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F 개념 및 기술 설명
OCF코리아포럼, 2020-09-04

□ OCF 지향 목표

그림 1

OCF 최종 지향 목표

ㅇ OCF는 IP 기반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간 연결 및 상호 연동하기 위한 플랫폼 제공
※ 브릿징을 통한 Zigbee, 저전력 블루투스(BLE), Z-Wave 등 통신 프로토콜 연동을 위한 기술 제공

□ OCF 개요

ㅇ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설립 및 목표
- OCF의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는 IoT 표준/오픈소스
을 위한 산업체 중심 협의체로 삼성, 인텔 등의 주도하에 설립 (2014.07)
- 이후, UPnP를 통합하고(2015.11), AllSeen Alliance의 핵심 멤버인 MS, 퀄컴
합류하며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로 확장/개편됨 (2016.02)
- 목표: IP1) 기반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상호연결/연동을 지원하는
전신인

기술 및 데이터 모델2)의 개발

1) 하부 전송기술에 독립적, IPv6를 기본으로 함
2) 다양한 IoT 도메인 (스마트홈, 헬스케어, 스마트 농업 등...)의 IoT 기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
- 1 -

확산
등이
연결

그림 2 상호 연결기술 및 데이터 모델

ㅇ 기기 제조사 중심의 개방형 컨소시움 형태의 표준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오
픈소스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

ㅇ Free

IPR License3):

멤버들 간

IPR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품 개발 및

판매 가능

ㅇ 표준화 작업
-

코어 (디바이스 스택, 클라우드 연동, 브릿징 등), 보안, 도메인별 데이터 모델

-

기기 인증 및 테스트 케이스 규격

※ 클라우드 연동: D2C (Device to Cloud), C2C (Cloud to Cloud) 서비스 지원

※ 각 나라별 ATL (Authorized Test Lab)을 운영함, 국내에는 TTA와 DT&C 2곳이 있음

- 개발된 표준규격은 오픈소스 구현체로 제공 (“IoTivity”, “IoTivity-Lite”)
- 1년에 3~4회 주기로 표준규격 및 오픈소스 구현체를 발표 (現 버전, OCF 2.2.0)
- 관련 링크:
https://openconnectivity.org,
https://iotivity.org,
https://iotivity.org/about-iotivity-lite

3) 최근의 OCF 조직개편 (2020.01) 후 각 도메인별로 독자적인 IPR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확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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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OCF 세부 기술

□ OCF 기술 개요

ㅇ OCF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유무선 연결기술 환경에서 사물들 간에 논리적인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는 사물인터넷(IoT) 표준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자동
차,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표준 및 상호 연동 규격을 정의

- Web에서의 RESTful 구조를 사물인터넷 환경으로 도입, 사물을 리소스로
고, Request/Response 기반의 리소스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 기본 전송 프로토콜로 CoAP을, 인코딩 포맷으로 CBOR를 사용함
- 디바이스 및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 리소스부터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버티컬에 필요한 리소스까지 JSON 기반 데이터 모델로 정의 및 사용함

표현하

서비스

그림 3 OCF 기본 컨셉

□ OCF 주요기술
ㅇ OCF

Core 스펙은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ID&Addressing, Common Resource Model, Security, Messaging

제공해야하는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버티컬이 추가되면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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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스펙이

그림 4 Core Framework 스펙

ㅇ OCF

코어가 지원하는 프로토콜 스택은 그림

용을 가정하고 있으며 보안을 위해서
경량 디바이스를 위한

CBOR를

사용함 .

CoAP을

TLS가

5과

같음 . 기본적으로

IPv6의

사

사용됨 . 또한 전송 프로토콜로는

사용하고 있으며 리소스의 인코딩을 위해서

그림 5 OCF 코어 프로토콜 스택

ㅇ OCF 코어 프레임웍의 기본동작은 그림 6과 같음. 최초로 디바이스 디스커버리
동작을 통하여 주변의 디바이스를 발견하고 , 발견된 디바이스들이 제공하고 있
는

리소스를

Notification)

대상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CRUDN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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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trieve/Update/Delete/

그림 6 OCF Core Framework 기본 동작

□ OCF 규격 범위
ㅇ OCF는

클라이언트 / 서버 모델에 기반한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하며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은

to Server)를

3가지의

통신 유즈케이스 (Local

Control, Remote Control, Server

고려하여 규격화 되어있음

그림 7 OCF Connectivity Scope

➊

D2D (Device-to-Device): 제어기와 IoT기기가 직접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OCF 디바이스 끼리 직접 제어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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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 (Device-to-Cloud): 제어기가 연결된 클라우드에 IoT기기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형태로, 이 경우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OCF 디바이스들을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D2C: Device-to-Cloud)를 통하여 원격지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➌ C2C (Cloud-to-Cloud): 제어기가 연결된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통해 IoT
기기를 연결하여 서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서비
➋

스를 제공하는 서로 다른 벤더의 디바이스를 구입한 경우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모든 디바
이스를 제어할 수 있음

□ OCF 동작 모델

ㅇ OCF 디바이스 간 통신(D2D) 동작
OCF

코어에서는

Client와 Server

두 가지 역할을 정의하고 있음 .

통 리소스를 제공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하며 ,

Client의

Server는

보

요청에 응답하는 역할을

Client는 Discovery를 통해서 Server를 발견하고 Server가
소스에 대하여 CRUDN 동작을 통하여 Server와 상호동작함 .

제공하는 리

그림 8 OCF Client/Server 역할

ㅇ OCF 브릿징 (Bridging) 동작
OCF

VOD (Virtual OCF Device)이며 , OCF와 타 생태계의
사이에 존재함 . VOD 를 통해 타 생태계의 디바이스는 OCF 디바이스로 가상
화되어 OCF 쪽에 제공되고 OCF 디바이스와 완전히 동일한 역할 수행이 가
능하도록 구현 . VOD 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등 어떤 형태도 될 수 있으며
OCF 브릿징의 구조는 그림 9와 같음 .
브릿징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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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OCF Bridging 개념도

non-OCF 디바이스인 라이트와 선
풍기는 각각 브릿지 플랫폼 내에서 VOD인 OCF Lighe Device와 OCF Fan
Device 로 표현됨. 일반 OCF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는 VOD와 통신하게 되며 브
릿징 플랫폼의 변환 기능이 VOD와 이에 대응되는 실제 non-OCF 디바이스와의
변환을 처리함.
그림

10

는 브릿징의 예를 보여줌. 이 예에서

그림 10 OCF 브릿징 예

ㅇ OCF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통신(D2C) 동작
OCF

OCF
그림 8과

클라우드는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있는 기술로

OCF

클라우드 동작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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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을 제어 및 관리할 수

같음.

그림 11 OCF 클라우드 동작 흐름

1. OCF

클라우드는

OAuth

지원하는

Auth Server를

자체적으로 또는

3rd Party를

OCF

클라우드에

제공해야함. 사용자는 클라우드에 접속 가능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 과정을 통
해 액세스 토큰을 획득

2. Mediator는
3.

사용자 인증을 통해 획득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자신을 등록함.
온보딩 툴은

OCF

서버 디바이스의 리소스에

보딩 및 권한설정을 하고,

Mediator는

Mediator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온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서버 디바이스의 클라우드 리소스에 업데이트 함

(e.g.

OCF

액세스 토큰, 클라우드

URI, 클라우드 ID 등)
4. OCF 서버 디바이스는 OCF 클라우드와 보안세션을 맺음
5. OCF 디바이스는 Mediator가 전달한 클라우드 접근정보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자신을 등록함

6. OCF 디바이스는 자신의 리소스를 클라우드의 RD (Resoure Directory) 에
함. 이후 OCF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으면 OCF 클라우드는 RD를 통하여

등록
서버

디바이스에 해당 요청을 전달함

ㅇ OCF 클라우드 간 통신(C2C) 동작
사용자의
된

OCF

OCF

클라이언트 기기가 연결된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에 연결

서버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이스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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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CF 클라우드 간 통신 개념도

OCF

클라우드 간 동작 흐름은 그림

13과

같음.

OCF

클라우드 끼리 상호간에 비

즈니스 관계를 사전에 수립(상호간 어플리케이션 등록 과정진행)하고 대상 클라우
드에 사용자 계정을 연결함. 이후 대상 클라우드에 등록된 디바이스 및 리소스를
검색하고 리소스를 제어 가능할 수 있으며 리소스 상태변화를 수신하기 위해 구독
을 등록하면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음.

그림 13 OCF 클라우드 간 동작

□

OCF

ㅇ OCF는

데이터 모델
물리적인 사물이나 논리적인 데이터 등을

도록 정형화시켜 표현하는데 이것이

O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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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F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

디바이스 모델 및 리소스 모델임

그림 14 Light Bulb 데이터 모델

ㅇ OCF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규격인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이

OCF

OCF

디바이스 타입과

OCF

리소스 타입

디바이스 규격에는 해당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리소스 타입을 명시함

그림 15 Light Bulb Device Type과 Resource Type 예

ㅇ 샘플 디바이스 타입

그림 16 카테고리별 대표 다비이스 타입 샘플

ㅇ OCF의

모든 리소스 모델은

스키마와 지원하는

CRUDN

OAS로

기술되며

OAS JSON

파일 내에 리소스의

동작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음

ㅇ OCF는 모든 OCF 리소스 모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저장소(oneIoTa)를 운영
Ÿ

https://oneio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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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AS 포맷의 모든 리소스 모델은 github에서 관리
Ÿ
Ÿ

ㅇ 모든
Ÿ

디바이스 타입 링크 :

https://openconnectivityfoundation.github.io/devicemodels/docs/index.html
리소스 타입 링크 :
https://openconnectivityfoundation.github.io/devicemodels/docs/resource.html
OCF 리소스 타입의 ID는 IANA에 등록
http://www.iana.org/assignments/core-parameters/core-parameters.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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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유스케이스 예시 및 디바이스 타입

ㅇ 매디컬

헬스케어 분야에서

ㅇ 퍼스널

피트니스 및 매디컬 데이터는 헬스케어 디바이스로부터 모니터링 디바

IoT를

적용하여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주

요분야로 만성질환 관리 , 건강증진 , 응급의료 ,

PHR(Persional Health Record),
Mobile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원격진료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스를 거쳐 수집되며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 . 데이터 대부분의 주요 사용처는 퍼스널 핼스케어 , 퍼
스널 피트니스이나 응급상황에도 같은 모델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음

ㅇ 아래의

그림은 다양한 피트니스 및 헬스케어 디바이스들로부터 데이터가 스마

트폰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거나 게이트웨이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로 전송되는 것을 보여줌 . 수집된 퍼스널 피트니스 및 매디컬 데이터는

컨디션 모니터링 , 의학연구 , 의사나 트레이너로부터의 조언을 듣거나 응급상황
을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음 .

그림 17

ㅇ 이와

관련하여

OCF에서

정의하고 있는 헬스케어 리소스 모델의 디바이스 타

입과 필수 리소스 타입은 아래 그림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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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헬스케어 분야 리소스 모델

ㅇ 디바이스 타입 예시

체성분 분석기는 체지방 , 키 , 몸무게 등의 인체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디바이스
로 인체성분를 측정하는 매우 다양한 기술을 사용함 . 예를 들면 신체 임피던스
분석은 손 / 발에 금속 전기노드를 부착하고 전기 시그널을 보내고 받는 것을 통해
신체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분석함 .

그림 19 체성분 분석기 디바이스 타입 및 필수 리소스 타입

그림 20 체성분 분석 리소스 타입 프로퍼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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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Photovoltaic) System

유스케이스 예시 및 디바이스 타입

ㅇ 전력 그리드 설비는 유틸리티 사이드와 고객 사이드 구분할 수 있음. 유틸리티

사이드 설비는 전력의 생산 , 전달 , 분배를 담당하는 설비들이고 , 고객 사이드
설비는 고전압 / 저전압 장비 , 분산된 재생에너지 장비 등의 설비들임 .

ㅇ OCF는

가정내 환경의 디바이스들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있으나 , 전

력 그리드 설비의 고객 사이드 전력 장비등 또한 정의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
틸리티 사이드의 전력 설비는

IEC 61850

표준에 정의되어있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사이드 장비 또한
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

IEC 61850

데이터 모델을 고려

그림 21 전력 그리드 설비 분류

ㅇ 아래의 그림은 전형적인 PV System 구성을 보여줌. PV System은 하나 이상의
태양광 판넬과 인버터 , 배터리 시스템 및 전력 자동 차단기들로 구성되어 있
음 . 태양광 판넬은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고 변환된

AC전류로

로 방출함 .

DC전류는

인버터에 의해

변경됨 . 배터리 시스템은 생성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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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형적인 PV System(태양광 파넬 시스템) 구성

ㅇ PV 시스템 디바이스 타입

그림 23 PV 시스템 디바이스 타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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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홈 디바이스 타입 (참고자료)

ㅇ 스마트홈 시나리오 기획 시 활용할 스마트홈 디바이스 타입 및 리소스 타입

그림 25 스마트홈 디바이스 타입 및 필수 리소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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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스마트홈 디바이스 타입 및 필수 리소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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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스마트홈 디바이스 타입 및 필수 리소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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