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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mart home environments which provide complex services through smart appliances are becoming 

realized, due to the advances in connected devices and network technologies. Current smart home environments are 

mostly restricted, because of difficultly of integration of heterogeneous smart appliances. Therefore radical service 

integration is impracticable.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implement Machine-to-Machine (M2M) standards which 

are established by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for integrating heterogeneous devices and 

services. Smart Home is one of the areas covered by ETSI M2M standards, however these standards are just 

standardized, so adaption and assessment in smart home are not proved ye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 ETSI M2M 

standards by focusing the data transport model and evaluate by selecting the most commonly used smart home 

scenarios and by implementing ETSI M2M standards compatible smart metering system. In some points ETSI M2M 

standards are not efficient because of its complexity of structure, however ETSI M2M provides sophisticated features 

for integrating M2M which are appropriate to adopt diverse smart hom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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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홈이란 내 기기/센서들을 홈 네트워크

에 연결하여, 모니터링, 제어, 컨텐츠 공유 등의 기

능을 제공하는 편리한 홈 서비스 이용 환경을 의

미한다[1]. 최근 기기 간의 커넥티드 기술과 네트

워크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가정 내의 가 을 연

동하여 복합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홈은 

차 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국내 홈 네트워

크․정보 가  시장은 2009년 5조 4,069억 원에서 

연평균 15.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

년에는 시장 규모가 11조 1,773억 원 수 에 이를 

망이다[4]. 

재의 스마트 홈은 구 , MS, LG, 삼성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마트 가 사, 홈 네트워크 시

스템 제조사, 통신사들을 통해 독자 으로 구축되

고 있으나, 주로 자사의 스마트 가   기기만을 

한정하여 통합하는 사례가 부분으로, 이러한 경

우 타사의 가   기기, 서비스와의 통합이 어렵

기 때문에 본질 인 서비스 융합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사와 상 없이 다양

한 스마트 홈 서비스(넓게는 U-City 서비스)를 상

호 연결 는 통합하기 하여 송훈구 외[5]의 개

발 방법론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들  가장 형평성  실성 있는 방안  하나

로는 표 을 기반으로 통합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나온 이기종 기기  서비스를 통합하기 

한 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표 으로는 Eu-

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에서 제정한 Machine-to-Machine(M2M) 

표 이 있다. ETSI에서는 2009년부터 M2M 표  

분과를 생성하고, M2M 통합과 련된 표 화를 진

행하고 있다[8]. 2012년 2월에는 M2M 시스템 요

구사항, 아키텍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1단계 표

을 공식 으로 발표하 다. ETSI M2M에서는 

스마트 홈 뿐만 아니라 의료, 에 지,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시스템을 상으로 M2M을 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1]은 ETSI M2M에서 목표

로 하고 있는 M2M 표  용 분야의 범 이다.

[그림 1] ETSI M2M 표  용 분야[8]

스마트 홈 분야는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기술 장벽이 낮은 M2M 서비스 모델  하나로 사

업 망이 유망한 분야이다[7]. M2M 표  기반의 

스마트 홈 구축은 스마트 홈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에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M2M 시스템과도 용

이한 연결을 지원하여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반 로 M2M 표 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를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홈 환경에 반드시 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 

ETSI M2M 표 은 표 화가 진행 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  효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M2M 통합을 

해 제정된 ETSI M2M 표 을 분석하고, 해당 표

이 스마트 홈 환경에 합한지를 시나리오 별로 

검토하고, 그  핵심 기능을 구 하여 스마트 홈 

환경에 용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SI M2M 표 은 최근에 정식 출 되었기 때

문에 제 2장에서는 ETSI M2M 표 화 동향에 

해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스마트 홈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ETSI M2M 표  용 시의 합성에 

해 검토한다. 제 4장과 제 5장에서는 스마트 홈 

미터링 시나리오를 채택해 ETSI M2M 표 을 

용하여 개발하고, 결과물을 평가한다. 마지막 제 6

장에서는 ETSI M2M 표 의 스마트 홈 용을 

종합 인 측면에서 평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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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운용성 보장을 한 ETSI 
M2M 표  

2.1 ETSI M2M 표 화 동향

M2M은 범 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M2M 련 표 은 ETSI, 3GPP, IETF 등 다양한 

표 화 단체에서 각자가 정의한 역 안에서 진행 

에 있다. ETSI는 M2M 솔루션 부분, 3GPP는 

이동통신망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IETF에서는 

6LoWPAN의 응용계층에서 M2M 통신을 한 

CoAP 로토콜 표 을 정의하고 있다[6].

ETSI에서 제정한 M2M 표 은 다양한 M2M을 

통합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M2M은 단말과 게이

트웨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하나로 연결된 종

속 이고 폐쇄 이며, 수직 인 구조를 갖추고 있

기 때문에[8], 서로 다른 M2M 솔루션 간의 상호

연동이 어려웠다. ETSI M2M 표 에서는 서비스 

응용에 한 공통 인 라 환경을 제공하고 인 라 

서비스를 공유하는 구조를 제공함으로 효율 이고 

유연한 서비스 개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는 기존 M2M의 수직  구조와 ETSI 

M2M 표  기반의 공통 인 라 환경을 제공하는 

수평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2] 기존의 M2M과 표 화된 M2M 구조 
비교[16]

M2M 통합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M2M 표

 인 라 환경은 향후 M2M 서비스 활성화의 핵

심이 될 것이다. 

재 ETSI M2M 표 은 [그림 3]과 같이 17개

의 표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7개의 문

서가 정식으로 출 되었고 계속하여 새로운 표 이 

생성되고 있다. ETSI M2M 표  문서는 크게 M2M 

응용 사례, M2M 데이터 송 모델, M2M 통신 환

경, 타 표 과의 호환 문서로 나  수 있다. 

[그림 3] ETSI M2M 표  문서

ETSI M2M은 2012년 2월을 기 으로 1단계 표

화를 완료하 으며, 1단계 표 화에는 M2M 엔

티티 간의 M2M 데이터 송을 한 M2M 요구

사항의 정의(M2M Service Requirement[10])와 

M2M 아키텍처 정의(M2M Functional Archit- 

ecture[11]) 그리고 M2M 통신 인터페이스의 정의

(M2M Communications：mIa, dIa, and mId in-

terfaces[12])가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표 화

가 완료된 1단계 표 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홈 환

경에서의 ETSI M2M 용을 검토하고 있다.

2.2 ETSI M2M의 M2M 아키텍처

ETSI에서 정의하고 있는 M2M의 아키텍처의 특

징은 ‘REST, Service capability layer, API’의 키

워드로 설명된다. ETSI M2M은 HTTP의 기본 기

능만으로 원격 정보에 근하는 웹 응용 기술인 

REST 기반의 웹 서비스[2]를 채택하여 모든 M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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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를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M2M 자원을 

URI로 근하고, HTTP의 GET, PUT, POST, 

DELETE의 4개의 메소드를 이용하여 모든 M2M 

엔티티를 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3]. 

Service capability layer(SCL)는 ETSI M2M에

서 사용되는 M2M 랫폼에 응되는 용어로, 다

양한 산업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M2M 랫폼을 

제공하기 해 네트워크  서비스 리를 한 

공통 인 라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SCL

에서 공통 인 라 기능을 미리 구 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M2M 서비스 제공자는 복 구  없이 필

요한 서비스 로직만 작성하면 된다. 

한 ETSI M2M에서는 공개된 인터페이스, 즉 

Open API를 제공하여 애 리 이션  SCL 사이

를 연결하고 있으며, API를 통해 이미 구 된 SCL

의 네트워크  서비스 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

는 구조를 제공한다.

ETSI에서 정의하고 있는 M2M 환경은 아래 [그

림 4]와 같이 크게 네트워크 도메인과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도메인으로 나 어진다.

[그림 4] ETSI M2M 아키텍처 구조[11] 

네트워크 도메인 상에는 M2M에서 기본 인 네트

워크  서비스 리 기능을 제공하는 NSCL (Net-

work Service capability layer, M2M 서버 랫

폼), 자체 으로 서비스 로직을 가지고 Open API

를 통해 NSCL에 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

트워크 애 리 이션(NA, Network Application), 

IP 연결  서비스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지원

하는 Core Network, 디바이스/게이트웨이 도메인

이 Core Network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ccess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게이트웨이 도메인은 두 가지 구조로 구성이 

가능하다. 첫째는 단말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NSCL

에 근하는 경우로, 게이트웨이 상에는 Gateway 

Service capability layer(GSCL, M2M 게이트웨이 

랫폼)가 존재하여 단말과 서버 랫폼 간의 등록, 

인증, 리 등을 수행한다. 게이트웨이 내에 존재하

는 애 리 이션은 GA(Gateway Application)이라

고 한다. 두 번째는 단말이 직  NSCL에 근하는 

경우로, 단말 상에는 DSCL(Device Service capa-

bility layer, M2M 디바이스 랫폼)이 존재하여 단

말의 애 리 이션이 서버 랫폼에 근할 수 있

도록 등록, 인증, 리 등을 수행한다. 단말 내에 

존재하는 애 리 이션은 DA(Device Application)

이라고 한다[11]. 

2.3 ETSI M2M 기반 M2M의 상호운용 방안

ETSI M2M에서 제공하는 M2M 상호운용 방안

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M2M 공통 인 라 

지원을 한 기능 인 아키텍처[11]  M2M 간의 

통신을 한 인터페이스[12]의 제공이다. 두 번째

는 타 표 과의 호환을 지원하기 한 표  문서 

제공으로, 단말 리를 한 BBF TR-069 표  

호환[15]과 OMA-DM 표  호환[13], 그리고 Area 

Network에서의 통신 로토콜 호환(ZigBee, UPnP 

등)을 정의하는 표 [14]과 3GPP와의 표  호환을 

정의하는 표 [9]이 있다.

본 논문은 이  첫 번째 방안에서 을 맞추

고 있다. 기본 으로 ETSI M2M에서 랫폼 역할

을 하는 SCL은 공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M2M 엔티티라도 API 규격에 맞는 근을 

한다면 M2M 인 라 기능에 근 가능하다. 한 

M2M 엔티티들은 HTTP ( 는 CoAP[6]) 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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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TSI M2M 데이터 송 구조

콜을 기반의 Open API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랫폼이나 언어, OS에 무 하게 M2M 구축 

 상호 연동이 가능하다. ETSI M2M은 공통 SCL 

기능 그리고 HTTP 기반 Open API를 토 로 이

기종 M2M 간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있다.

3. ETSI의 M2M 표 의 스마트 
홈 용에 한 합성 

3.1 ETSI M2M 데이터 송 모델 분석

ETSI M2M 표 이 스마트 홈에 용한지 검토

하기 해서는 먼  ETSI M2M에서 어떻게 데이

터를 주고받는지를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ETSI M2M의 모든 구성 요소는 REST 원칙에 

따라 트리 형태의 자원으로 표 된다. ETSI M2M 

자원의 최상층은 ‘sclBase’이고, 그 하  계층으로 

‘scl’, ‘application’, ‘container’, ‘group’, ‘accessRight’, 

‘subscription’ 등 30여개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discovery’ 등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자원은 

각 자원 이름 뒤에 ‘s’를 붙인 ‘collection’ 자원 하

에서 집합으로 존재한다. 아래 [그림 5]는 ETSI 

M2M 자원 구조  일부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ETSI M2M의 M2M 자원 구조

이  데이터 송에 가장 기본 이고 요한 

M2M 자원은 SCL을 리하는 ‘scl’, 애 리 이션

을 리하는 ‘application’, 데이터 장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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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리를 한 ‘container’, 컨텐츠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리하는 ‘contentInstance’ 자원이다.

ETSI M2M 데이터 송  근 구조는 의 

[그림 6]과 같다. 기본 으로 ‘scl’ > ‘application’ 

> ‘container’ > ‘contentInstance’ 순의 트리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container’ 이상은 상  계층이 

없어도 ‘sclBase’하에 단독으로 존재 가능하다. 즉, 

NSCL의 최상  계층인 ‘sclBase’ 에 바로 ‘con-

tainer’이 존재할 수 있다.

‘scl’로부터 시작해서 ‘contentInstance’에 포함된 

데이터에 근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송 모델에 

을 맞추기 해 기화  부트스트랩 과정과 

근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accessRight’ 확인

과 련된 차는 생략하고, 순수 데이터 송과 

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다.

만약 근하고자 하는 컨텐츠 데이터의 URI 정

보를 안다면 ‘contentInstance’로 직  근 가능하

지만, 그 지 않을 경우에는 ‘scl’의 컬 션인 ‘scls’

로부터 시작하여 단계 으로 근하여야 한다. 즉, 

‘scls’ → ‘scl’ → ‘applications’ → ‘application’ → 

‘containers’ → ‘container’ → ‘contentInstances’ 

→ ‘contentInstance’ → 실제 컨텐츠 데이터 순으로 

근한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데이터에 근하기 해 수많

은 네트워크 연결 과정을 거치게 하지만, 반면에 수

많은 M2M 단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장하고 근하기 해서는, 논리 으로 다단계로 나

어진 구조가 오히려 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요한 부분은 자원명에 ‘Annc’가 붙은 

자원이다. 모든 자원을 NSCL에 장할 경우 장 

공간  자원 리에 한 부하가 매우 커질 것이

다. 따라서 ETSI M2M에서는 SCL 간의 Applica-

tion 등록 시에는 실제 ‘application’ 자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application’ 자원에 근을 

한 링크 정보인 ‘applicationAnnc’만을 등록하도

록 하 다. 단, ‘container’의 경우, 선택 으로 ‘con-

tainer’를 등록하거나, 는 링크인 ‘containerAnnc’

를 등록할 수 있다. ‘container’를 직  등록할 경우

에는 하  자원인 ‘contentInstance’를 바로 근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반 로 데이터 장  

리의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M2M 시스템 

리자의 정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M2M 자원 설명  데이터 송 

과정에 한 소개는 ETSI M2M 아키텍처 정의

[11]  인터페이스 정의[12] 표 문서를 참조한다. 

3.2 스마트 홈 시나리오에 따른 합성 분석

스마트 홈에는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서비스 시

나리오가 존재하며, 본 장에서는 표 인 스마트 

홈 시나리오 3가지를 ETSI M2M 표  데이터 

송 모델과 비교하여, 해당 시나리오에 ETSI M2M

을 용하는 것이 합한지를 아키텍처 인 측면

에서 비교․분석 한다.

3.2.1 시나리오 1：스마트 홈 미터링(단말 데

이터 모니터링)

(1) 시나리오

스마트 미터링은 가정 내의 스마트 가 이 사용

하는 력량을 모니터링하여 력 사용량을 사용

자에게 알려주는 시나리오로, 이러한 경우 스마트 

가 으로부터 발생한 력 정보가 홈 게이트웨이 

서버에 달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차

를 거친다.

(2) 시나리오 합성 분석

이 시나리오는 M2M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디바이스 애 리 이션(DA)이 게이트웨이(GSCL)

에게 데이터를 송하고, 게이트웨이는 서버 랫

폼(NSCL)으로 데이터를 달하여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이터 송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는 ETSI M2M의 데이터 송 모델의 구조 

 그 차와 매우 하게 일치하며, 구   

용이 용이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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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링은 다양한 종류의 단말을 통합하여 리한

다는 측면에서도, 가장 ETSI M2M의 목 에 부합

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 내에서 다단계로 

데이터가 리됨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단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일 가정이 아닌 다

수의 스마트 홈으로부터 데이터를 달 받고 리

하는 확장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데이터

를 논리 이고 계층 으로 송  리 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스마

트 홈 미터링 시나리오의 구  사례는 제 4장과 

제 5장에 구체 으로 나타나 있다.

3.2.2 시나리오 2：원격 홈 서비스 제어(서비

스  단말 제어)

(1) 시나리오 

원격 홈 서비스 제어는 홈 외부에서 모바일 단

말기를 통해 스마트 가 의 기능을 제어하는 시나

리오로, 에어컨 온도 설정이나, 조명 설정 등의 명

령을 수행 한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홈 서비스 

목록을 얻고, 서비스를 조작하여 조작한 정보가 

스마트 가 에 반 되는 차를 거친다.

(2) 시나리오 합성 분석

이 시나리오는 M2M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 네트워크 애 리 이션(NA, 사용자 클라이언

트)에서 서버 랫폼(NSCL)  게이트웨이(GSCL, 

홈 게이트웨이)를 거쳐 디바이스 애 리 이션(DA, 

스마트 가 )에 제어 명령을 달하는 구조이다. 

앞의 시나리오와는 반 로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디바이스 도메인 방향으로 근한다. 

ETSI M2M에서는 DA로부터 GSCL, NSCL을 

거쳐 NA까지 자원이 등록되고, 데이터가 달되

도록 설계되어, 역방향으로 그리고 명령을 호출하

는 데이터를 달하는 구조로는 당하지 않다. 

때문에 ETSI M2M에서는 ‘mgmtObj(management 

object)’라는 객체 리 자원을 제공하여 원격 제

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mgmtObj’는 단말의 유지  리에 을 맞

추고 있는 M2M 자원이다. ‘mgmtObj’에서는 일반 

리, 설정 리, 진단과 모니터링 리, 소 트웨

어/펌웨어 리, 네트워크 리, SCL 리의 6가

지 종류의 리를 통해 다양한 상태 질의  단말 

기능 제어를 지원하고 있다. 한 RPC를 지원하

여 RPC 명령어도 송이 가능하다. 

다만 표 에는 ‘mgmtObj’는 그 기능  자원 구

조에 한 규격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구 에 

해서는 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단말  

서비스 제어 기능을 직  구 해야 한다는 복잡성

이 있다. 이는 상 으로 구 이 용이한 시나리

오 1에 비해 구조 으로도 복잡하고, 구  난이도

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mgmtObj’

는 단말 리 표 인 BBF TR-069 표 [15]  

OMA-DM 표 [13]과 연동되어 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원격 홈 서비스 제어 시나리오는 단

말의 데이터를 얻는 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시나리오의 구   용은 충분

히 가능하나 신 각 단말 별로 제어하는 로직을 

별도로 구 해야 하기 때문에 구 을 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한 ETSI M2M에서 

으로 표 화 하는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3.2.3 시나리오 3：홈 클라우드 서비스

(1) 시나리오(이벤트 기반 Publish/Subscribe)

본 시나리오에서 정의하는 홈 클라우드 서비스

는 스토리지 공유와 련된 것으로 사용자가 가정

에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양한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리하고, 동기화 하는 시나리오

이다. 표 인 홈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iCloud의 

포토 스트림, N-스크린 등이 있다[4]. 

(2) 시나리오 합성 분석

이 시나리오는 M2M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 데이터의 갱신이 있으면 이와 련 있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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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M2M 엔티티에게 이벤트를 달하고, 달 

받은 이벤트 데이터를 자신의 정보에 반 하는 Pu-

blish/Subscribe 구조를 가지고 있다. 

ETSI M2M에서는 ‘subscription’과 ‘notification 

Channel’ 자원을 통해 이벤트를 구독하고, 달하

고 있다. 부분의 M2M 자원은 ‘subscription’이 가

능하기 때문에, 만약 특정 M2M 자원의 변동 사항

을 달받고 싶다면 해당 자원의 주소로 ‘subscrip-

tion’을 생성하면 된다. ‘subscription’ 자원이 생성

되면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 알림인 ‘notification’

이 온다. ETSI M2M에서는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

록 ‘notification’의 발생 조건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한 서버 기능이 없는 소규모 단말을 해 

long-polling 방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하는 ‘noti-

ficationChannel’ 자원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조

건에서의 Publish/Subscribe 데이터 달을 지원

하고 있다. 

여러 단말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목 으로 하는 

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Publish/Subscribe의 네

트워크 모델 구조가 합하며, ETSI M2M에서는 

이러한 비동기  이벤트 구조를 한 자원과 메커

니즘을 잘 정의해 놓았다. 다만 실제 데이터 Pu-

blish 시에는 HTTP를 여러번 송하는 것이기 때

문에 Publish/Subscribe 문 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송보다는 다소 비효율 으로 데이터가 

달된다고 볼 수 있다.

4. ETSI의 M2M 표 을 용한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축

4.1 ETSI M2M 기반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개요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은 ETSI M2M을 스마

트 홈 환경에 용하기 한 테스트 로토타입 

시스템으로, 다수의 스마트 가 의 력 소모량을 

송 받고 이를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시

스템이다. 본 시스템 구 에서는 M2M의 가장 기

본  데이터 송 모델에 을 맞추어 체 ETSI 

M2M  련 있는 자원인 SCL, Application, Ap-

plicationAnnc, Container, ContainerAnnc, Con-

tentInstance 자원과 이와 련된 API 그리고 Ser-

vice Capability를 상으로 구 하 다. 이 시스템

을 통해 ETSI M2M 데이터 송 구조의 구  사

례와 시스템의 효율성에 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4.2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아키텍처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에서는 내 스마트 가

의 력 사용량을 홈 게이트로 달하고 이 데

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달하여 사용자 클라이언

트를 통해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를 구 하고자 한다. 본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의 구  구성도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성도 

이와 같은 M2M 구성 요소를 실제 구 하기 

한 시스템 구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 먼  홈 게

이트웨이인 GSCL의 내부 구  구성도는 다음 [그

림 8]과 같다. 

홈 게이트웨이(GSCL)의 내부에는 기본 으로 

HTTP 통신을 해 웹 서버가 있으며, 웹 서버 내

부에는 GSCL의 공통 인 라 기능인 Service Ca-

pabilities가 치하고 있다. 본 시스템에는 10가지 

Service Capabilities  필수 기능인 SCL과 Ap-

plication을 연결하는 Gateway Application Enable-

ment(GAE), 서로 다른 SCL을 연결하는 Gateway 

Generic Communication(GGC), 등록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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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홈 게이트웨이(GSCL)의 내부 구성도

리하는 Gateway Reachability, Addressing and 

Repository(GRAR)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설정을 

리하는 Gateway Remote Entity Management 

(GREM)이 포함되어 있다. 한 스마트 미터링의 

상이 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기능을 갖춘 

DA가 있으며, GA의 형태로 내에서 수집된 미

터링 자료를 도식화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웹 

애 리 이션이 있다.

[그림 9] 데이터 센터(NSCL)의 내부 구성도

데이터 센터인 NSCL의 내구 구  구성도는 [그

림 9]와 같다. GSCL과 동일하게 HTTP 통신을 

해 웹 서버가 있으며, 웹 서버 내부에는 GSCL에

서 정의된 서비스들과 동일하지만 네트워크 도메

인 환경에 맞추어 구 된 Service Capabilities인 

Network Application Enablement(NAE), Network 

Generic Communication(NGC), Network Reacha-

bility, Addressing and Repository(NRAR), Net-

work Remote Entity Management(NREM)이 포

함되어 있다. 한 외부에서도 사용자가 스마트 미

터링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NA 형태의 사용자 

클라이언트도 있다.

4.3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의 구  환경은 본래

로라면 각자 물리 인 스마트 가 에서 달된 데

이터를 홈 게이트웨이 단말에서 수집하여 보여주

어야 하지만, 아직 HTTP를 지원하는 스마트 가

은 리 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단말은 에뮬 이션으로 처리하고, 홈 게이

트웨이는 PC로 구 하 다. 다만, HTML을 지원

하는 스마트 TV는 이미 보 되어 있기 때문에 스

마트 미터링 결과를 보여주는 사용자 UI는 실제 

스마트 TV 단말(모델：LG 42LM6200)을 이용하

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PC로 구 하 으며, 사

용자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 다. 네

트워크 환경 인 측면에서 스마트 홈 환경은 유무

선 LAN으로 연결되며, 스마트 홈과 데이터 센터 

간은 WAN으로 연결된다. 

[그림 10]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모바일 UI

[그림 11]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TV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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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의 사용자 UI 

스크린 샷은 앞의 [그림 10]  [그림 11]과 같다.

5. ETSI M2M 표  기반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평가 

5.1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축 평가 기  

 방안

ETSI M2M 표 을 기반으로 구축된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축에 한 성능 평가는 다음 [그

림 12]와 같이 3가지 시나리오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스마트 가 (DA)이 홈 게이트웨이(GSCL)

에 등록되는 과정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가정 내

에서 홈 게이트웨이(GSCL)의 스마트 미터링 데이

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측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

는 외부에서 모바일 단말(NA)을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NSCL)를 거쳐 홈 게이트웨이(GSCL)에 근

해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측정

한다.

[그림 12] 실험 환경  실험 시나리오

성능 측정 환경은 스마트 홈에서 데이터 센터까

지 직선거리로 약 2km 거리를 두었으며, 모바일 단

말과 데이터 센터 역시 약 2km의 거리에서 측정

하 다. 성능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의 환경과 그 사

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스마트 홈 미터링 구성 시스템 환경 

역할 시스템 사양

NA Inter(R) Core i5 480M @2.66GHz/4GB DDR3

NSCL Inter(R) Core i5 2500 @3.30GHz/4GB DDR3

GSCL Intel(R) Core i7 860 @2.80GHz/4GB DDR3

DA Inter(R) Core i5 480M @2.66GHz/4GB DDR3

[구  환경] OS：Windows 7/구  언어：JAVA

5.1.1 실험 시나리오 1：스마트 가  등록 과정

첫 번째는 냉장고 애 리 이션(DA)을 홈 게이

트웨이(GSCL)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본 실험에서

는 DA가 등록 요청을 보내고 첫 데이터를 송 

후 응답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ETSI M2M 표 에 따라 DA 등록 과정은 아래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스마트 가 (DA) 등록 과정

5.1.2 실험 시나리오 2：가정 내 스마트 미터

링 데이터 조회

두 번째는 스마트 TV(GA)를 이용하여 홈 게이

트웨이(GSCL)을 통해 가정 내의 스마트 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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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데이터 조회를 해 데이터에 근하고, 송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성능 측정은 게이트웨이 애 리

이션(GA)가 데이터 조회 요청 시 부터 데이터를 

응답 받는 시 까지를 측정한다. 

주의할 것은 의 데이터 근 과정은 최  1회

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후는 데이터 근 권한에 

따라 직  컨텐츠 데이터의 컬 션인 ‘content- 

Instances’에 근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정은 최  근 과정을 포함하여 측

정한다. ETSI M2M 표 에 따라 데이터 조회 과

정은 아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가정 내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 과정

본 시나리오에서 스마트 TV는 게이트웨이 애

리 이션(GA)의 컨텐츠를 라우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게이트웨이 애 리 이션(GA)

는 홈 게이트웨이(GSCL)의 내부에 존재한다. ET 

SI M2M 표 에 따르면, 애 리 이션과 SCL이 

같은 단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API를 이용하지 

않고 라이 러리를 이용하는 등 내부 으로 처리

한다[12]. 

5.1.3 실험 시나리오 3：데이터 센터를 경유한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

세 번째는 모바일 단말(NA)을 이용하여 데이터 

센터(NSCL)에 속한 후 홈 게이트웨이(GSCL)에 

요청하여 스마트 가  미터링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이다. 

    [그림 15] 외부에서의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 과정

이 시나리오 역시 최  데이터 근 과정을 포함

하고 있으며, 데이터 성능 측정은 단말을 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NA를 제공하는 PC가 데이터 조

회를 요청하는 시 부터 데이터를 응답받는 시 까

지를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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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성능 측정 결과 

구 분 평균 측정 시간(ns) 표  편차
1회 데이터 

송 시간(ns) 

1회 데이터 송 시간 비

단말 등록 시간 비율(배)

실험 #1(단말 등록) 22,018,281(약 22ms) 2,620,313 5,916,313(약 6ms) 3.72

실험 #2( 내 조회) 259,205(약 0ms) 9,673.8 35,558(약 0ms) 7.3

실험 #3( 외 조회) 205,063,438(약 205ms) 223,753,632 20,659,791(약 20ms) 9.9

이 WAN으로 연결되어 있다. ETSI M2M 표 에 

따라 데이터 조회 과정은 의 [그림 15]와 같다.

5.2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축 평가 결과 

5.2.1 실험 결과 평가를 한 제 조건

각 실험은 동일한 과정을 10번 측정하여, 그 평

균값  표 편차를 구하 다. 실험 #2, #3의 경우

에는 기존에 1,000개의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여 가져왔다.

한 체 실험 구간뿐만 아니라 데이터 송 

시간도 별도로 측정하여 체 실험 과정이 실제 

데이터 송 시간 비 얼마나 차이나는 지도 비

교하 다. 본 실험에서는 일 입출력 과정에 따

른 오차를 이기 해 메모리만 이용하여 데이터

를 장하고 로딩 하 다.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

템 구축 성능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5.2.2 실험 결과 1：스마트 가  등록 과정

스마트 가  등록 시에는 총 3번의 HTTP Re-

quest/Response가 발생하 으며, 이 때 소요된 평

균 시간은 약 22ms이다. 이와 비교하여 1번의 

HTTP Request/Response이 발생하는 데이터 

장 과정은 약 6ms가 소요되었다. 이들 간의 처리 

시간 배율이 스마트 가  등록 시 3.72배임을 볼 때

에 본 과정에서는 HTTP Request/Response의 호출 

횟수가 가장 성능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5.2.3 실험 결과 2：가정 내 스마트 미터링 데

이터 조회

가정 내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는 네트워크 

연결이 아닌 로컬 메소드 호출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약 0ms(259,205ns)의 매우 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그러나 데이터 근을 한 호출이 5번 일어

나기 때문에 단순 데이터만 호출하는 시간 (35,558ns)

에 비해 약 7.3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5.2.4 실험 결과 3：데이터 센터를 경유한 스

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

외부에서의 스마트 미터링 데이터 조회는 구

간이 WAN으로 연결되고, 한 NA가 직  GSCL

에 근할 수 없기 때문에 NSCL을 통한 요청 메

시지 계가 포함되어 10번의 HTTP Request/ Re-

sponse가 발생한다. 총 소요시간은 약 205ms로 네

트워크 구간이 멀고, HTTP 요청 횟수가 많아 세 

가지 실험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HTTP 요청 횟수와 1회 데이터 송 

시간이 거의 비례한 9.9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5.3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구축 평가 결과 

분석

ETSI M2M에서는 데이터 송 모델을 정의함으

로 체계 인 데이터 리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데이터 송 과정  가장 핵심 인 데이터

의 등록/조회 외에 추가 인 로직들이 추가됨으로 

데이터 송 시간의 3～10배에 이르는 추가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추가 인 로직은 

데이터를 장할 는 장되어 있는 치를 찾기 

한 과정으로 그 발생이 1회성이라는 것이다. 

ETSI M2M 표  기반의 스마트 홈 미터링 시

스템은 분명 성능 인 측면에서 타 시스템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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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효율을 보여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러한 복잡하고 논리 으로 나 어진 구조를 통해 이

기종의 단말/서비스 근  리, 네트워크 환경

의 통합, M2M 엔티티 근에 한 보안 등의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TSI M2M 표 의 장 을 취할 수 있

는 다수의 단말/서비스가 통합되는 경우에서는 

리 등의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지 않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는 오히려 성능 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TSI M2M 표 을 분석하여 스

마트 홈 환경으로의 용이 합한지를 이론 ․실

험 인 측면에서 평가하 다. 본 평가는 M2M 데

이터 송 구조에 을 맞추어서 데이터를 모니

터링하는 시나리오, 서비스  단말을 제어하는 시

나리오, 데이터 복제  동기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으로 평가하 으며,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

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미터링 시스템

을 구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ETSI M2M 표 은 다양한 스마트 

홈 환경 시나리오에 용 가능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용 하는 방법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있

었다. 그  데이터 모니터링 하는 시나리오가 가

장 ETSI M2M 데이터 송 모델에 합하 다. 

ETSI M2M을 통해 M2M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

장하고 개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지

만 신, 구조 인 복잡성 때문에 송 효율은 다

소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ETSI M2M은 소규모의 서비스 통합보다는 규

모 시스템  다양한 산업 분야의 M2M 서비스 통

합에 합하며, 스마트 홈 환경의 경우 단일 서비

스 보다는 복합 인 서비스 그리고 내에서만 이

루어지는 단순 홈 서비스 보다는 교통, 물류, 환경 

등의 타 분야 서비스와 융합한 복합 홈 서비스 환

경에 용하기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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