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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기술은 Internet of Thing의 약자로서 국내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로 불리우고 있다. IoT 기술은 실 세계에 존재하

는 사물 (Physical Things) 및 사이버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Virtual Things) 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사물들의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인터넷 인프라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국내외 IoT 기술에 대하여 소개

하고 각 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IoT 기술의 발전

을 위하여 IoT 생태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IoT 플랫

폼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한다.

Ⅰ. 서 론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정보를 검

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응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된 인터넷 기

술에 기반하여 사물들의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함께 사물 인터넷 기술 (IoT, Internet of Thing) 이 

제안되었다. IoT는 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Physical Thing)

과 사이버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Virtual Things)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미래 인터넷 인프라를 이야기한다.

IoT는 M2M (Machine-to-Machine), WSN (Wireless 

Sensor Network) 등 기존의 기술들을 포함하면서 인터넷 및 

웹 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 IoT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에서는 2025년까지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분야에 IoT 기술을 선정한 것과 같이 경제 및 산

업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 

또한 IBM, 시스코, 에릭슨 등의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

술력에 기반한 IoT 전문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하여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IoT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

는 기 개발 완료된 IoT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각 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IoT 기술을 매개로 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에 대

하여 소개하고 향후 IoT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본 론

1. IoT 플랫폼 동향

본 장에서는 현재IoT 플랫폼들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러한 플랫폼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IoT 플랫폼은 크게 

서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1.1 IoT 서비스 플랫폼 개발 동향

IoT 서비스 플랫폼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네트워크

로 상호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거나 사물에 대한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Io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사물들은 상호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개인화, 소

셜 네트워크, 스마트 건강, 미디어, 안전과 같은 고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주요 업체들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Pachube (Cosm)

Pachube는 사용자와 사물간의 인터랙티드 환경에서 사물 센

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시

작된 프로젝트로서 2008년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래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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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개되었다 [2]. Pachube는 사람들과 사물, 어플리케이션을 

IoT 에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이다. 웹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람들에게 전세계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

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Pachube는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Pachube 서버에 전

송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 등록되어 있는 센서, 기기를 통한 실시

간 정보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로부

터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등록되어 있고 이곳에서 측정

한 방사선량, 에너지 소비, 기후 정보를 이용해 공공안전, 농

업, 서비스, 빌딩자동화 등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Pachube는 

LogMeIn사에 인수되어 IoT 상용 서비스 플랫폼인 Xively 클라

우드 서비스에 통합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VRYTHING

EVRYTHING은 기존의 제품을 웹으로 연결하여 사물간 정

보공유를 통해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3]. 

사물 기기에 대한 웹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구적인 ID

를 URI 형식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유일하게 식별된 사

물과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 파트너를 

직접 웹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제

품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생산, 판

매 및 사용에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VRYTHING은 RESTful 방식의 웹 API를 통해서 어플리케

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상품과 웹을 연동하여 개

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을 제공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인

터랙티브하게 웹에서 표현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ThingSpeak

ThingSpeak는 인터넷 기반 모니터링과 컨트롤 하드웨어 제

조사인 ioBridge를 통해서 2011년에 공개된 오픈소스 IoT 서비

스 플랫폼이다 [4]. ThingSpeak 플랫폼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전달, 위치 기반 서비스, 상태 업데이트, 소셜 

그림 1. Pachube 기능과 사용예

그림 2. EVRYTHING 기능과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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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합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웹기반으로 HTTP 메시지

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필

터링을 지원하여 평균, 합산 과 같은 데이터 처리 옵션을 둘 수 

있다. 

ThingSpeak는 Twitter 기반의 API를 제공하여 ThingSpeak 

채널에 저장된 데이터를 Twitter로 보낼 수 있고 데이터 공개 

여부 및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 설정 등의 프라

이버시를 위한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ThingWorx

ThingWorx는 폭발적 증가하고 있는 센서, 디바이스의 연결

을 위해서 고안된 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2009년 공개되었다 

[5]. ThingWorx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 센서와 시스

템으로부터 데이터 획득, 제어, 통신이 가능하며 웹 기반 검색, 

소셜 서비스를 위한 중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ThingWorx 플랫폼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드래그 앤 드

롭과 같은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관련한 IoT 매쉬업 서비

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디바이스가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한 접근 제어 및 상시 연

결을 지원하며 데이터 스토리를 통한 10만개 이상의 디바이스

에 대한 데이터 저장, 분석, 실행, 협동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버에 IoT 시열 데이터의 수집 및 로깅 

기능을 제공하는 Mimbits, 수많은 센서데이터의 저장 및 시열 

데이터의 표현 및 분석기능들을 제공하는 SensorCloud 등이 

있다.

1.2 IoT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동향

스마트폰 이후의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IoT 디바이스 플랫폼

은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관련업체들의 경쟁 또한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IoT 디바이

스 플랫폼을 위한 핵심 부품, 단말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상용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다가올 IoT 시대

의 디바이스 플랫폼 시장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창의적인 IoT 디바이스로서의 상용제품들과 향후 IoT 단말의 

핵심 기술이 될 IoT 디바이스 플랫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창의적 IoT 디바이스

- 벨킨 위모 (belkin WeMo)

WeMo 스위치는 가정용 전기기기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스마트폰 기반 홈오토메이션 제어 장치 이다 [6]. 전

기기기의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로 벽부 전원 소켓에 연결

할 수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스위치 내부에 WiFi 기능을 

내장하여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WeMo 스위치

에 연결하여 전기기기로 연결되는 전원을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기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전원을 인가하는 스케

줄 기반의 기기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WeMo Motion 센서는 

WeMo 스위치와 함께 사용자의 모션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전

원을 자동으로 인가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는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Motion 센서와 연결된 스위치에 관한 

룰을 설정 함으로서 댁내 다양한 가정용 전기기기들의 인체 감

지 기반 자동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 ThingWorx 기능과 사용예

그림 3]. ThingSpeak 기능과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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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캡 (GlowCap)

글로우캡은 AT&T 와 협력하여 개발한 스마트 약병으로서 불

빛, 오디오, 전화, SMS 메시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

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IoT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사용자가 약뚜껑을 열게 되

면 관련 데이터가 벽부 전원에 설치한 3G AT&T 게이트웨이 장

치를 통해 서버로 보고가 되고 이는 담당 의사 또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그룹에게 이메일로 리포트 형태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약이 다 떨어졌을 경우 자

동으로 또는 약 뚜껑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약국에 추

가 주문 서비스가 가능하다.

- 라이프엑스 (LIFX)

LIFX 은 WiFi 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마트기기를 통해 

무선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마트 LED 전구 이다 

[8]. 기존 조명 기기의 전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조

명기기 구입 없이 관련 앱을 스마트기기에 다운로드 하여 무선 

제어가 가능하여 온오프, 디밍, 색 조절이 가능하며 타이머를 

이용한 스케줄링, 메일이나 트위터에 연동되는 알림기능, 음악 

패턴에 따른 색깔 표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한다.

- 스마트 체중계

Withings 스마트 체중계는 사용자의 체중, 체지방, 심박수 

등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전달하고 이러한 측정

치들을 Withings 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사용자

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9]. 이를 통해 사용자는 체

중 이나 체지방 등의 신체 변동 패턴을 히스토리 기반 그래프 

등을 통해 쉽게 분석할 수 있고 의사나 담당 트레이너와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목표로 하는 건강 상태 달성을 위한 건강관리 

및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스마트 혈압계

Withings 스마트 혈압계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기

기와 플러그앤플레이 측정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혈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기기에 저장하고 측정결과를 사용자

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10].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혈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를 

통해 히스토리 기반의 건강관리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할 수 

있다. 

그림 5. WeMo 스위치와 모션센서 및 스마트폰 앱

그림 6. 글로우캡 스마트 약병과 게이트웨이 장치

그림 8. Withings 스마트 체중계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

그림 9. Withings 스마트 혈압계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

그림 7. LIFX LED 전구와 무드 기반 스마트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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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

Withings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는 WiFi, 이더넷, 또는 블루

투스 등을 통해 아기의 모습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동시에 아기 주변의 온습도, 소음 등

에 관한 환경정보의 변화에 대한 알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1].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아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목소리, 멜로디, 조광 기능을 이용하여 아기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한 인터랙션을 수행 할 수 있다.

•개발용 IoT 디바이스 플랫폼

- Aduino

Arduino는 오픈소스형 싱글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다

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2]. 하드웨어는 Atmel AVR 

프로세서와 온보드 I/O 를 지원하는 오픈 하드웨어 형태를 가지

며 소프트웨어는 표준형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와 부트로더

를 지원한다. Arduino 플랫폼은 C++와 유사한 형태의 Wiring 

기반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되며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한

다. 여기에 Arduino Ethernet 쉴드를 연결하여 Nanode와 비

슷한 웹 접근성을 제공하여 IoT 서비스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

도록 확장성을 제공한다.

- ioBridge의 iota

ioBridge의 iota 플랫폼은 다양한 IoT 장치에 iota 모듈을 통

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바일 또

는 웹앱을 통해 해당 디바이스에 쉽고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

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iota 는 광범위한 응

용분야에 하드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

공하며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새

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한다. iota는 사물단말 기능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와이파이 또는 Ethernet 하드웨어 모듈

을 이용하여 제공하며 보안 채널을 통해 홈네트워크 라우터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이 가능하다.

- ARM mbed

ARM mbed는 LogMeIn의 상용 서비스 플랫폼인 Xively 클

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을 지원하는 IoT 단말용 플랫폼으로 

손쉬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툴을 제공한다 [14]. ARM 

Cortex-M3 코어기반에 이더넷 및 다양한 I/O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IoT 서비스 단말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상용 플랫

폼 및 프로토타입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IoT 단말을 

위한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하여 쉽게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표 1> 은 대표적인 IoT 단말용 플랫

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Withings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

그림 11. Arduinio 플랫폼

그림 12. ioBridge iota 플랫폼

그림 13. ARM mbed 플랫폼

AUGUST·2013 | 33

주제 | IoT 플랫폼 개발 동향 및 발전방향 



표 1. 대표적인 IoT 단말용 플랫폼

플랫폼명 업체명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코어

IMX53QSB Freescale
Linux,	

Android
Ethernet ARM	Cortex	A8

SimpleLinks TI
Linux,	

Android
WiFi MSP430

RX62N Renesas FreeRTOS Ethernet RX600

Hitex	OM13031 NXP FreeRTOS Ethernet
ARM	Cortex	M4	

&	M0

LPCXpresso NXP FreeRTOS Ethernet
LPC1769	Cortex	

M3

PIC32	Ethernet	

Kit
Microchip

Embedded	

C
Ethernet PIC32MX

Android	PC	

8750
VIA Android Ethernet ARM	800	MHz

Zolertia	Z1 TI
Embedded	

C
6LoWPAN MSP430

RZ	Raven Atmel
Embedded	

C
6LoWPAN

AVR	

ATmega1284P

Beaglebone TI
Linux,	

Android
Ethernet ARM	Cortex	A8

Raspberry	Pi Broadcom Linux Ethernet ARM11

ARM	mbed NXP
Embedded	

C/C++
Ethernet ARM	Cortex-M3

DiamondBack	

1.0
LinkSprite Arduino WiFi

AVR	

ATmega328P

2. 개방형 IoT 플랫폼

2.1 개방형 IoT 플랫폼 구조

개방형 IoT 플랫폼은 IoT 기술을 매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에 즉, IoT 디바이스 제조사, IoT 서비스 제공자, IoT 애플리

케이션 개발자, IoT 서비스 소비자 사이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IoT 플랫폼이다. IoT 서비스 사용자는 

원하는 IoT 디바이스를 쉽게 검색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고,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디바이스와 관련된 개방형API

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마켓에 올려 수익을 올릴 

수 있고 IoT 서비스 제공자 및 IoT 디바이스 제조사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API 및 서비스 공급을 원할 하게 할 수 있다. 개

방형 IoT 플랫폼은 D-플랫폼, P-플랫폼, M-플랫폼, S-플랫

폼의 네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 및 특징

은 아래와 같다.

•D-플랫폼 (Device-Platform)

다양한 사물을 IoT 인프라에 연결 시키고 IoT 서비스 플랫폼

들과의 연동을 통하여 사물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소프트웨어 이다. D-플랫폼은 P/M/S 플랫폼들과의 

연동을 지원하고 IoT 디바이스 개발사가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API를 지원하여 디바이스의 정보를 웹

기반으로 획득하거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IoT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및 센싱데이터, 보안 및 제어 등과 관련된 IoT 디바이

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통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며 하

드웨어 통신 모듈을 통해서 지그비통신과 3G/4G 기반 이동통

신 또는 WiFi/Ethernet 기반 IP 통신을 변환하는 통신 어댑터

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P-플랫폼 (Planet-Platform)

IoT 디바이스의 글로벌 환경에서 등록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IoT 디바이스와 관련된 프로파일들 예를 들

어 디바이스 ID, 디바이스 이름, 디바이스 위치 및 접근 네트워

크 주소, 디바이스 관련 키워드 등이 등록이 될 수 있고 P-플랫

폼은 이러한 정보를 인덱싱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검색 질

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게 된다. P-플랫폼은 IoT 디바이스의 

ID, 이름, 위치, 키워드 기반으로 다양한 검색 지원한다.

•M-플랫폼 (Mashup-Platform)

IoT 디바이스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IoT 디바이스 데이터에 관한 시계열 통계정보 및 상관성 있는 

IoT 디바이스 데이터들 사이에 융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사

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IoT 디바이스는 검색을 

위해서 P-플랫폼에 등록되며 IoT 디바이스가 생산하는 센싱데

이터 등을 M-플랫폼에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터 가공 및 

융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IoT 단말간에 직접

적인 네트워크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요청 IoT 디바이스

가 M-플랫폼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전달받거나 목적 IoT 디바

이스로의 제어명령을 M-플랫폼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갖

고 있다.

•S-플랫폼 (Store-Platform)

개발자는 IoT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를 등록 및 업로드할 수 있고, 사용자는 IoT 디바이스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플랫폼에 

등록되는 IoT 소프트웨어는 D-플랫폼의 개방형 API를 갖는 소

프트웨어 즉, Device App과 Device와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하는 User 

App을 모두 포함한다.

개방형 IoT 플랫폼은 위의 4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IoT 서비

스 개발 및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IoT 생태계의 활

성화를 위해서 많은 수의 유용한 IoT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IoT 

서비스 이용자는 다양한 조건의 검색을 통해서 쉽게 IoT 디바이

스를 찾고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용

한 IoT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oT 애플리케이션 개

발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관련 시장을 성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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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하고, 이는 Open API 사이트를 통해서 IoT 디바이스 제조

사들이 등록한 API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함으로써, 관련한 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 및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개방형 IoT 플랫폼은 IoT 서비스플랫폼 (P/M- 플랫폼), IoT 

디바이스 플랫폼, IoT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IoT 

사용자와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결 구조를 통해서 IoT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개방형 IoT 플랫폼의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환경에서 IoT 디

바이스 및 서비스의 등록 및 검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P-플랫

폼에 있다. P-플랫폼은 서버-게이트웨이-단말과 같이 계층적

으로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의 각 디바이스의 등록 및 검색을 가

능하게 하는것 뿐 아니라, IoT 단말 단독으로 이뤄진 환경에 대

한 상황도 지원하여 IoT 단말의 등록 및 검색을 지원할 수 있음

을 특징으로 한다.

P-플랫폼은 IoT 단말에 프로파일 정보를 받아 인덱싱해서 데

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여 추후 IoT 단말에 대한 검색을 처

리하게 된다. 이러한 P-플랫폼은 IoT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Device 디렉터리, 그룹관리를 지원하는 Topic 디렉터

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Application 디

렉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Device 디렉터리는 IoT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디바이스 ID, 

디바이스 위치, 디바이스 이름, 디바이스 소유자, 키워드, 디바

이스의 실사뷰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관리하는 디렉터리이

다. 따라서 Device 디렉터리를 통해서 ID, 위치, 키워드 기반의 

IoT 디바이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다. Device 디렉터리는 IoT 

디바이스의 상태정보를 관리하고 IoT 디바이스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Device 디렉터리에서 해당 IoT 디바이

스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Topic 디렉터리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IoT 디바이스들의 

그룹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방사능 정보 디바이스들을 나

타내는 Topic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IoT 서비

스 사용자는 그룹에 속해있는 디바이스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

고, 접근 권한관리 측면에서 Topic에 속한 디바이스들은 자신

의 접근권한 관리를 Topic에 위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디바이스 각각에 대한 권한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Topic 기반

으로 그 Topic에 속한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Topic 디렉터리의 Topic은 ID, 이름, 카

테고리, 키워드, 소유자등의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Application 디렉터리는 S-플랫폼에 등록 및 업로드된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파일을 관리하여 디바이스와 연계

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을 처리할 수 있는 디렉터리이

다. Application 디렉터리에 등록되는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ID, 이름, 카테고리, 키워드,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한 S-플랫

폼의 URL,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디바이스 모델정보이다. 

Application 디렉터리는 애플리케이션 ID, 이름, 카테고리 등

의 질의 정보에 대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상세정보 예를 들

어 검색되어진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정보 또는 다운로드를 

위한 S-플랫폼 URL 정보를 반환해줄 수 있고, 사용자가 IoT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해당 디바이스와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때에도 디바이스 모델을 질의로 받아서 관련 애플리케

이션의 상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D-플랫폼은 &CUBE 라고 명명되어진 소프트웨어를 지칭하

고 &CUBE 소프트웨어는 그림 15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

들을 관리하기 위한 Thing Configuration, 디바이스의 보안

을 관리하기 위한 Security Management, 디바이스의 리소스

들을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Resource Management, 디바이

스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Device Management, 외부 

서버 및 App들과의 연동을 위한 External Interworking, 게

이트웨이 역할을 할 때 하부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Mint 

Management 등의 컴포넌트를 가진다. 

그림 14. 개방형 IoT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

그림 15. D-Platfor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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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는 해당 플랫폼의 특징에 따라서 게이트웨이 역할

을 하는 &CUBE:Rosemary, 자체 웹서버를 갖지 않는 형

태로 게이트웨이에 하부 디바이스로 존재해서 동작하는 

&CUBE:Mint, 또한 독립적으로 IoT 단말 기능을 수행하는 

&CUBE:Lavender로 분류가 되어 각각 마다 필요한 최소의 컴

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진다. 

개방형 IoT 플랫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가 또는 통신사 지

배적인 플랫폼이 아닌 P-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한 IoT 디바이

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기

존의 IoT 플랫폼은 자사의 IoT 플랫폼에 종속적인 운영 방식 

및 다양한 플랫폼을 수용하지 못하는 특징으로 인해 일반적으

로 B2B 마켓중심으로 IoT 생태계를 구축했었다. 개방형 IoT 플

랫폼은 단말-게이트웨이-서버 중심의 계층적 구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과거의 폐쇄적인 B2B 마켓 뿐 아니라, 단말과 

게이트웨이가 연계되어진 또는 오직 단말만으로 이루어진 기존

에 운영이 어려웠던 구성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IoT 생태계 환

경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B2C, C2C 마켓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2.2 개방형 IoT 플랫폼 동작 시나리오

개방형 IoT 플랫폼은 플랫폼과 연계된 이해당사자간 상호 연

동을 통해서 동작, 운용된다. 해당 플랫폼으로서는 IoT 디바이

스의 등록 및 검색을 담당하는 P-플랫폼, IoT 디바이스의 데이

터를 수집하고 데이터간의 연결을 통한 정보생산을 하는 M-플

랫폼, IoT 디바이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S-플랫폼, IoT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D-플랫폼으로 구

성 되며 이해당사자는 IoT 디바이스 제조사, IoT 서비스 제공자,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IoT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호연계를 

통해 개방형 IoT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며 스마트폰 연동을 기반

한 서비스 시나리오 동작과정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개방형 IoT 플랫폼에서 IoT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회사는 D-

플랫폼을 이용하여 원하는 IoT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개발된 

IoT 디바이스 제품에 대한 API를 Open API 포털 사이트에 등

록을 하고, IoT 애플리케이션/웹 개발자는 Open API 포털로

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IoT 디바이스를 검색하여 관련 API 정보

를 바탕으로 IoT 애플리케이션/웹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

발된 애플리케이션은 S-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 검색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oT 서비스 제공자는 IoT 디바이스 제조사로부터 IoT 디바이

스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설치된 IoT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파일 목록 예를 들어, 설치한 

디바이스 ID, 설치 위치, 디바이스 설명, 설치된 디바이스의 검

색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P-플랫폼에 등록한다. 

또한 IoT 서비스 제공자는 M-플랫폼을 통해서 P-플랫폼에 등

록된 IoT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M-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메쉬업 서비

스 API를 구성 등록을 할 수 있다. M-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는 IoT 디바이스들의 데이터 및 데이터의 조합을 통한 유용한 

정보 예를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시간적 변화 통계 그래프를 얻

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IoT 서비스 사용자는 개방형 IoT 플랫폼이 제공하는 P-플랫

폼 기반의 다양한 검색 기술을 통해서 IoT 서비스 제공자가 등

록한 IoT 디바이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은 위치

기반의 관심 영역에 위치한 디바이스의 검색, QR코드나 NFC 

그림 16. 개방형 IoT 플랫폼 구성도

그림 17. 개방형 IoT　플랫폼 동작 개요도

36 | 정보와 통신

주제 | IoT 플랫폼 개발 동향 및 발전방향



기반 디바이스 ID를 획득하여 해당 디바이스를 찾는 ID 기반 검

색, 키워드를 전달하여 해당 키워드와 관련 있는 디바이스를 검

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방형 IoT 플랫폼은 제공한다. 사

용자는 해당 디바이스를 검색한 후 디바이스와 연관된 애플리

케이션 및 웹앱 등을 S-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연관 IoT 디바이스 제어 및 IoT 디바

이스가 생산하는 센싱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방형 IoT 플랫폼은 사용자가 P-플랫폼에서 디바이스를 검

색했을 때,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어투피어

(P2P) 연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P2P 접속 정보를 

통해서 요청 디바이스는 목적 디바이스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얻거나 제어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설망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또는, IP통신이 제약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P2P 

연결이 어려운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요청 디바이스는 P-플랫

폼으로부터 전달받은 목적 디바이스와 연계된 M-플랫폼으로 

접속하여 해당 IoT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요청 또는 

제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1.3 개방형 IoT 플랫폼 기반 서비스

•IoT 디바이스 등록/검색/연결 서비스

개방형 IoT 디바이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많은 IoT 디바이

스들과 관련 IoT 앱들이 개발되어 공개되면 IoT 서비스 제공자

들은 IoT 디바이스를 구입하여 사용자들에게 IoT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IoT 서비스 제공자들은 구입한 IoT 디

바이스를 IoT 디바이스 등록 서버 (P-플랫폼) 에 등록하고 사

용자들은 IoT 디바이스 브라우저나 QR코드, NFC 통신을 통해 

IoT 디바이스 검색 요청을 하게 된다. 검색한 결과인 디바이스

에 대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IoT 앱 스토어 (S-플랫폼) 으

로부터 해당 IoT 디바이스 앱을 사용자의 스마트기기에 다운로

드 하여 원하는 IoT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는 하나의 예로서 농작물 원격관리IoT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IoT 디바이스 브라우저를 이용

해 원하는 기기를 (무선 RF 에너지 송신장치) 찾은 후, 관련 앱

을 다운로드 받아 무선 에너지 송신장치의 전원을 인가하여 농

장의 상태 (온도, 조도, 습도, 등) 정보를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TTEO (Things Talk to Each Other)

TTEO 서비스는 사물들에게ZigBee/블루투스/WiFi 연결이 

가능한IoT 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조도센서, 인체감지센

서, 전기기기 소비전력센서 등), 전기기기의 전원인가 및 차단

이 가능한 스마트 소켓, 무선으로 사용자의 입력을 전달하기 위

한 스마트 큐브나 무선 스위치를 이용하여 사물들이 서로 정보

를 공유하고 사용자의 개입 (human intervention) 없이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사물들 간의 정보 소통 채널을 통해 자율 제어 

(autonomous control) 를 가능케 하는 IoT 서비스이다.

•Programmable Home & IoT 앱 생태계

Programmable Home은 댁내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IoT 홈 디바이스, 다양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

는 IoT 홈 게이트웨이, IoT 홈 게이트웨이에 탑재 및 실행 되는 

앱들을 이용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동적으로IoT 홈 어플리케

이션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IoT 앱 생태계는 IoT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하고 제어 할 수 

그림 18. 농작물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그림 19. TTEO 서비스

그림 20. Programmable Hom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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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oT 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IoT 앱을 활성활 할 수 있

는 환경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IoT 앱 생태계를 위하여 개방형 

IoT플랫폼에서는 사용자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IoT 커뮤니티 

및 IoT 오픈 API 웹 사이트를 제공한다. IoT 커뮤니티 사이트

는 개방형 IoT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IoT 개발자들을 오프라

인으로 지원하기 위한 오픈랩을 운영하는 웹 기반 생태계 서비

스이며, IoT 오픈 API 사이트는 IoT 앱 개발자들을 위하여 IoT 

디바이스를 이용하기 위한 API를 공개하는 웹 사이트이다.

3. IoT 플랫폼 발전방향

SRI Consulting Business Intelligence는 IoT 기술 진

화 단계를 Supply-Chain Helpers, Vertical-Market 

Applications, Ubiquitous Positioning, Physical-World 

Web의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5], Casaleggio Associati에서

는 IoT 의 기술 진화 단계를 Index 단계에서 Intelligent 단계

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16].

앞의 그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IoT 기술은 수많은 사물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사물간의 편리한 정보 제공에서 사용자와 사물, 그리

고 사물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지능형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물 정보의 의미를 

정형화 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멘틱 기술 및 지능형 서비스 기술, 

그리고 IoT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

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함께 융합되어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및 플랫폼 간 유기적인 상호

운용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Open API 및 Cloud 

그림 21. IoT 커뮤니티 및 IoT 오픈 API 사이트

(a)	IoT	커뮤니티	사이트 (b)	IoT	오픈	API	사이트

그림 22. SRI Consulting Business Intelligence의 IoT 기술진화 로드맵

그림 23. Casaleggio Associati의 IoT 기술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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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기술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IoT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IoT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oT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이 무엇보

다 중요하며 관련된 포럼, 표준화, 컬러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상용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IoT 기술 개발 동향과 각 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고, IoT 기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방형 IoT 플랫폼 구

조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IoT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필요 기

술 및 IoT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oT 기술은 

사물과 인터넷을 연동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

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IoT

의 기술의 발전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서비스 플랫

폼 및 단말 플랫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은 점

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IPR 및 표준기술 확보, 

IoT 플랫폼의 조기 상용화 와 함께 국내 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에 기반하

여 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업이 활동 활 수 있는 

IoT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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