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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정보통신

소셜 M2M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M2M 플랫폼

요 약

M2M 관련 업체별 또는 응용분야별 자체적으로 제공되던 

M2M 플랫폼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화에 이어 최근에 지능

형 M2M 서비스 등 C2C형 서비스를 통한 M2M 서비스의 확산

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더

불어 인지 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및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데이터 전송을 위한 M2M 단말의 역할에서 다

양한 M2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M2M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지능형 M2M 단말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소셜 

M2M 서비스는 지능형 M2M 플랫폼을 내장한 M2M 단말들이 

자율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협업을 통해 창출된 지능형 

M2M 융·복합 서비스로서 모다정보통신이 중심이 되어 소셜 

M2M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M2M 플랫폼의 연구 개발과 함께 

개발 기술의 선행표준화와 표준특허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신규 융·복합 M2M 서비스의 발굴의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Ⅰ. 서 론

과거 통신사별 응용분야별 개별적 또는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M2M 플랫폼이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의 공용화를 실현하였으

나 사업자 중심의 B2B 및 B2C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능형 M2M 서비스 등 C2C형 서비스를 통해 

M2M 서비스의 폭발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

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1][2]. 

<그림 1>과 같이 과거에는 통신사 및 산업분야별로 자체 규

격의 개별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여 서비스간 상호운용성 및 확

장성이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개발 시간과 비용의 증대

그림 1. M2M 플랫폼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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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 

ETSI M2M 규격 기반의 표준 플랫폼이 개발되었으나 사용자의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많았다. 

최근에는 Jasper, Axeda를 비롯한 해외 M2M 플랫폼 전문 업

체에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 M2M 

플랫폼 개발이 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지 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및 단말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히 센서 데이터를 서비스 응용에 전달하

던 M2M 단말의 역할에 다양한 M2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

용자 중심의 지능형 M2M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M2M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M2M 단말들이 자율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을 하게 함

으로써 C2C형 M2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M2M서

비스 플랫폼이 요구된다.

모다정보통신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

능형 M2M 서비스 플랫폼을 내장한 M2M 단말들이 자율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정보/지식 교류 및 의사소

통 등의 협업을 통해 능동적인 M2M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

는 소셜 M2M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구개발 목표로 M2M 단말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지능화 기

술, 지능화된 M2M 단말 간 자율 소셜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를 

위한 협업 기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창

출하기 위한 융합 기술, 서비스 간 통합 인터페이스 및 지능화/

협업/융합 기술을 위한 공통/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기술로 구성된 지능형 M2M 플랫폼과 소셜 M2M 서비스에 최

적화된 지능형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M2M 플랫폼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개발 중인 

기술을 선행표준으로서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표준화 과정에

서의 피드백(Feedback)을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하여 표준특허 

확보 및 지능형 M2M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및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향후 신규 융·복합 M2M 서

비스의 발굴의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절에서는 지능형 서비스 및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의 연구 동

향에 대해서 살펴보며 3절에서는 소셜 M2M 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4절에서는 지능형 M2M 플랫폼의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5절에서는 지능형 M2M 플랫폼이 탑재되어 운영되

는 지능형 M2M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기술하고 6절에서는 연

구결과의 표준화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는 활용방안 및 파

급효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1. 지능형 서비스 동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향상과 더불어 오감인식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기계와 사람 사이의 상호 교감 및 인간

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 상황인식 서비스가 미래 지능형 서비

스로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절에서는 최근에 부각되

고 있는 상황인식 및 오감인식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 기술한다.

1.1 상황인식 기술 기반 서비스

상황인식(Context-Awareness) 기술은 기계가 알아서 사람

에게 맞추는 능동형 스마트 기술로서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

도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

인 사례로 <그림 2>와 같이‘구글 나우( Google Now)’서비스를 

들 수 있다. 구글 나우는 사용자 요구를 사전에 예측해 제안하

는 최초의 가상 비서 서비스이다.

방대한 양의 상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사용자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향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상황인식 기술이 일반화되고 사용자 행동 예측의 시대

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1.2 오감인식 기술 기반 서비스

최근에 센서 기술 중에서도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는 오감인식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IBM은 2012년에 추진한 연구를 바탕으

로 향후 5년안에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오감을 가지게 될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오감인식 기술의 발전은 기계와 사람 사이의 

상호 교감을 구현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인간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 상황인식 서비스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감인식 기반 서비스의 예로써 NTT도코모의 ‘말하는 컨시어

지(Talking Concierge)’서비스가 있는데 <그림 3>과 같이 음성

그림 2. 상황인식기술 적용사례: 구글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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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사용자와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2. 지능형 플랫폼 동향

최근 지능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능형 플랫

폼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공동체(EU)의 FP7 프로젝트 (The Seventh Framework 

Programme) 내에 다수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상황인식 기반의 플랫폼 관련 연구들에 대해 소개한다.

2.1 iCORE 프로젝트

EU의 FP7 프로젝트 중 하나인 iCORE(Internet Connected 

Objects for Reconfigurable Eco-systems) [5] 프로젝트는 다

양한 이기종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및 시스템 간 상호

운용을 통해 재사용성(Reusability)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세계 

객체들(Real World Object : RWO)에 대한 추상화 객체인 가

상 객체(Virtual Object : VO)와 VO들의 융합 객체인 복합 가

상 객체(Composite Virtual Object : CVO) 개념을 제시한다.

<그림 4>의 iCORE 구조에서처럼 RWO에 대한 추상화 객체

인 VO를 생성하여 다양한 응용에서 VO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

게 되고 이러한 VO들의 매시업(Mash-Up) 객체인 CVO를 통

해서 다양한 버티컬 도메인 서비스의 접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맨틱 디스크립션(Semantic Description)을 기반으로 VO

와 VCO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맨틱 기반의 추

론(Semantic Based Reasoning)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황으로 

객체의 재사용성이 촉진될 수 있다.

iCORE 플랫폼은 서비스 응용에서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자

연어 처리 분석과 함께 수집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요청된 서

비스에 가장 적절한 VO 및 CVO를 검색하고, 검색결과를 기반

으로 매시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iCORE는 사전에 정의되

어 미리 등록된 서비스 로직(Service Logic)을 기반으로 정적

으로 미리 CVO를 생성하거나 서비스 요청 시 동적으로 CVO를 

생성할 수 있다.

2.2 BUTLER 프로젝트

EU의 FP7 프로젝트 중 하나인BUTLER(uBiquitous, 

secure internet-of-things with Location and Contex-

awaReness) [6] 프로젝트는 다양한 도메인 별 스마트 솔루션

간 상호연동을 위한 통합 상황 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

용자에게 단일화된 스마트 라이프 환경(Unified Smart Life 

Environment)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5>와 같이 BUTLER 시스템 구조는 스마트 플랫폼을 

스마트 오브젝트/게이트웨이, 스마트 모바일 및 스마트 서버

로 분류하여 구성하고 스마트 오브젝트/게이트웨이 및 스마트 

모바일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서버에서 상황 위

치 및 행위 인식 처리를 수행한다. BUTLER 프로젝트도 다양

한 이기종 네트워크, 디바이스, 데이터 및 서비스 플랫폼 간 상

호운용성을 위해서 서비스 지향 접근방법(Service Oriented 

Approach)을 접목한 미들웨어를 개발하며 기계학습과 같은 지

능화 기술을 통해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래 행위를 

그림 3. ‘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그림 4. iCORE 시스템 구조 그림 5. BUTLER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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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CUBIQ 프로젝트

CUBIQ(Cross UBIQuitous platform) [7]는 일본에서 수

행된 상황 인지 유비쿼터스 서비스 플랫폼 연구개발 프로젝

트로서 다양한 이기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기능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3가지 

이슈 해결을 연구 목표로 한다.

<그림 6>은 CUBIQ의 시스템 구조를 나타내는데 중간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응용에게 하부의 다양한 센서, 디

바이스, 모바일폰 또는 액츄에이터(actuator)로부터 수집된 데

이터를 상황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한다.

CUBIQ은 분산된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PIAX(P2P 

Interactive Agent eXtensions) 라는 P2P 오버레이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콘텐트 라우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비스 응용

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트에 대한 검색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한

다. 또한, RESTful 인터페이스 및 USDL(Universal Service 

Description Language)을 통해 유비쿼터스 객체에 대한 추상

화와 객체 간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기존 데이터에 대한 매시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소셜 M2M 서비스

소셜 M2M 서비스는 지능형 플랫폼을 내장한 M2M 단말들이 

자율적으로 소셜 네트워트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정보/지식 교

류 및 의사소통 등의 협업을 통해 능동적인 M2M 융·복합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M2M 서비스이다.

<그림 7>은 소셜 M2M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M2M 서비스에서 M2M 기기에 지능을 부여하고 지능

을 가진 기기들이 서로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다양한 M2M 서비스들이 융합되어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의 진화가 소셜 M2M 서비스가 된다. 

Ⅳ. 지능형 M2M 플랫폼

소셜 M2M 서비스는 기계학습과 같은 M2M 단말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다양한 이기종 단말간 통신을 위

한 오버레이/협업 네트워킹 기술 및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창

출을 위한 매시업 기술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핵심 기

술을 서비스 응용에서 개발 시 구현의 어려움과 신속한 개발을 

저해하여 서비스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능형 M2M 플랫폼은 소셜 M2M 서비스 응용을 위한 핵심 

기능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공

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M2M 단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자율적으로 교류 및 의사소통 등의 협업을 하게 함으로써 

C2C형 M2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은 소셜 M2M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M2M 플랫폼의 

핵심 기술들을 나타낸다.

소셜 M2M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M2M 플랫폼의 연구개발 

목표는 M2M 단말에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지능화 기술, 지능

그림 6. CUBIQ 시스템 구조

그림 7 소셜 M2M 서비스의 개념

그림 8. 지능형 M2M 플랫폼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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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M2M 단말 간 자율 소셜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를 위한 협

업 기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

한 융합 기술, 서비스 간 통합 인터페이스 및 지능화/협업/융합 

기술을 위한 공통/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소셜 

M2M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1. 지능형 M2M 플랫폼 핵심 기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능형 M2M 플랫폼의 핵심 기술은 

필수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공통 프레임워크, 지능화, 협업 및 

융합기술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지능화 기술

지능화 기술은 다양한 소셜 M2M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

는 데이터 처리 기능, 정제된 데이터를 시맨틱 정보로 변환/저

장/검색/분석하는 기능, 기계학습 기반의 분석/추론/예측 기능

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특징/의도를 인지하여 사용자 중심의 

적응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그림 9>와 같

이 지능화 기술에서는 다양한 M2M 데이터 소스로부터 수집된 

비가공(raw)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지식 정보로 변

환하게 된다.

지능화 기술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의 세부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학습 기반 분석 기술 

 수집된 M2M 데이터를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정보로 변환

하여 시맨틱 기반의 연관 정보 검색 및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

•적응형 상황인지 처리 기술 

 사용자의 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황/의도/특징을 

인지하고 기계학습 기반의 추론을 통해 미래 상황의 예측 및 

대응 기능을 제공한다.

1.2 협업 기술

협업 기술에서는 소셜 M2M 디바이스간 상호 연결 및 통신을 

위해 M2M 오버레이 네트워크(M2M Overlay Network)를 구

성하고, 그 기반 위에 소셜 M2M 디바이스 간 자율적인 상호 교

류 및 협업을 위한 M2M 소셜 네트워크(M2M Social Network)

를 형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협업 기술은 가상의 두 계층의 논리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술로 구성된다.

•오버레이 네트워킹 기술 

 M2M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에 무관 (Agnostic) 하게 M2M 기

기간 상호 연결을 보장하는 가상의 논리적 네트워크인 M2M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율 소셜 네트워킹 기술

 M2M 오버레이 네트워크 기반 위에 M2M 기기간의 소셜 네

트워크를 구성하고 기기간 소셜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1.3 융합 기술

융합기술은 M2M 서비스 데이터 소스를 검색/수집/추출하는 

그림 9. 지능화기술 개념

그림 10. 협업기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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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엔진,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규칙 분석을 통해서 규칙 기

반 데이터로 변환하고 규칙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합하는 구

성엔진, 분석과 구성엔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위한 저장소, 

조합된 데이터를 표시/표출하기 위한 시각화(Visualization) 엔

진으로 구성된다. 

<그림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융합 기술은 서비스의 동적 매

시업 계층과 시각화 계층으로 나뉜다.

•동적 매시업 기술

 기존 서비스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동적인 서비스의 융합

(Composition)을 통해서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화 기술

 다양한 M2M 기기의 환경에 적합하게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1.4 공통 프레임워크

다양한 M2M 플랫폼 간 상호 연동과 지능형 소셜 M2M 서비

스 응용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반이 되는 필수 공통 기능 및 

용이한 신규 기능 추가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의미한다.

<그림 12>에 지능형 M2M 플랫폼 구조를 보였는데 여기서 공

통 프레임워크는 상호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의 

보안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상호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

 지능형 소셜 M2M 서비스 응용과의 상호연동을 위한 

RESTful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M2M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보안 및 관리 기술

 지능형 M2M 플랫폼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포

함한 자원 관리 기능과 인증을 포함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1. 융합기술 개념

그림 12. 지능형 M2M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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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능형 M2M 어플라이언스

지능형 M2M 어플라이언스(Appliance)는 지능형 M2M 플랫

폼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적화된 HW 플랫폼 환경을 제공

하며 M2M 도메인의 다양한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한

다. 이는 지능형 M2M 플랫폼과 다양한 유무선 WLAN, LAN, 

PAN 통신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어떠한 M2M 서비스 도메

인 환경에서도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보안 위협에 대

응할 수 있는 보안인증, 침입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즉, 

소셜 M2M 서비스 플랫폼이 탑재된 전문 기기로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피스 등 소셜 M2M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 1. 어플라이언스 일반 사양

구분 주요사양

CPU Cortex-A9	이상의	고성능	CPU

메모리
1G	이상의	NAND	Flash

1G	이상의	Mobile	DDR3

네트워크

(WAN)
WiBro,	LTE,	Ethernet

네트워크

(PAN)
Wi-Fi	b/g/n,	Bluetooth,	IEEE	802.15.4,	etc.

센서 카메라센서,	동작감지센서,	환경센서

I/O USB	Host/OTG,	SDIO,	SPI,	EBI

기타 GPS

<그림 13>과 <표 1>은 어플라이언스 기능 구성도와 일반 사양

을 나타낸다.

어플라이언스는 지능형 M2M 플랫폼이 하부 네트워크에 적

용된 기술에 무관하게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WAN/PAN 인

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지능화 기술의 상황인식 기능을 지원하

기 위한 GPS, 카메라, 동작감지 센서 등의 다양한 상황 센서

(Contextual Sensor)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Ⅵ. 연구결과의 국제 표준화

지능형 M2M 플랫폼의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개발 중인 기술

에 대해 국제 표준화를 병행하는 선행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

준화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연구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지능형 

M2M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 대

상기구로 <그림 14>과 같이 oneM2M/ISO JTC1/ITU-T SG13

을 통한 국제 표준화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IoT/

M2M 포럼을 통한 국내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림 15>과 같이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 한국특허정

보원(KIPI)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과제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화 전략지원 하에 표준 기술 및 표준안 개발을 진행하면서 표준

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림 13. 어플라이언스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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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활용방안 및 파급 효과

소셜 M2M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M2M 플랫폼 개발을 통해 

확보된 연구 개발 결과물은 <그림 16>에서와 같이 이동통신사

업자, M2M 서비스 사업자, M2M 서비스 응용 제공업체, M2M 

단말 및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등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

지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적 측면

C2C형 소셜 M2M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 어플라이

언스, 서비스 응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기술 격차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

셜 M2M 을 지원하는 지능형 플랫폼 기술의 선행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IPR 확보 및 국제 표준화 주도가 가능하며 관련 시

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신규 융·복합 M2M 서비스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적·산업적 측면

기존 M2M 서비스 모델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여 정체되어 있는 M2M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에 대한 IPR 확보 및 국제 표준화를 통해 

로열티 수입 및 기술무역 수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능형 M2M 플랫폼에 대한 선점 기술확보와 국내 활성화를 통

해 국내 M2M 관련 회사들이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측면

차별화 된 소셜 M2M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M2M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M2M 

지능형 플랫폼은 사회적 안전망 등의 공공 M2M 시설을 지능화

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독거 노인 등

의 약자 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유사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Ⅷ.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C2C형 소셜 M2M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한 지능화된 M2M 플랫폼 개발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

다. 상황인식 기술과 오감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M2M 서

비스에 인지 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융·복

합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능형 M2M 서비스의 확

산을 위해 지능형 M2M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신규 융·복합 M2M 서

비스의 발굴의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14. 국제/국내 표준화 추진체계

그림 15. 표준특허 확보 협력체계

그림 16. 연구개발 결과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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