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F 사물인터넷 플랫폼 연동기술 표준화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영환, 책임연구원 이주철)

□ OCF 표준화 개요
ㅇ `14년 7월, OIC는 IoT 표준 및 오픈소스 확산을 위한 산업체 중심
협의체로 삼성, 인텔 등이 주도 하에 설립됨. 그 이후 `15년 11월,
UPnP를 통합하고, `16년 2월에 AllSeen Alliance의 핵심 멤버인
MS, 퀄컴 등이 합류하며 OCF로 확대됨. 현재 OCF의 규모는 약
470여개 회원사 구성되어 있음

*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ㅇ OCF 표준화는 가전 제조사 중심의 개방형 컨소시움 표준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 OCF는 멤버십 레벨 기반의 표준화 의사결정체계를
갖고 있음. 즉,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베이직 멤버십 레벨로
구분하여 권한 차별됨
ㅇ OCF 표준화의 기본 원칙은 3-pillar
alignment 정책에 따르고 있음

* 3-pil ar alignment: 표준 문서 작성,
오픈소스 코드 구현 및 인증 프로그램
개발이 모두 선행되어야 표준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표준에 대한 호환성 및 제품 간 상호운용성 보장

ㅇ OCF는 오픈 소스와 연계한 표준화 추진하고 있음. 표준 및 제품
개발자는 IoTivity를 통해, OCF 표준을 리눅스, 라즈베리파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 빠르고 쉽게 적용하여 표준 검증 및 제품 개발

* IoTivity: OCF가 후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OCF의 모든 의무
요구사항이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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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F 사물인터넷 플랫폼 연동 기술 표준화 현황
ㅇ `17년,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기반의 OCF 플랫폼 연동기술 개발을
위해 BLE-Bridging Project Group을 결성함. ETRI 이주철 책임
연구원이 의장 및 에디터를 수임
ㅇ BLE-Bridging PG에서는 OCF와 BLE Device와의 연동을 위한 연동
아키텍처 및 프로토콜 변환방법과 OCF 디바이스와 BLE 디바이스
간 데이터 모델 연동에 대한 규격 작업을 진행
ㅇ 해당 규격 작업은 `18년 말 1차 완료가 되었으며 OCF의 3-pillar
alignment (규격,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케이스를 통과한 구현 세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릴리즈에 포함됨) 준수를 위해 현재 구현작업이 진행
ㅇ `18년 3월, OCF의 코어기술을 다루는 CoreTech WG 의장의 추천으로
이주철 책임이 Bridging Task Group의 부의장에 선임됨. 동시에
삼성과

ZigBee와

Z-wave기술에

대한

연동기술을

개발하는

Z-Bridging PG를 공동 결성
ㅇ Bridging TG는 OCF Bridging spec을 관리하며, CoreTech WG과
연동기술의 아키텍쳐와 관련된 이슈를, Certification WG과 연동과
관련된 공통 테스트케이스를, 그리고 Remote Bridging Security
TG와 연동과 관련된 보안 이슈에 대해서 각각 대응.

`18년 10월,

이주철 책임연구원이 Bridging TG의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선임됨.
동시에 OCF와의 연동기술을 다루는 4개의 PG (BLE, Zigbee/
Z-wave, oneM2M, Haier U+)를 총괄 관리함
ㅇ `19년 3월, Bridging TG에서 유럽의 EnOcean Alliance와 OCF 연동
기술 개발을 신규로 시작하였으며 6월 1차 초안작업이 완료

* EnOcean Alliance는 외부전원없이 에너지회수기술을 통해 IoT기기를
구동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IoT 관련 표준개발 및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 표준화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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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5월, OCF와 타 생태계 기술과의 연동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4개의 PG (BLE, Zigbee/Z-wave, oneM2M, Haier U+)가 1차 결과물
개발을 완료하고 closing 되었으며, 향후 관련된 이슈 및 새로운
기술과의 연동기술 개발 작업은 Bridging TG에서 전담하기로
charter를 개정
□ 향후 전망과 표준화 대응전략
ㅇ 향후 전망
- 상용화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기능 단위에 해당하는 규격을 개발
하는 경우, 3-pillar alignment 정책에 따라서 오픈소스 결과물의
인증까지 완료하게 되면, 해당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
하려는 업체들을 통하여 상용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전망
- 민간과의 기술 협력 및 교류의 장을 통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애로 기술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규격 작업 및 바로 제품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구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줄 전망
ㅇ 표준화 대응전략
- OCF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할 요구사항인
3-pillar alignment 정책의 준수를 통해서, 표준규격만이 아닌 오픈
소스 기여에 대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오픈소스 구현
및 검증이 요구되는 핵심규격 개발 건을 발굴하여 규격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오픈소스 개발을 위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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