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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 센서의 화, 통신모듈 가격의 하

락 스마트 기기 보 확산,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확 , 미래 인터넷으로 진화 등의 통신 기술 환경

의 변화로인해 사물 통신(M2M: Machine to Machine)

이 본격 으로 활용될 망이며, 스마트폰의 속한

확산과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착용

형 컴퓨 의 실 과 맞물려 다양한 센서와 IoT,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장치/소 트웨어를 포함

한 IoT USN 시장이 본격 으로 동반 성장할 것

으로 기 되고 있다
[1]. 이미 애 , 구 , 삼성, 소니

등 IT 메이 기업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토 로 다

양한 IoT 기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심으로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수 의 다양한 센서

를 부착한 IoT, USN 장치가 개발되어 시장에 출 하

고 있다. 세계 인 컨설 기업 하나인 맥킨지는

2025년까지 인류의 삶을 가장 진 으로 변화시킬

기술 하나로 IoT 기술을선정하고, 향후거의모든 

산업분야에서 사물 인터넷기술이 용될 것으로

망하 다
[2]. 한, IBM은 2010년말 향후 5년내 인류

에 변화를 가져올 다섯 가지 신 인 기술(Next 5 

in 5) 하나로 생활 속에 스며든 각종 센서와 이를

활용한 실시간 센싱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인류와 지

구를 구하기 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망하며, 

이를 해센싱정보의수집, 개방, 활용을강조하 다

이러한 기술의 발 과 변화에 따라 USN 센서

분야에서도 개인 심의 다양한 센서 융복합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한 기반기술로, 센서 자원의 개방화

와 센서 네트워크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기

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 분포하는 다량

의 이종 센서 자원들에 한 상호운용성을 제공

하고, 다양한 센싱 정보에 한 동일한 의미 부여

해석, 다계층 사용자에 한 일원 인 USN 서비스

개발, 배포, 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표 인 USN 

정보처리 체계가 요구된다. 본 고에서는 재 국내

외 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랫폼 IoT 련 기술과 시장 동향을 소

개하고자 한다. 

Ⅱ. 개방  시맨틱 USN 서 스 플랫폼 

및 IoT   동향

재까지의 국내 USN 자원과 서비스 개발 형태

는 개방형 구조가 아닌 비즈니스별 USN 자원 구축

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가 기

구축된 기존의 USN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

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공공 인 라 성격의

센서 정보를 함께 활용하기 해서는 센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필연 이며, 개방된 센서 데이터가

외부에 극 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해 개발자들

이 쉽게 데이터를 찾고 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

터 랫폼이 요구된다. 수년 부터 네이버, 다음, 구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를 심으로 다양한

OpenAPI를 제공하여, 서드 티 개발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창의 서비스를 만드는 매쉬업이 활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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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부 3.0과 공공데이터 포털

인 data.go.kr을 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원문, 링

크, OpenAPI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서

데이터의 경우, 외부 개발자가 용이하게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랫폼은 무하며, 센서데이터 특

성상 장기 으로 용량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만큼, 

이를 히 필터링하고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데이터 서비스 랫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센서 네트워크를 통합 리, 

센서 데이터의 리 질의 처리, 응용서비스와의

유연성 제공을 해 COSMOS, uSeed, Spiroad-USN 

등의 여러 USN 미들웨어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며, 

센서네트워크 미들웨어 인터페이스 규격과 USN 미

들웨어 구조 등이 TTA와 ITU-T를 통해 표 화 되었

으나, 이들은 고성능의 서버 시스템을 타겟으로 개

발되어 미들웨어 련 응용 로그램의 운용 상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최근 많이 활

용되고 있는 무선 이동 단말과 스마트폰의 연동과

유연한 통합에 있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3].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는 센서 서

비스를 한 아키텍처로 SWE(Sensor Web Enable-

ment) 표 을 개발하 으며, 이는 GIS 에서 웹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한 센서가 제공할 수 있

는 여러서비스를 정의하고, 이를 한 임워크를 

표 화 하 다. 이를 기반으로 W3C에서는 2009년 3

월부터 SSN-XG(Semantic Sensor Network Incubator 

Group)을 통해 SWE와 센서/센서네트워크 온톨로지

와의 연계 표 기술을 개발하 다. 재 W3C에서

는 시맨틱 센서 네트워크에 한 연구는 종료되었으

며, 이를 활용하여 iCore, OPENIoT 등 EU의 FP7(Fra-

mework Programme 7) 로젝트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특히, EU를 심으로 IoT 기술 개발과 함께 정

보와 장치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해 시맨틱 기술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향후 자원의 시맨틱화 기술

은 매우 요하게 개발될 것으로 망된다. 이와

련하여 2011년부터 ITU-T Q25/16에서 ITU-T F.Open-

USN(Requirements and reference architecture for open 

USN service platform) 표 화를 통해 개방형 시맨틱

기반 USN 임워크표 화가진행되고있으며 2013

년 말 표 승인 정이다[4].     .  

재 각국에서는 사물을 웹에 연동시켜서 다양한

사물의 지능을 높이는 동시에, 사물 웹 는 사물 인

터넷을 실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IT 인 라 기술

로 IoT USN 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사물들을 이동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연계하기 한 표 규격화를 ETSI, 3GPP 

등의표 화단체를통해 극참여하고있으며, IBM, 

NEC, Atos, CISCO 등 다양한 산업 제조사들은 사물

인터넷 통신 인 라, 스마트 단말 장치, 스마트홈, 

노약자 원격 진료를 비롯한 서비스 솔루션 기술 등

에 한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

구사례 홍보를통한 련시장 선 에 주력하고 있다. 

ETSI TC M2M에서는 End-to-End M2M 서비스를

한 요구사항 아키텍처, 인터페이스에 한 표

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 Release 1을 발

간하고, Release 2 표 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들 표 에는 M2M 단말 게이트웨이, 서버 측면에

서 요구되는 M2M 서비스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 3GPP SA1, SA2 등에서는 MTC 표 을

개발하고 있으며, TS 23.682 문서에서는 MTC 아키텍

처를 제시하고, SCS(Service Capability Server), MTC 

UE(User Equipment), AS(Application Server)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ETSI TC M2M에서는 M2M 

아키텍처와 3GPP의 MTC 아키텍처를 병합하기

한 표 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표 화 기구

간의 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5]. 

선도 인 IoT 랫폼을 런칭하 던 Pachube사는

최근 LogInMe에 인수되어 Xively라는 이름으로 새

로운 랫폼 사업을 시작하 으며, Xively는 IoT 단

말, USN 장치를 REST 인터페이스로 웹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랫폼을 제공하고, 오 소스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Arduino 랫폼을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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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ively 랫폼 개념도

 

 

해 웹에 연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6].

ThinkSpeak는 개방형 사물 웹 응용 랫폼을 제공

하며, 센서를 비롯한 사물들이 웹을 통해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통해 사물

들을 활용 가능하게 한다. 한, 랫폼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자신만의 채 을

운용하고,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지원하고 있다[7].

MSR(Microsoft Research)에서는 MS의 Virtual Ear-

th와 센서정보를 연계하는 SensorMap 랫폼을 개발

하고, 세계 주요 학 연구소와 SensorMap을 활

용한 다양한 로젝트를 수행하 으며, 썬 마이크로

시스템은 공개 센서 데이터를 OpenAPI로 상호 교환

[그림 2] MSR의 SensorMap.

 

하기 한 Sensor Network이라는 웹 기반 랫폼을

시범 으로 제공하고, 시간별 데이터 스트림(Data St-

ream)을 XML, JSON 방식으로 표 하고, 이를 생성

하고 검색하는 랫폼을 제공하 다. 

Ⅲ. USN 및 IoT/M2M   시장 동향

M2M 시장은 크게 셀룰러 모듈, 통신서비스, SW 

․솔루션으로구성되며, 세계 M2M 시장 규모는 2016

년 48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2016년 세

계 M2M 시장별 비 은 SW․솔루션 분야가 71.3 % 

[그림 3] M2M 세계 시장 망

 

 

[그림 4] M2M 국내 시장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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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억 달러)로 가장 크며, 통신 서비스와 셀룰러

모듈 분야는 각각 25.0 %(119.9억 달러), 2.8 %(18.2

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망된다
[8]. 국내 M2M 시

장은 2011년 1.4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14.1 %의 성

장을 보이며, 2016년에는 2.7조 원 규모를 기록할

망이다
[9]. 

국내 RFID/USN 산업은 주로 공공 분야에 20 %, 

산업제조 분야에 22.2 %, 유통 물류 분야에 21.8 %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가 분야에 USN 기술

용 추세가 2007년 9.4 %에서 2012년 21.4 %로

속히 성장하 다.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랫

폼 기술 련 시장은 2010년 약 24조 원 수 에서

 

[그림 5] 시맨틱 USN 서비스 랫폼 시장 황

        망

 

2020년에는 약 336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망되며, 

국내 시장의 경우 2010년 약 1조 9천억 원 수 에서

2020년 약 66조 9천억 원 정도로 세계시장의 20 %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상된다. 

웹 3.0은 시맨틱 웹 기반 기술에 ‘공유, 참여, 개

방’의 웹 2.0이 목된 형태로 발 될 것으로 망되

며, 시맨틱 웹 기술이 보다 지능화, 실용화, 실화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재 Adobe, AT&T, Google, HP, IBM 등

65개 이상의 기업에서 시맨틱 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2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서 연

55～75 %의 성장을 통해 2010년 52억 달러, 2015년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망하며, 온톨로지를

활용하는시맨틱시장의성장속도는 2006년부터 2010

년 사이에 10배의성장이기 되고, 2010년부터 2015

년까지도 10배가 성장할 것으로 측된다
[10].

Ⅳ. 개방  시맨틱 USN 서 스 플랫폼

최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다양

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련 시범 사업

과 민 력에 의한 U-City 구축사업 등을 통해 일

부 시범단지 지역에 USN 인 라가 설치․운용되

었으나, 지속 인 서비스를 통한 수익 모델 부재와

일반 소비자 는 기술 수요 기업의 참여 유도 실패

로 인해 부분의 사업이 기술 실증단계 이후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 사용자 에서의 사업

계획 근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기술 검증 심

의 사업 략과 한 수익 모델 발굴의 실패가 원

인이 될 수 있으며, USN 산업의 실질 인 활성화를

해서는 서비스 기업 소비자 맞춤형 산업 활성

화 략으로의 환이 요구된다. 개방형 시맨틱

USN/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랫폼은 지 까

지 여러 사업을 통해 구축해온 방 한 USN 인 라

와, 사용자가 설치․운용․활용하는 다양한 Io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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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US 랫폼 기술 개요

 

 

기와 센서를 활용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 센싱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실시간 기기 센싱 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정보 기반의 USN/IoT 서비스

랫폼이다.

개방형 시맨틱 USN 서비스 랫폼(COMUS: Co-

mmon Open Semantic USN Service Platform)은 유무

선 통신망에 속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한 센싱

정보를 기존의 여러 데이터와 통합, 가공, 축 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 컨텐츠를 구나 자유롭게 생성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인 라 기술이다. 

COMUS 랫폼은 일반 소비자들이 센서를 쉽게 구

매, 설치, 망 속, 등록,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며, 각 사용자가 개인 주변의 모든 환경 사물에

센서를 간단히 Plug & Play하여 주변 환경에 한 감

지 반응과 같은 제어를 용이하게 한다. 

COMUS 랫폼은 4개의 주요 핵심 기술요소로

구성된다.

․모바일 경량형 력 무선 통신 기술

․USN 자원 동 리 공유 기술

․지능형 센서 제어 보 형 노드 기술

․USN 지식 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술

모바일 경량형 력 무선 통신 기술은 유무선

망의 센서 센서 응용을 검색하여 련 센서 서

비스를 등록하고, 인증, 과 , 폐기에 이르는 센서 생

명 주기를 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해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나 OS 랫폼에 독립 으

로 COMUS 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개

인 환경에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바일 USN 게이트웨이 기술이 개발되

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 이 주변 환경에 산

재한 다양한 센서 정보에 쉽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정보 센싱용 모바일 단말 USN 

게이트웨이 장치 산업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

USN 자원 동 리 공유 기술은 사용자의 서

비스 요구에 따라 수집하고자 하는 센싱 정보의 자

원 형태가 동 으로 할당/해지되어 물리 /논리 , 

고정형/이동형, 센서노드/센서네트워크 단 등 다

양한 USN 자원 형태로 COMUS 랫폼에 자동 연동

되는 기술로, 사용자 질의를 시맨틱 기반으로 의미

해석하고, 해당 질의에 한 최 의 센싱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USN 자원 는 커뮤니티를 검색하여

사용자 맞춤형 센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USN 커뮤니티 명세와 운용기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자간 센서 정보 공유와 다수의 이종

USN 인 라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함으로써 센싱

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 규모 USN 서비스 제공

사업분야에 용이 가능하다.

지능형 센서 제어 보 형 센서 노드 기술은 센

서를 탑재한 노드 단 에서 유무선 망의 센서 센

서 응용을 검색하고, 다양한 센서 생명 주기 리 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센서 노드에서 WiFi, 

Bluetooth, HSDPA 등 다양한 네트워크 속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여 구나 쉽게 설치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망에 속 가능하도록 망 속 독

립형 센서 노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지

향 인 USN 서비스 활성화 센싱 정보 기반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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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확산에 필요한 가의 민수 보 형 센서 개발

분야에 용 가능하다.

USN 지식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술은 다양한

USN 자원, 수집한 센싱정보, USN 서비스 명세 등에

하여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표 화된 체계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상호

업을 통해 생성된 고부가가치의 센싱 정보 기반

지식 컨텐츠와 상호 계를 일원 인 방법으로 기술

하여 축 , 유통시키는 시맨틱 기반 USN 지식 서비

스 인 라 기술이다. 이를 해 필요한 세부 기술로

시맨틱 센싱 정보 처리를 한 시맨틱 기반 USN 자

원, ID 체계 모델링, USN 커뮤니티 기능 명세, 온톨

로지 기반 실세계이벤트 추론, USN 온톨로지 기반

지능형 지식 모델 구축 기술로 구성된다. 이는 개인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센싱 정보를 활용한 다양

한 사용자 앱 개발을 지원하는 USN 서비스 랫폼

인 라 개발 분야에 용 가능하다.

COMUS 랫폼의 구조는 그림 7과 같이 센서 네

트워크 계층, 미들웨어 계층, USN 정보처리 계층, 

USN 지능화 계층, 서비스 융합 계층의 5개 계층으

로 구성되며, 상 에 COMUS 랫폼을 활용한 다양

한 서비스들이 배치된다.

[그림 7] COMUS 랫폼 구조도

 

센서 네트워크 계층은 고정형/이동형 USN 게이

트웨이 보 형 센서 노드로 구성되며, 각 USN 자

원들은 PnP가 가능하도록 생명주기 기술을 탑재하

여, 각 자원의 설명, 기능 등을 COMUS 랫폼에 등

록할 수 있다. USN 미들웨어 계층은 USN 인 라

(USN 게이트웨이와 센서 노드로 구성)와 상 정보

처리계층과의 연계를 수행하며, 다양한 USN 인 라

에 한 추상화, 명령어 달, 데이터 수집 기능을

수행한다. USN 미들웨어는 기존의 서버측 USN 미

들웨어의 기능을 최소화, 최 화하여 경량형 미들웨

어로 구성되며, 개인용 PC 수 의 하드웨어에서도

무리없이 동작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USN 정보처리

계층은 센서자원 처리, 서비스 랫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USN 미들웨어와 USN 리 시스템으로부

터 받은 다양한 메시지와 데이터들에 한 구분, 배

포를담당한다. USN 지능화계층은 USN 커뮤니티처

리, 시맨틱 정보 처리, 상황인지 등을 수행하는 계층

으로, 시맨틱 데이터 표 방식인 RDF(Resource Des-

cription Framework) 표 에 따라 각 USN 자원의 메

타데이터를 변환하고, 센싱값에 의한 이벤트 정보

추론을 통해 추론된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가공하

여 고부가가치 정보를 재생산하게 된다. 서비스 융

합계층은 COMUS 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간 매쉬업과 OpenAPI, LOD(Linked Open Data) 서비

스 등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창의 인 서비

스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Ⅴ. 개방  시맨틱 USN 서 스 플랫폼 및 

IoT   발 방향 및 결론

미국 국가정보 원회는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6

와해성 기술분야 하나로 ‘사물 인터넷’을 선정하

으며, EU는 사물 인터넷 연구 로젝트 14개의

액션 랜을 제시하고, 시장활성화를 한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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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 다. 제 7차 임워크 로그램에서 CASA

GRAS 로젝트를 통해 사물 인터넷 련 연구를 진

행하 으며, 규모 M2M 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장비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한 규

정과 개인정보 보안 이슈 해결을 해 통신 시장

의 규제를 변경하 다.

2025년 12 Disruptive Technology의 하나로 IoT 

기술을 선정한 맥킨지는 소비자 잉여를 포함한 연간

가치로 IoT 기술이 2025년에 연간 약 2.7조 달러에서

6.2조 달러의 직 인 경제 향을 것으로

망하 으며, 가장 큰 IoT 련 시장으로 Healthcare와

Manufacturing을 선정하 다. Healthcare는 약 1.1조에

서 2.5조 달러, Manufacturing은 0.9조에서 2.3조 달러

의 직 인 경제 향력을 평가하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통

해, 2017년까지 인터넷 신산업 련 1,000개의 창조

기업 등장, 시장규모 10조 원으로의 성장, 일자리 5

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 하며, 련 분야(사물 인

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선순환 생태계 확립을

한 기반조성과 기 수요 창출을 한 실효성 있

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IoT 기술을

용하여 스마트 평창 동계 올림픽, 스마트 농장, 스

마트 산업단지 등의 수요 창출을 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11].

이와 같은 기술 발 흐름에 따라 2025년 1조 개

이상의 IoT 장치가 연결될 것으로 망되며, 이로부

터 생산되는 센싱 기기 정보들은 빅 데이터로 분

류될 만큼 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것이

다. 일반 으로 데이터는 지능화 과정을 거쳐, 정보

(information)로 재생산되며, 정보의 연계/추론으로

지식(knowledge)이 생성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지능

화,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 하나로 시

맨틱 기술이 제시된다. 사물이 단순히 인터넷에 연

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지능화될 수 있으

며, 사물간 업을 통해 하나의 사물/기기가 단독으

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

해낼 수 있다. 이러한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USN, 

IoT 기술은 향후 지능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핵심 기술로 자리할 것으로 상되며, 최근 두되

고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 발 과 더불

어 개방형 시맨틱 USN/IoT 서비스 랫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 세상을 릴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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