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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 서비스 계층의 상호운용성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향을 제시

한다. 현재 다양한 IoT 디바이스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IoT 플랫폼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특히 제안된 IoT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 플랫폼을 구분되며 두 방식은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이한 디바이스/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IoT 디바이스간 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운용성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능을 정의하고 추가적으로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사물인터넷(IoT), 상호운용성,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 

I. Introduction

Fig. 1. The simple network model to describe the need of 

service interface for service level interoperability between IoT 

devices developed with different IoT device Platform in 

heterogeneous IoT environment

  

최근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IoT 플랫폼이 개발 중이다. 이런 IoT 플랫폼은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IoT 디바이스 간 탐색, 주소, 데이터 전달, 서비스 설정 등의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IoT 기반 홈 네트워크 서비스 경우처럼 홈 네트워크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진 IoT 디바이스가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과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디바이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디바이스 간 연결성 제공을 

위해 IoT 게이트웨이를 홈 네트워크 내에 설치하여 디바이스 관리 

및 프로토콜 컨버팅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1]. 하지만 IoT 게이트웨

이는 상이한 플랫폼을 가진 IoT 디아비스 간 Io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가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탐색, 
주소, 메시지 전송 등은 플랫폼 간 상이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그림 1처럼 IoT 게이트웨이 내에 

다른 플랫폼을 장착한 다양한 IoT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환경이 구축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능을 정의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한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IoT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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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Fig. 3. The definition of service level interoperability provided by 

service interface

 

II. Service Interface for IoT Interoperability

지금까지 제안된 IoT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 플랫폼을 

구분된다. IoT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는 OneM2M 및 LWM2M과 

같은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통신 방식을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는 서비스 지원 플랫폼과 AllJoy 및 IoTivity와 같은 

Peer-to-Peer 방식으로 로컬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서비스 

지원을 하는 디바이스 플랫폼이 있다. 따라서 상이한 플랫폼간 상호운

용성을 위한 공통의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1의 경우는 그림 2처럼 디바이스 플랫폼을 기준으로 별도의 도메인을 

형성하며 형성된 도메인 내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나 도메인 간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도메인 간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제안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은 2개로 구분된다.

Fig. 2 According to IoT device Platform, multiple domains in 

heterogeneous IoT environment
 

첫 번째 상호운용성은 IoT 서비스 플랫폼에 종속된 디바이스 플랫폼을 

장착한 디바이스와 서비스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디바이스 플랫폼을 

장착한 디바이스간 이질적 상호운용성이다. 두 번째 상호운용성은 

서비스플랫폼에 종속된 디바이스 플랫폼을 장착한 디바이스간 또는 

비종속된 디바이스 플랫폼을 장착한 디바이스간 상호운용성이다. 

개발되어야하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이 두 가지 상호운용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원되어야 할 기능은 공통의 탐색, 어드레싱,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전달 등이다. 

Ⅲ.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IoT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문제점을 정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상호운용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추후 공통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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