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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최대 키워드인 사물인

터넷(Internet of Things)이 부각되면서 서비스, 전자, 디

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IoT 기능을 적용하여 소

비시장에 등장하며 주거공간까지 확대하면서 스마트한 

주거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스마

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는 약 11조원에 달하며, 2019년에는 두 배 정도 늘어난 

2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처럼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에

서도 주거공간에서 쓸 수 있는 IoT 홈서비스 기기를 선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들의 IoT 홈서비스 기기의 사례를 알아보고 분석을 통해 

각 특징을 알고 IoT 서비스 기기의 기초적 자료로서 의

의를 가진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 그림 1. 연구흐름도

1)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9011346158940924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정보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이론적고찰을 통해 현재 스마트홈(Smart Home) 

과 사물인터넷(IoT) 홈 서비스에 대해 정의하였다. 둘째, 

국내 이동통신사 중 S사 K사 L사로 한정하여 3개의 통신

사에서 각자 제공하고 있는 IoT 홈서비스 기기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S사 K사 L사에서 제공하는 IoT 서비

스 기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2.1 스마트홈(Smart Home)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스마트홈은 주거환경

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

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

을 말하고 있다. 스마트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집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

고,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1]

2.2 사물인터넷(IoT) 홈 서비스

  두산백과에 따르면 IoT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

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

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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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을 맞으며 최대 키워드인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IoT 제품들이 소비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최근 주택의 주거 공간 내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홈(Smart Home)에 적용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홈(Smart Home) 기술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그 분석 대상을 국내 주요 3개의 이동통신사의 스마

트홈(Smart Home) 사물인터넷(IoT) 홈 서비스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홈서비스의 기술사례를 통해 안전성, 편리성, 절약성 3가지

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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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인 S사, K사, L사에서는 스마트

홈(Smart Home) 사용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서 제공하는 IoT 홈

서비스 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능과 공

간,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Ⅳ. 결론

  대부분의 IoT 홈서비스 기능은 거주자가 외부에서도 

집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위험을 감지해 밖에서도 컨

트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동통

신사 3사 모두 기본적으로 가스차단기, 플러그/멀티탭, 

열림감지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스위치나 홈

캠, AI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1과 같이 사례를 알아보고 

IoT 홈서비스 기기를 안전성, 편리성, 절약성 3가지 유형

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가스차단기, 플러그/멀티탭, 열

림감지, 홈캠, SOS버튼은 안전성의 유형을 띄며, 스위치, 

AI, 공기청정은 편리성, 플러그/멀티탭은 절약성의 성격

을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서비스 기기 

들이 많았으며, 3사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3개

의 IoT 홈서비스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이동통신사 3사의 IoT 홈서비스 기기

  본 연구는 국내 주요 3개의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IoT홈서비스의 기능을 알아보고 각 서비스가 가지는 유

형을 알 수 있었으며, IoT홈서비스 기기의 기초적 자료로

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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