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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번 기술총회는 2015년 1월 공개된 oneM2M 릴
리즈 1 규격[1]의 업데이트 규격을 비준하였다. 기존

oneM2M은 지역/국가별 표준 제정 기관이 파편

릴리즈 1 규격 패키지에 상호호환성 시험 규격(TS-

화된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국제 표준

0013)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oneM2M 가

을 제정하기 위해 2012년 7월 설립하였다. 현재 8

이드(TR-0025)가 추가되었다. 또한, 2015년 9월 프

개 표준 기관(한국 TTA, 유럽 ETSI, 북미 TIA, 북

랑스에서 열린 제1차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에서 발

미 ATIS, 중국 CCSA, 일본 ARIB, 일본 TTC, 인도

견한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하여 규격 완성도를 제고

TSDSI) 및 228개 회원사가 oneM2M 표준 제정에

하였다.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 릴리즈 1 표준이 공개되
었고 TTA는 이를 국내 표준으로 전환 채택하였다.

본 릴리즈 1 업데이트 규격은 TTA에서 5월 중 국
내 표준으로 전환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릴리즈 2 표준이 완성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2.1.2 oneM2M 릴리즈 2 신규 기능 개발

2016년 1월 18일~1월 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oneM2M 릴리즈 1이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 개최된 제21차 oneM2M 기술총회는 총 47개

을 위한 다양한 기본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하였던 것

사 95명이 참석하였으며, 그중 한국에서는 TTA 및

에 비해 릴리즈 2는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신

TTA 회원사 총 26명이 참석하였다.

규 기능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종 플랫폼 및 네트워
크와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 국제 표준으로서의 기

2. 주요 회의 내용

술 호환성을 높이고 홈 도메인과 산업 도메인의 사
물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릴

2.1 기술총회 이슈

리즈 1의 보안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다. 또한, 시맨
틱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보다 지능화된 사물인

2.1.1 oneM2M 릴리즈 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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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

<표 1> oneM2M 릴리즈 1 업데이트 패키지
규격번호 및 버전

규격 제목

TS-0001 v1.13.0

Functional Architecture

TS-0003 v1.6.0

Security Solutions

TS-0004 v1.6.0

Service layer Core Protocol

TS-0005 v1.4.0

Management Enablement(OMA)

TS-0006 v1.1.3

Management Enablement(BBF)

TS-0008 v1.3.1

CoAP Protocol Binding

TS-0009 v1.5.0

HTTP Protocol Binding

TS-0010 v1.5.0

MQTT Protocol Binding

TS-0013 v0.4.2

Interoperability Testing

TR-0025 v0.1.3

Application Developer Guide

<표 2> oneM2M 릴리즈 2 주요 신규 기능
분야

상세

플랫폼/네트워크 연동 기능

^ AllJoyn interworking
^ OIC interworking
^ Lightweight M2M interworking
^ Generic interworking
^ 3GPP Rel-13 interworking

홈 도메인 지원

^ 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산업 도메인 지원

^ Time series data

시맨틱스

^ oneM2M base ontology
^ Semantic discovery
^ Semantic description

보안

^ End-to-end security
^ Dynamic authorization

상기 릴리즈 2 신규 기능 표준화는 현재 표준화가

규격을 ITU-T의 국제 표준으로의 채택을 목표로 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월 제23차 회의까지 규격 작

의 중이다. 유럽의 AIOTI(Alliance for the Inter of

업을 마무리하여 7월 규격 공개에 포함될 예정이다.

Things Innovation)에서는 EU 주관의 5개 사물인터

릴리즈 2 표준화에서 TTA 국내 회원사는 oneM2M-

넷 실증 사업에 oneM2M을 후보 기술로 검토 중이

AllJoyn, oneM2M-OIC 연동, 가전 디바이스 프로

다. W3C와는 기존 방향성인 시맨틱스 기술 협력뿐

파일(Home appliance information model), 시맨

만 아니라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 기술 협력도 확대하

틱스 기능 표준화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IEEE P2413은 oneM2M
과 협력하여 상호 표준 간 요구사항 비교분석을 마쳤

2.1.3 외부 표준 단체 협력 현황

으며 향후 아키텍처 및 시맨틱스 관련 협업 체계를

oneM2M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표준 단체와의 협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량 및 산업 분야 사물

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가고 있다. 사물인터넷 표준

인터넷 협력을 위해 각각 ISO TC204, IIC(Industrial

을 위해 2015년 신설된 ITU-T SG20과는 oneM2M

Internet Consortium)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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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차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 준비

2.2.4 보안 워킹그룹(WG4)

2차 oneM2M 상호호환성 시험 행사는 TTA와
ETSI의 주관으로 제23차 oneM2M 기술총회(5월
16일~5월 20일)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TTA
에서 5월 10일~5월 13일에 개최되며 관련된 규격

(TS-0001/0004/0008/0009/0010)은 행사 1달 전에

• 보안 표준규격(TS-0003) 추가 기능 개발 단대단 보안 지원 위한
프로시저
- 단대단 보안 지원 위한 프로시저
- 동적 접근 제어 지원 위한 구조 및 프로시저 추가
- Role/Token 기반 접근 제어 기능 추가

배포 예정이다.
2.2 워킹그룹 주요 이슈
2.2.1 요구사항 워킹그룹(WG1)
• 산업 도메인 지원 기술 보고서(TR-0018) 최종 승인
• 홈 도메인 지원 기술 보고서(TR-0013) 최종 승인
• 차량 도메인 지원 기술 보고서(TR-0026) 작성 시작

2.2.5 MAS 워킹그룹(WG5)
• 가전 디바이스 프로파일 개발 80% 완료
• 시맨틱스 기능 추가
- 그룹 기반 시맨틱 검색, RDF 기반 시맨틱 정보 부분적 업데이트
• oneM2M Base Ontology 업데이트

2.2.6 테스팅 워킹그룹(WG6)
2.2.2 아키텍처 워킹그룹(WG2)
• 상호호환성 시험 규격(TS-0013),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가이드
• 플랫폼 연동 기능 개발 90% 완료
- AllJoyn(TS-0021), OIC(TS-0024), Lightweight
M2M(TS-0014)
• M2M 지역 네트워크 연동 기능 개발 90% 완료
• 3GPP Rel-13 네트워크 연동 기능 개발 40% 완료
• 릴리즈 2 보안 관련 기능 추가
- Role/Token 자원 타입
- End-to-end 보안 위한 파라미터

기술 보고서(TR-0025) 완료 및 기술총회의 승인
• 적합성 시험 규격(TS-0018)과 TTCN-3 개발 진행 중(9월 완료
예상)
• 릴리즈 2 상호운용성 시험 규격 개발 예정(5월 시작 예상)

3. 맺음말

• 기타 신규 기능 추가
- 그룹 기반 시맨틱 검색
- 데이터 포워딩 기능
- Geo-fence 기반 위치획득

제21차 oneM2M 기술총회에서는 7월 릴리즈 2
규격 공개를 목표로 주요 기능 개발이 마무리 단계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요약된 릴리즈 2
신규 기능들이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면 향상

2.2.3 프로토콜 워킹그룹(WG3)
• 코어 프로토콜 규격(TS-0004) 업데이트
- 데이터 타입, XSD 업데이트, flexBlocking 모드 반영 등
• HTTP 바인딩 규격(TS-0009), MQTT 바인딩 규격(TS-0010)
업데이트
• WebSocket 바인딩 규격(TS-0020) 개발 5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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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안을 제공하고, 제품, 서비스 그리고 기술 호환
성 증대로 oneM2M 기반의 사물인터넷 에코시스템
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월에 TTA에서 개최될 제2차 oneM2M 상호호환
성 시험 행사는 보다 많은 국내 회사 및 연구 기관이
참가하여 제품 호환성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국내 이통사의 oneM2M

[주요 용어 풀이]

솔루션 구축에 이어 금년에는 보다 많은 제품과 서

•MAS(Management, Abstraction and Semantics): 장치 관리, 데
이터/장치 추상화, 시맨틱스 분야를 다루는 oneM2M 워킹그룹 6
명칭

비스가 oneM2M 기반으로 출시될 수 있기를 희망

•TTCN(Tree and Tabular Combined Notation): 계통도와 표 결합
표기법, 적합성 시험의 테스트케이스를 기술하는 언어로 나무 가
지형과 테이블의 복합된 형태로 기술되는 표기법

해 본다.
[참고문헌]
[1] http://www.onem2m.org/technical/published-documents

정보통신 용어 해설

• 웹: http://terms.tta.or.kr

• 모바일: http://terms.tta.or.kr/mobile/main.do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

Distributed Antenna System, DAS

소출력의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분산시켜 실내 환경의 높은 트래픽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안테나 시스템.

3하나의 안테나로 넓은 영역을 커버(cover)할 때 전파 음영 지역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을 갖는 안테나를 여러 곳에 분
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D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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