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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bstract: The present embodiment relates to a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M2M) technology, and relates to
a procedure for receiving response inform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message in an M2M system. Particularly, provided
i s a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M2M) method and

S400요청 메시지 전송 단계 apparatus, and the M2M apparatus according to an embodi
ment performs the steps of: transmitting a request message;
determining a response type parameter corresponding to the
request message; and receiving response information accord

응답 유형 파라미 터 확인 단계 S402 ing to the response type parameter, wherein one of blocking,
synchronous non-blocking (nonBlockingRequestSynch) and
asynchronous non-blocking (nonBlockingRequestAsynch) i s
set as the response type parameter.

S404응답 정보 수신 단계 (57) 요약서 ：본 실 시 예는 M2M(Machine to Machine Com
munication) 기 술 에 관 한 것으 로 , M2M 시 스 템 에서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응 답 정보 를 수 신 하 는 절차에 관 한 것 이
다 ᅳ특 히 , 일 실 시 예 에 따 른 M2M(Machine to machine

종료 communication) 장 치 는 요 청 메 시 지 를 전 송하는 단 계 와
요 청 메시 지 에 대응 되 는 응 답 유 형 파 라 미 터 를 확 인하
는 단 계 및 응 답 유 형 파 라 미 터 에 따 라 응 답 정 보 를 수
신 하 는 단 계를 수 행하 되 , 응 답 유 형 파 라 미 터 는 블 럭킹
(blocking), 동 기 식 논블 럭킹 (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 동 기 식 논 블 럭 킹 (nonBlockingRequestAsynch) 증 어느
하나로 설정 되는 방 법 및 장치 를 제공 한다ᅳ



명세서
발명의 명칭: M2M 시스템에서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 및 그

장치
기술분야

[1] 본 실시예는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기술에 관한 것으로,
M2M 시스템에서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또는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 또는 스 트 디 이스 통신, "Smart Device communication" 또는
"Machine oriented communication" 또는 人！물 인터 , "Internet of Things") 은
사람이 통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모든 통신 방식을
지칭한다. 최근 oneM2M 에서 M2M 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oneM2M 의 아키텍처(Architecture) 및 요구 사항(Requirement) 을 층족시키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사물통신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통신과 웅용 제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물 간에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송수신 방법과 절차와 필요하다.
또한, 사물통신 장치 별로 또는 요청 메시지 별로 웅답 정보를 송수신하는
절차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나,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물통신 장치는
송수신 절차 별로 구분되어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 메시지 송수신 절차가 상이한 사물통신 장치 간에
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서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4] 전술한 배경에서 안출된 본 실시예는 M2M 장치가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고,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에러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5] 또한, 본 실시예는 M2M 장치가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과제 해결 수단
[6] 전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 실시예는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장치가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를 확인하는 단계
및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 는 단계를 포함하되 , 웅답



유형 파라미 터는 블럭킹(blocking), 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되는

방법을 제공한다.
[7] 또한, 일 실시예는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장치에 있어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송신부와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터를 확인하 는 제어부 및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되 , 웅답 유형 파라미터는
블럭킹(blocking), 동기식 논블럭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8] 이상에서 설명한 본 실시예는 사물통신에 필수적인 송신측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9] 또한, 본 실시예는 M2M 장치가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웅답 정보
송수신 절차를 가지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모든 자원을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0] 도 1은 M2M 시스템을 상위 레벨의 기능적 관점에서 도시한 도면이다.
[11]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시스템 구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12] 도 3은 M2M 시스템에서 요청 메시지 전송과 이에 따른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예시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13]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장치의 웅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14] 도 5는 제 1실시예에 따른 웅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15]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컨텐츠 파라미터 정보를 도시한 도면이다.
[16]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른 "operationResult" 속성 정보를 도시한 도면이다.
[17] 도 8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웅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18]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19] 이하, 본 발명의 일부 실시 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 또한, 본 발명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 제 1, 제 2, A , B , (a), (b)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그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용어에 의해 해당 구성 요소의 본질이나 차례 또는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그 구성 요소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 사이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1]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사물 통신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물 통신은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IoT(Intemet of Things), 스마트 장치 통신 (Smart Device Communication, SDC),

또는 사물 지향 통신 (Machine Oriented Communication)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질
수 있다. 최근 oneM2M 에서 사물통신과 관련된 많은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사물 통신은 사람이 통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통신을 지칭한다. 사물 통신은 에너지 (energy) 분야, 엔터프 라이즈 (enterprise)

분야, 헬스케어(Healthcare) 분야,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s) 분야,
주거(Residential) 분야, 리테일(Retail) 분야, 운송 (Transportation)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 등으로 나뉘어진다. 본 발명은 상기 분야를 포함하며 , 그 외의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22]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시스템을 상위 레벨의 기능적 관점에서 도시한
도면이다.

[23] 애플리케이션 개체(Application Entity, AE)(1 10)은 종단간 (end-to-end) M2M

솔루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제공한다. 일 예로 차량 등의 집단적인 추적
애플리 케이션(fleet tracking application), 원격 혈당 감시 애플리 케이션(remote

blood sugar monitoring application), 또는 원격 전력 검침과 제어
애줄리케이션(remote power metering and controlling application) 등이 될 수
있다 (Application Entity (AE): Application Entity provides Application logic for the

end-to-end M2M solutions. Examples of the Application Entities can be fleet tracking

application, remote blood sugar monitoring application, or remote power metering and

controlling application.). 공통 서비스 개체(Common Services Entity, CSE)(120) 는
서비스 기능의 집합으로써 ,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M2M 환경에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서비스 기능은 참조점 (Reference Points) Mca, Mcc 를
통해 다른 기능으로 드러나며 , 참조점 Men 를 이용하여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 예로는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디바이스 관리(Device

Management), M2M 구독 관리(M2M Subscription Management), 위치
서비스 (Location Service) 등이 될 수 있다. CSE 에 의해 제공되는
서브기능(subfunction) 은 논리적으로 CSF(Common service function) 으로 이해될
수 있다. oneM2M 노드의 CSE내에 CSF 중 일부는 필수적 (mandatory) 이 되며
일부는 선택적(optional) 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SF 내의 서브기능들 역시



필수적 또는 선택적이 될 수 있다.
[24]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Underlying Network Services Function, NSF)(130) 은

공통 서비스 개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예로는 디바이스 관리 , 위치
서비스 (location services) 와 디바이스 트리거링(device triggering) 을 포함한다.

[25] 참조점(Reference Points) 은 공통 서비스 개체(CSE) 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Mca

참조점은 애플리 케이션 개체와 공통 서비스 개체 간의 통신 플로우를 지시하는
참조점 이다. Mcc 참조점은 두 공통 서비스 개체 간의 통신 플로우를 지시하는
참조점이다. Men 참조점은 공통 서비스 개체와 하나의 네트워크 서비스

개체간의 통신 플로우를 지시하는 참조점 이다.
[26] 보다 상세히, Mca 참조점은 하나의 애플리 케이션 개체(AE) 가 공통 서비스

개체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Mca 참조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공통 서비스 개체가 제공하는 기능에 의존적이며,
애플리 케이션 개체와 공통 서비스 개체는 동일한 물리적 개체에 존재하거나
다른 물리적 개체에 따로 존재할 수 있다. Mcc 참조점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공통 서비스 개체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통 서비스 개체에게
그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Mcc 참조점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공통
서비스 개체가 제공하는 기능에 의존적이다. Mcc 참조점은 서로 다른 M2M 노드
간에 지원될 수 있다. Men 참조점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반 네트워크의
서비스 개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통 서비스 개체에게 그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전송과 연결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Men 참조점의
인스턴스 (instance) 는 기반 네트워 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적으로
구현된다. 두 개의 물리적 M2M 노드 간의 정보 교환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네트워크의 전송 (transport) 및 연결(connectivity)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27] 본 명세서에서는 공통 서비스 개체를 CSE로 기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서비스 개체를 NSE 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의 M2M 장치는 CSE

또는 A E를 의미하거나, CSE 또는 A E를 포함하는 장치를 의미할 수 있다.
[28]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시스템 구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29] 도 2를 참조하면, 기반노드 (Infrastructure Node, 250) 는 M2M 통신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 인 서버 기능을 수행한다. 기반노드 (250) 는 기반노드 웅용개 체(AE, 252) 와
기반노드 공통서비스개체(CSE, 254) 로 구성된다. 기반노드 공통서비스
개체(254) 는 아래에서 설명할 도 3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252와
254는 Mca 참조점을 통하여 구분하고, 사물통신에 필요한 메시지, 특히
스케줄러 자원의 생성 (create), 삭제 (delete), 갱신 (update), 조회 (retrieve), 통지
(notify) 하기 위한 요청메시지와 웅답메 시지의 구성과 처리에 사용한다.

[30] 중계노드 (200) 는 웅용서 비스노드 (220) 와 기반노드 (100) 의 M2M 통신 또는
Internet of Things, 사물통신 기능을 중계한다. 중계노드 (200) 는 중계노드
웅용개 체(202) 와 중계노드 공통서 비스개체(204) 로 구성된다. 중계노드



공통서 비스개체 (204) 는 도 3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202와 204는
Mca 참조점을 통하여 구분하며 , 254와 204는 Mcc 참조점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사물통신에 필요한 메시지,특히 스케줄러 자원의 생성 (create), 삭제 (delete),

갱신 (update), 조회(retrieve), 통지 (notify) 하기 위한 요청메시지와 웅답메 시지의
구성과 처리에 사용한다.

[31] 웅용서비스노드 (210) 는 웅용개체(212) 와 중계노드 공통서비스개체(214) 로
구성할 수 있다. 웅용개 체(212) 는 기기의 목적상 요구되 는 웅용 기능을 처리한다.
웅용서비스노드 (210) 의 공통서비스개체(214) 는 도 3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212와 214는 Mca 참조점을 통하여 구분하며 , 214와 254는
Mcc 참조점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사물통신에 필요한 메시지,특히 스케줄러
자원의 생성 (create), 삭제 (delete), 갱신 (update), 조회 (retrieve), 통지 (notify) 하기
위한 요청메시지와 웅답 메시지의 구성과 처리에 사용한다. 한편,

웅용서비스노드 (220) 는 중계노드 (200) 를 통하여 기반노드 (100) 와 사물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210과 220의 차이점은 노드를 구성하는 통신
인터페이스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220은 블루투스, ZigBee, Zwave,

WiFi 등의 초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200을 통하여 100과
통신한다. 이에 반해, 210은 3G, LTE, Ethernet, Gigabit Ethernet, ADSL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100과 통신한다.

[32] 웅용전 용노드 (230, 240) 는 공통서비스개체를 가지지 않고, 웅용개체(242) 만을
가지고 사물통신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30은 3G, LTE, Ethernet, Gigabit

Ethernet, ADSL 등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100과 통신하는 경우이고,
240은 블루투스, ZigBee, Zwave, WiFi 등의 초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200을 통하여 100과 통신한다.

[33]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2M 시스템은 기반노드, 중계노드, 웅용 서비스
노드 및 웅용전용 노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될 수 있으며 , 각
노드는 CSE 또는 A E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CSE와 A E는 각각의 참조점을
통해서 타 CSE 또는 A E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34]

[35] 본 실시예들은 에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 인 M2M 시스템에서의
요청 메시지 송신측의 웅답 정보 수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다.

[36] 예를 들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전기 ,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월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사물통신을 통하여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계량기 ,
가스 검침기, 수도 계량기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기업, 의료, 공공서 비스,주거 , 소매, 교통 및 운송 등 다양한
웅용을 사물통신에 적용할 수 있으며 , 다양한 사물통신 웅용 분야는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37] [표 1]

Vertical Use case

Wide area Energy related measurement/control system for advanced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utomation
Analytics Use Case for 2

Energy Use Case
Smart Meter Reading
Environmental Monitoring of Remote Locations t o Determine Hydropower
Oil and Gas Pipeline Cellular/Satellite Gateway

Enterprise Use Cases Smart Building
2M Healthcare Gateway

Healthcare Use Cases Use Case o n Wellness Services
Secure remote patient care and monitoring
Street Light Automation
Use Case o n Devices, Virtual Devices and Things

Public Services Use Cases Car/Bicycle Sharing Services
Smart Parking
Information Delivery service in the devastated area
Home Energy Management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
Plug-In Electrical Charging Vehicles and power feed in home scenario
Real-time Audio/Video Communication

Residential Use Cases
Event Triggered Task Execution Use Case
Semantic Home Control
Semantic Device Plug and Play
Triggering in the Field Domain

Retail Use Cases Vending Machines
Transportation Use Cases An industrial use case for on-demand data collection for factories

Extending the 2M Access Network using Satellites
2M Data Traffic Management by Underlying Network Operator

Optimized 2 interworking with mobile networks (Optimizing connectivity
management parameters)
Sleepy Node Use Case

Other Use Cases Use Case o n collection of 2M System data
Leveraging Broadcasting/ Multicasting Capabilities of Underlying Networks
Leveraging Service Provisioning for Equipment with Built-in M Device
Semantics query for device discovery across M 2 Service Providers
Underlying network service activation and deactivation
A n industrial use case for on-demand data collection for factories

[38] 본 실시예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M2M 장치 간에 정보를 송수신할 때, 개별
M2M 장치 또는 개별 요청 메시지의 웅답 유형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제공하여 웅답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9] 이를 위해서 , 본 실시예는 발원자 (Originator) 가 요청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하고, 수신자 (Receiver) 의 웅답 유형에 따라 발원자가 블럭킹,

동기식논블릭 킹, 비동기식논블릭 킹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동기식논블럭킹인 경우, 발원자는 수신자의 처리 결과를

조회하여 처리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가 완료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비동기식논블럭킹인 경우, 발원자는 수신자의 처리 결과

완료 통지 정보를 수신하고, 통지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가 완료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0] 본 명세서에서의 발원자와 수신자는 모두 M2M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M2M 장치를 발원자로 기 재하고,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웅 답 정보를 생성하 여 전송하는 M2M 장치를 수신자로 기 재하 여 설 명한다.

[41]

[42] 도 3은 M2M 시스 템에서 요 청 메시지 전송과 이에 따른 웅 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예시 적으로 도시 한 도 면 이다 .

[43] 도 3을 참조 하면, 발원자 (300) 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 청

메시지 (Request message) 를 전송한다 (S320). 요 청 메시지 에는 필수 적 인
파 라미터와 선 택적 인 파 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 송신측 파 라미터 ,

수 신측 파 라미터 , 요 청 식 별 파 라미터 및 동 작 파 라미터는 필수적 인 파 라미터로

포 함된다. 송신측 파 라미터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발원자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수신측 파 라미터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포 함 한다. 요 청 식 별 파라미 터는 해 당 요 청 메시지를 식 별하기 위 한 유 일한 ID

정보를 포 함 한다. 또한, 동 작 파 라미터는 요 청 메시지 에서 요 청하는 동작을

구분하기 위 한 정보를 포 함 한다. 동 작 파라미 터는 생성 , 조 회 , 삭 제 , 업 데이트 및

통지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44] 수신자 (310) 는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 이에 대한 웅 답 메시지 (Response

Message) 를 생성하 여 발원자 (300) 로 전송한다 (S340). 다만, 수신자 (310) 는 설정 에

따라서 웅 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절차가 상 이할 수 있다. 또 는 , 요 청 메시지 에

포함된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 에 따 라 웅 답 메시지는 다른 절차로 수신 될 수 있다.

즉 , 수신자 (310) 가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한 후 웅 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절차는

상 이할 수 있다.

[45] 따 라서 , 발원자 (300) 는 각각의 수신자 (310) 의 웅 답 메시지 처 리 절차에 따라서

웅 답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 한 일반적 인 프 로시 져를 진 행한다 (S330). 예를 들 어 ,

발원자 (300) 는 요 청 메시지 의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를 확 인하 여 ,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 별로 다른 절차로 웅 답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본 발 명은

발원자 (300) 의 웅 답 메시지 수신 절차에 관 한 것으로 ,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 별로

구분 되는 웅 답 정보 수신 절차를 제 안한다.

[46] 이하 에서 는 , S330 단 계와 관 련하여 보다 구 체적 인 실시 예를 중심으로

설 명하 며 ,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 에 따른 웅 답 정보 수신 절차를 구분하여

설 명한다.

[47]

[48] 도 4는 일 실시 예에 따른 M2M 장치 의 웅 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 명하 기 위 한

도 면 이다 .

[49] 도 4를 참조 하면, M2M 장치는 요 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 계를 수 행한다 (S400).

요 청 메시지는 동 작 파 라미터 , 수 신측 파 라미터 , 송 신측 파 라미터 및 요 청 식 별

파라미 터 중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 터를 포함할 수 있다.

[50] 또한, M2M 장치는 요 청 메시지 에 대웅 되는 웅 답 유 형 파라미 터를 확 인하는

단계를 수 행한다 (S402). 예를 들 어 , 웅 답 유 형 파 라미터는 요 청 메시지 에 포함될



수 있다. 웅답 유 형 파라미터는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에 따라 구분되어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 웅답 유 형 파라미터는

블 럭킹(blocking), 동 기식 논블 럭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또는, 웅답

유 형 파라미 터가 존 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51] 또한, M2M 장치는 웅답 유 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수 행한다 (S404). M2M 장치는 S402 단계에서 확 인한 웅답 유 형 파라미 터에

따라서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웅답 정보를 서로 다른 절차롤 통해서 수신할 수

있다.
[52] 일 예로 , M2M 장치는 웅답 유 형 파라미 터가 존 재하지 않거나 , 블 럭킹으로

설정된 경우 에 웅답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한다. 즉 , M2M 장치는 웅답

정보를 포함하는 웅답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별도의 동작을 수 행하지 않고

대기한다.

[53] 다른 예로 , M2M 장치는 웅답 유 형 파라미터가 동기식 논블 릭킹 또는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수신 확 인 메시지를

수신자 로부터 수신하기 위해서 대기한다. 수신 확 인 메시지는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Ack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하 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54] 또 다른 예로 , M2M 장치는 웅답 유 형 파라미터가 동기식 논블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웅답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조 회 요 청 메시지를 수신자로 전송 한다. 조 회

요 청 메시지는 미리 설정된 주기 또는 일정 시간 이 경과 한 경우 에 전송될 수

있다. M2M 장치는 조 회 요 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후에 조 회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조 회 웅답 메시지를 수신 한다. 조 회 웅답 메시지는 웅답 상 태 코드 파라미터 ,

요 청 식별 파라미터 및 컨텐츠 파라미터를 필수 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M2M

장치는 조 회 웅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조 회 웅답 메시지 에 포함되 는 웅답 상 태

코드 파라미터 또는 컨텐츠 파라미터를 확 인하고, 웅답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조 회 요 청 메시지를 재전송하 거나 , 조 회 웅답 메시지 에서 웅답 정보를

추출하거 나 , 에러 처리를 수 행할 수 있다.

[55] 또 다른 예로 , M2M 장치는 웅답 유 형 파라미 터가 비동기식 논블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수신자 로부터 통지 요 청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M2M

장치는 통지 요 청 메시지 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하 여 수신자로

전송 한다. 통지 요 청 메시지는 동작 파라미터 , 수신측 파라미터 , 송신측

파라미터 , 요 청 식별 파라미터 및 켄턴츠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통지

웅답 메시지는 웅답 상 태 코드 파라미터 및 요 청 식별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통지 웅답 메시지 에 포함되 는 요 청 식별 파라미터는 통지 요 청 메시지의

요 청 식별 파라미 터와 동 일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통지 요 청 메시지는
수신자가 요 청 메시지 에 따른 웅답 정보의 생성을 완료하여 M2M 장치로

전송하는 것으로, M2M 장치는 통지 요 청 메시지 에서 웅답 정보를 추출하여



웅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56] 정리하면, M2M 장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에 따라서 웅답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정 주기로 조회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여 웅답 정보를

수신하 거나, 통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웅답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웅답 정보 수신 절차의 구분은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구분되며 , M2M

장치는 요청 메시지를 송신함에 있어서 웅답 유형 파라미터를 확인하여, 각

절차를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57] 이하에서는, 전술한 M2M 장치의 웅답 정보 수신 절차를 두 가지 실시예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각의 실시예에서 일부 단계는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다.
또는, 각각의 실시예는 독립적으로 수행되거나, 상호 결합되 어 수행될 수도

있으며, 각 실시예의 일부 단계가 상호 결합되어 수행될 수도 있다.
[58]

[59] 제 1 심시예
[60] 도 5는 제 1 실시예에 따른 웅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61] 도 5를 참조하면, M2M 장치는 통신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청 메시지를

구성한다 (S500). 요청 메시지는 동작 (Operation), 수신자 (To), 발원자 (From), 요청
식별 정보 (Request Identifier) 등의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62] 동작 (Operation) 파라미 터는 생성 , 조회, 갱신 (업데이트), 삭제, 통지 등
수신자가 처리할 동작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일 예로, 동작 (Operation)

파라미 터가 스케줄을 생성 (create) 하는 정보인 경우 요청 메시지는
컨텐츠 (Content) 파라미 터와 웅답 유형(Resource Type) 파라미 터를 포함한다.
다른 예로, 동작 파라미터가 갱신 (update) 이나 통지 (notify) 하는 정보인 경우,
컨텐츠 파라미 터를 포함한다. 또 다른 예로, 동작 파라미 터가 조회 (Retrieve)

정보인 경우, 컨텐츠 파라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 수신자 (To) 파라미터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웅용객체 또는 공통서비스객체를 나타낸다. 발원자 (From)

파라미 터는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보내는 웅용객 체 또는 공통서 비스객체를

나타낸다. 요청 식별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는 요청 메시지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63] M2M 장치는 S500 단계에서 구성한 요청 메시지를 수신자로 전송한다 (S505).

요청 메시지는 동작 (Operation), 수신자 (To), 발원자 (From), 요청 식별
정보 (Request Identifier) 등의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64] M2M 장치는 수신자의 웅답 메시지를 기다린다 (S510). 웅답메 시지는 "웅답
상태 코드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와 "요청 식별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S5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 터와 동일하여 야 한다.
[65] M2M 장치는 웅답 메시지를 수신한 후,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의

정보를 확인한다 (S515). 웅답 유형 파라미터는 블록킹 (blockingRequest),

동기식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Synch),



비동기식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Asyiich) 중 어느 하나로 표시된다.
[66] 일 예로,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의 정보가

블록킹 (blockingRequest) 인 경우, M2M 장치는 웅답 메시지를 처리한다 (S570).

[67] 다른 예로,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의 정보가
동기식논블록킹 (nonBlockingRequestSynch) 인 경우, M2M 장치는 수신자 로부터
수신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는 수신자가 요청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신자가 M2M 장치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며，M2M 장치만 통신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M2M 장치는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의 처리 완료
여부를 알기 위하여 일정 시간 또는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조회 요청

메시지를 보내다 (S520). 예를 들어, 조회 요청 메시지는 "Operation", "To", "From"

및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동작 (Operation)

파라미터는 조회 (Retrieve) 로 설정된다.

[68] M2M 장치는 조회 요청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조회 웅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S525). 수신자가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경우, 수신자의
조희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Request Identifier" 및 "Content"

파라미터를 필수 적으로 포함한다.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조회

요청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Content' ' 파라미터의 정보는
수신자가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경우, 웅답 정보를 포함한다.
수신자가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수신자의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및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69] M2M 장치는 조회 응답 메시지의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를

확인한다 (S530).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터의 정보가 성공적(예를 들어，
코드 2XXX) 인 경우, Content 파라미 터를 확인하여 ，Content 파라미 터가 있는
경우, Success로 판단하여 S535 단계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웅답 상태
파라미 터의 코드가 2000(OK) 이거나, 2001 (created) 이거나 2002(deleted) 이거나

2004(changed) 이고, Content 파라미 터가 있는 경우 S530 단계를 수행한다.
[70]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의 정보가 수신자의 처리 미완료를 나타내 는

정보(예를 들어, Informational 1XXX) 또는 Acknowledge) 인 경우, S520 단계를

수행한다. 즉, 일정 시간 후 또는 일정 시점에 M2M 장치는 조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다.
[71] M2M 장치는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의 정보가 실패 (fail) 인 경우에는

오류로 판단하여 종료한다. 예를 들어, M2M 장치는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터가
발원자 오류 (4XXX) 또는 수신측 오류 (5XXX) 또는 네트워크 오류 (6XXX) 를

나타내 는 경우 오류로 판단하며 , 웅답 상태 코드가 2XXX 라도 Content
파라미 터가 없는 경우 오류로 판단한다.

[72] M2M 장치는 조회 응답 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웅답한 처리 결과



(operation result) 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처리 결과는 "Content" 파라미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의 "operation result" 속성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request> 자원은
필수적 인 속성정보를 포함해 야 한다. 필수적 인 속성정보는 operation, target,

originator, requestlD, metalnformation, content, requestStatus, operationResult 속성에
대한 정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Content" 파라미 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을 나타낸 예시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operationResult" 속성 정보를
나타낸 예시이며, "operation result' '에 있는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S5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73] 또 다른 예로, M2M 장치는 요청 메시지를 구성하는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터가 비동기식논블록킹 (nonBlockingRequestAsynch) 인 경우, 수신자의

수신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는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를
즉각적 으로 처리하지 못하거 나,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신자가 M2M 장치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 는 방법이며, M2M 장치나 수신자가
통신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74]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의 처리를 완료하면, 통지 (notify) 요청 메시지를 M2M

장치로 보내고, M2M 장치는 통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다 (S540). M2M 장치가
수신한 통지 요청 메시지는 "Operation", "To", "From", "Request Identifier",

"Content"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동작 (Operation) 파라미터는 통지 (Notify) 로
설정된다. 통지 요청 메시지의 컨텐츠 파라미터는 처리 결과가 있는 URI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5] M2M 장치는 통지 요청 메시지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한다 (S545).

통지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및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통지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통지 요청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76] M2M 장치는 생성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수신자에 게 보낸다 (S550). 통지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To" 파라미터의 정보는 S505 단계의 "To" 파라미터의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
[77] M2M 장치는 통지 요청 메시지의 "Content" 파라미 터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S555). S555 단계의 조회 요청 메시지는 "Operation", "To",

"From",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동작 (Operation)

파라미 터는 조회 (Retrieve) 로 설정된다.

[78] M2M 장치는 호스팅 CSE 로부터 조회 웅답 메시지를 받는다 (S560). S560

단계의 조회 웅답 메시지는''Response Status Code", "Request Identifier", "Content"

파라미 터를 필수적 으로 포함한다. S560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 터의

정보는 S55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조회 웅답 메시지에
포함된 "Content" 파라미터의 정보는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처리 결과
정보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Content" 파라미터의 정보는 도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79] M2M 장치는 S560 단계에서 수신한 조회 웅답 메시지의 처리 결과 (operation

result) 를 추출한다 (S565). 처리 결과는 "Content" 파라미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의 "operation result" 속성정보이다. <request> 자원은 필수적 인 속성정보를

포함해 야 한다. 필수적 인 속성정보는 operation, target, originator, requestID,

metalnformation, content, requestStatus, operationResult 속성에 대한 정보이다.
S560 단계의 <request> 자원의 처리결과 (operationResult) 는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operationResult" 속성
정보는 도 7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80] M2M 장치는 추출된 웅답 정보를 이용하여 S505 단계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요청 결과를 처리한다 (S570). S570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S5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81]

[82] 제 2 심시예
[83] 도 8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웅답 정보 수신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84] 도 8을 참조하면, M2M 장치는 요청 메시지를 구성한다 (S800). 요청 메시지는
동작 (Operation), 수신자 (To), 발원자 (From), 요청 식별 정보 (Request Identifier)

등의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85] M2M 장치는 구성된 요청 메시지를 수신자로 전송한다 (S805).

[86] 이후, M2M 장치는 제 1 실시예와 달리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고, 요청

메시지의 웅답 유형 파라미터를 확인한다 (S810). 전술한 바와 같이, 웅답 유형
파라미터는 존재하지 않거나, 블릭킹 또는 동기식 논블릭킹 또는 비동기식

논블릭 킹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87] 일 예로 , M2M 장치는 요청 메시지의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가

없는 경우 또는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가 블록킹 인 경우에 수신자의
웅답 메시지를 기다린다 (S815).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및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웅답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S8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와 동일하다.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터의 정보가 블록킹 (blockingRequest) 인 경우, M2M 장치는 수신자의 웅답

정보를 처리한다 (S820).

[88] 다른 예로,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터의 정보가 동기식 논블록킹

(nonBlockingRequestSynch) 인 경우, M2M 장치는 수신자의 수신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기다린다 (S825). 수신자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 확인 메시지를 M2M 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89] M2M 장치는 요청 메시지의 처리 완료 여부를 알기 위하여 일정 시간 또는

임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조회 요청 메시지를 보내다 (S830). 일정 시간 또는
임의의 시간은 미리 설정될 수도 있고,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 도록 동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또는, 조회 요청 메시지는 일정 주기로 전송될 수도 있다. 이때



M2M 장치는 S830 단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세 스 상태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825 단계에서 S830 단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점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 실선으로 표시한다. 조회 요청 메시지는 "Operation", "To".

"From",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동작 (Operation)

파라미 터는 조회 (Retrieve) 로 설정된다.

[90] 이후, M2M 장치는 조회 요청메시지에 대한 조회 웅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S835). 수신자가 S805 단계에서 전송한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경우,
조희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Request Identifier", "Content"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조회 웅답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 정보는 조회 요청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와 같다.

"Content" 파라미 터의 정보는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를 처리한 경우, S805 단계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수신자가 S805 단계의 요청
메시지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조회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91] M2M 장치는 조회 웅답 메시지의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를

확인한다 (S840). 일 예를 들어,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터의 정보가
성공적(예를 들어, 코드 2XXX) 인 경우, M2M 장치는 Content 파라미 터를
확인하고, Content 파라미 터가 있는 경우 S845 단계를 수행한다. 즉, 웅답 상태
코드가 2000(OK) 이거나, 2001 (created) 이거나 2002(deleted) 이거나
2004(changed) 이고, Content 파라미 터가 있는 경우 S840 단계를 수행한다. 다른
예를 들어,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의 정보가 수신자가 처리를 계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인 경우, M2M 장치는 S830 단계를 수행한다. 즉, 웅답 상태
코드가 1XXX 인 경우, 일정 시간 이후 또는 임의의 시간 이후에 조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또 다른 예로, "Response Status Code" 파라미 터의 정보가
발원자 오류 (4XXX) 또는 수신측 오류 (5XXX) 또는 네트워크 오류 (6XXX) 또는
2XXX 이며 Content 파라미 터가 없는 경우에, M2M 장치는 오류 판단하여

종료한다.
[92] M2M 장치는 S840 단계에서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 터 및 컨텐츠 파라미 터를

확인한 결과 웅답 정보가 포함되 었다고 판단되면, 조회 웅답 메시짖에서 웅답
정보를 추출한다. 웅답 정보는 "Content" 파라미 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의
"operation result" 속성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request> 자원은 필수적 인
속성정보를 포함해 야 한다. 필수적 인 속성정보는 operation, target, originator,

requestID, metalnformation, content, requestStatus, operationResult 속성에 대한
정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Content" 파라미 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은 도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operationResult" 속성 정보는 도 7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operation result" 속성 정보에 포함되는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S8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와 동일하다.



[93] 또 다른 예로, 요청 메시지를 구성하는 웅답 유형(Response Type) 파라미 터가
비동기식 논블록킹 (nonBlockingRequestAsynch) 인 경우, M2M 장치는 수신자의
수신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를 기다린다 (S850). M2M 장치는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를 확인한 경우, 수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다. 한편, 비동기식
논블록킹 (nonBlockingRequestAsynch) 방식은 M2M 장치가 S850 단계에서 S855

단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점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리하는 경우 실선으로 표시한다. M2M

장치는 S850 단계에서 S855 단계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 스를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8에서는 프로세스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94] 만약, 수신자가 요청 메시지의 처리를 완료하면, 통지 (notify) 요청 메시지를

M2M 장치에게 전송하고, M2M 장치는 통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다 (S855).

M2M 장치가 수신한 통지 요청 메시지는 "Operation", "To", "From", "Request

Identifier", "Content"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동작 (Operation) 파라미터는
통지 (Notify) 로 설정된다. 통지 내용(예를 들어, Content) 은 S805 단계에서 전송한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95] M2M 장치는 통지 요청 메시지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한다 (S860).

통지 웅답 메시지는 "Response Status Code" 및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통지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의 정보는 통지 요청 메시지의 "Request Identifier" 와 같아야 한다.
[96] M2M 장치는 생성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수신자에 게 보낸다 (S865). 통지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To" 파라미터의 정보는 S805 단계의 "To" 파라미터의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
[97] M2M 장치는 S855 단계에서 수신한 통지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웅답 정보를

추출한다 (S870). 웅답 정보는 "Content" 파라미터에 있는 <request> 자원의
"operation result" 속성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request> 자원은 필수적 인
속성정보를 포함해 야 한다. 필수적 인 속성정보는 operation, target, originator,

requestID, metalnformation, content, requestStatus, operationResult 속성에 대한
정보이다. 통지 요청 메시지의 <request> 자원에 포함되는
처리결과 (operationResult) 는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 정보이다. 예를 들어,
"operationResult" 속성 정보는 도 6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98] 이후, M2M 장치는 추출된 웅답 정보를 이용하여 요청 메시지에 대한 결과를
처리한다 (S820). S820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 터 정보는 S805 단계의
"Request Identifier' '파라미터 정보와 같아야 한다.

[99]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들은 사물통신에 필수적인 송신측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M2M 장치가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 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웅답 정보 송수신 절차를



가지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모든 자원을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100] 전술한 본 실시예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M2M 장치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간략히 다시 설명한다.

[101]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른 M2M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102] 도 9를 참조하면, M2M(900) 장치는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송신부 (920) 와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를 확인하는 제어부 (910) 및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 (930) 를 포함할 수 있다. 웅답
유형 파라미 터는 블럭킹(blocking), 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
[103] 또한, 제어부 (910) 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존재하지 않거나,블럭킹으로

설정된 경우, 웅답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수신부 (930) 는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동기식 논블릭킹 또는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 확인 메시지를 더 수신할

수 있다.
[104] 또는,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송신부 (920) 는

조회 요청 메시지를 더 전송하고, 수신부 (930) 는 조회 요청 메시지에 대한 조회
웅답 메시지를 더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 (910) 는 조회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터 또는 컨텐츠 파라미터를 확인한 결과에
기초하여, 조회 웅답 메시지에서 웅답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 조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동작 및 에러 처리 동작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105] 또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수신부 (930) 는 통지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요청 메시지를 더 수신할 수 있다.
제어부 (910) 는 통지 요청 메시지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하고, 통지 요청
메시지로부터 웅답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송신부 (920) 는 통지 웅답 메시지를 더

전송할 수 있다.
[106] 이 외에도, 제어부 (910) 는 전술한 본 실시예들에 따른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 수신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M2M 장치 (900) 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107] 한편, 송신부 (920) 와 수신부 (30)는 전술한 본 실시예들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신호나 메시지, 데이터를 송수신 또는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108] 또한, 본 실시예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각 단계 또는 구성은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각 기능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는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 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판독되 고 실 행됨으로써 본 실시 예를 구현할 수 있다. 그 리고 상기 기록 매체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 전술한 본

실시 예들을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장매체는 본 실시 예의 범위에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9] 전술 한 실시 예에서 언급한 표준내용 또는 표준문서 들은 명세서의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 위

표준내용 및 표준문 서들의 일부의 내용을 본 명세서 에 추가하거 나 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0] 이상 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 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 이러한 실시 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 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111]

[112]

[113] CROSS-REFERENCE TO RELATED APPLICATION

[114] 본 특허출원은 2015 년 07월 09일 한국에 출원한 특허출 원번호 제

10-2015-0097960 호 및 2015 년 07월 29일 한국에 출원한 특허출 원번호 제

10-2015-0107329 호 및 2016 년 07월 06일 한국에 출원한 특허출 원번호 제

10-2016-0085554 호 에 대해 미국 특허법 119(a) 조 (35 U.S.C § 119(a)) 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며 , 그 모든 내용은 참고문 헌으로 본 특허출원에 병합된다.

아을 러, 본 특허출원 은 미국 이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면 그 모든 내용은 참고문 헌으로 본 특허출원에 병합된다.



청구범위
[청구항 1]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장치가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단계 ; 및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 는 단계를 포함하되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는,
블럭킹(blocking), 동기식 논블럭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요청 메시지는,
동작 파라미 터, 수신측 파라미 터, 송신측 파라미 터 및 요청 식별 파라미 터

중 적어도 하나의 파라미 터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존재하지 않거나,상기 블럭킹으로 설정된

경우,
상기 웅답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상기 동기식 논블럭킹 또는 상기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상기 웅답 정보를 수신하기 이전에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상기 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상기 웅답 정보를 수신하기 이전에 조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
상기 조회 요청 메시지에 대한 조회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
상기 조회 웅답 메시지는,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터,요청 식별 파라미터 및 컨텐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터 또는 상기 컨텐츠 파라미터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상기 조회 웅답 메시지에서 상기 웅답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

상기 조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동작 및 에러 처리 동작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통지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 ; 및

상기 통지 웅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는,
동작 파라미 터, 수신측 파라미 터, 송신측 파라미 터, 요청 식별 파라미 터

및 상기 통지 정보를 포함하는 컨텐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통지 웅답 메시지는,
웅답 상태 코드 파라미터 및 요청 식별 파라미터를 포함하되 ,
상기 요청 식별 파라미터는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의 요청 식별
파라미 터와 동일하 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로부터 상기 웅답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청구항 12]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M2M(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장치에

있어서 ,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송신부;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웅되는 웅답 유형 파라미 터를 확인하는 제어부；및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에 따라 웅답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되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는,
블럭킹(blocking), 동기식 논블럭킹(nonBlockingRequestSynch) 및
비동기식 논블럭 킹(nonBlockingRequestAsynch) 중 어느 하나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존재하지 않거나,상기 블럭킹으로 설정된

경우,
상기 웅답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수신부는,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상기 동기식 논블럭킹 또는 상기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상기 요청 메시지에 대한 수신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청구항 15]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터가 상기 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상기 송신부는, 조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수신부는, 상기 조회 요청 메시지에 대한 조회 웅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

상기 제어부는,
상기 조회 웅답 메시지에 포함되는 웅답 상 태 코드 파라미터 또는 컨텐츠
파라미터를 확인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조회 웅답 메시지에서 상기 웅답 정보를 추출하는 동작, 상기 조회

요청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동작 및 에러 처리 동작 중 어느 하나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청구항 17] 제 12 항에 있어서 ,

상기 웅답 유형 파라미 터가 비동기식 논블럭 킹으로 설정된 경우 ,

상기 수신부는, 통지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에 대한 통지 웅답 메시지를

생성하고, 상기 통지 요청 메시지로부터 상기 웅답 정보를 추출하며,

상기 송신부는, 상기 통지 웅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2M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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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특 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또는 다른 특¾한 이유 (이유를 명시 )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에 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

"0" 구두 개시,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우선 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동일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하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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