Filter Criteria String 가변

Discovery Result Type Enum 가변

<표 1> oneM2M Request Primitives

라미터명
데이터 

형식
구분

Response Status Code Enum 필수

Request Identifier String 필수

Content String 가변

To String 가변

From String 가변

Originating Timestamp Time 가변

Request Expiration Timestamp Time 가변

Event Category String 가변

<표 2> oneM2M Response Primitives

3.2 DDS 바인딩 략

   DDS의 동작구조는 MQTT와 유사한 Publish- 

Subscribe 구조이다[6]. 따라서 기본 인 략 한 

MQTT와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다. DDS의 구조상 하  

계층의 통신 로토콜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상  계층에

서 실제 바인딩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DCPS에서는 데이

터를 송수신하기 한 read()/write()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기 해 임의의 

구조체 Foo를 활용한 클래스의 동  정의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므로 oneM2M Primitive 형식에 맞춘 새 클래스

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DCPS의 특징 때문에 복잡한 

차 없이 Primitive 클래스를 재정의하면 바인딩을 한 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4. 결론

   oneM2M은 사물인터넷 표 으로서 다양한 랫폼과 

환경을 호환하는 범용성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를 해 다양한 랫폼과의 인터워킹과 여러 로

토콜의 바인딩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재의 oneM2M은 

경량화된 랫폼에 이 맞춰져 있으며, 규모 실시간 

환경에 합한 바인딩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논

문은 DDS를 활용하여 oneM2M이 규모/실시간 환경에 

합해지도록 바인딩하는 략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실증을 해 실제 환경을 구축하여 시험하

고, 바인딩의 실 수행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 

자는 기본 인 DDS와 oneM2M 랫폼을 설치하 지

만, 시간상 실제 동작 검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본 논문

의 결과발표 시  까지는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결과 한 정 으로 상한다. 

   앞으로 oneM2M은 사물인터넷 기술의 표 으로써 다

양한 환경을 커버하는 동작 시나리오를 측하고, 이를 

한 기술  배경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더 많은 

개량이 이 져야 하고, 이를 표 에 반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개체의 리  이를 한 인증/보안 시스템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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