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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교수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Special Thema

1. 서 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 디바이스 발달

로 인하여, 초연결 (hyper-connection) 사회

가 도래하고 있다. 초연결이란, 사람, 사물 (디

바이스, 데이터, 콘텐츠 등) 모든 객체가 스마

트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형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것

을 의미하며 [1], 이러한 변화는 미래 사회·

문화·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되기에 '초연결 혁명 (hyper-connectivity 

revolution)'으로 불러지기도 한다 [2]. 

이러한 초연결의 핵심개념은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이하 IoT)으로, IoT는 

포괄적으로 '지능화된 사물들이 연결되어 형성

되는 네트워크상에서 사물과 사물 (물리 또는 

가상), 사물과 사람 간에 상호 소통하고 상황

인식 기반의 지식이 결합되어 지능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될 수 있

다 [1]. 

IoT는 향후 각 국가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Gatner는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가 IoT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은 바 있고, Mckinsey는 IoT가 2025년까지 

인류의 삶을 가장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술 

중 하나이며,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사물 인터넷시장은 과거 센서 (RFID 등) 및 

통신 (유선, 무선, 위성 등)을 기반으로 초고속 

네트워크와 자동차, 유통물류 등의 전통 산업

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스마트 폰, 태블릿 PC, e-book 리더, 

위성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카메라, 디지털사

진 프레임 등의 다양한 커넥티드 단말기가 등

장하였음. 이로 인해 사물 인터넷 시장의 고객

이 기업 (B2B)과 공공기관 (B2G)에서 소비자 

(B2C)로 확대되고 있다.

IoT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초기에 기업 

간 (B2B) 서비스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형 (B2C) 서비스로 발전해왔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IoT 

서비스들은 RFID 방식의 교통카드, 편의점에

서 가격 정보를 읽는 바코드, 택배 배송추적, 

ATM 기기, 내비게이션 등과 산업현장에서 가

로등 원격 제어, 교량/댐 안전관리, 공장/설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

물 인터넷의 밸류체인은 초기 부품소재 사업

부터 최종 고객의 서비스 제공까지 하드웨어

와 서비스가 혼합된 복잡한 가치사슬을 가졌

으며, 참여기업 간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한 구

조로 되어 있다.

사물 인터넷 시장 참여자의 가치사슬 구조

는 칩 생산 업체, 모듈 및 단말 제조업체, 플랫

폼업체, 솔루션업체, 네트워크업체 및 최종 서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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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업체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

물 인터넷의 활성화도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

이다. 

Cisco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

물 (기계, 통신장비, 단말 등)은 2013년 약 

100억 개에서 2020년에 약 500억 개로 증

가하여, 모든 개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 (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라며, 사물 인터넷 인프

라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향후에

는 사람 및 모든 사물들의 위치 정보가 네트

워크에 연결됨으로써, 상호 간의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2. 사물 인터넷 (IoT) 현황

2.1 사물 인터넷 시장 현황과 전망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IoT 서비스들은 RFID 방식의 교통카드, 편

의점에서 가격정보를 읽는 바코드, 택배 배

송추적, ATM 기기, 내비게이션 등과 산업

현장에서 가로등 원격 제어, 교량/댐 안전관

리, 공장/설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IoT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초

기에 기업 간 (B2B) 서비스에서 출발하였으

나,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형 (B2C) 서비스로 

발전해왔으며, 초기에는 텔레매틱스, 원격

검침, 위치추적, PoS (point of sales)시스템 

등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사용자로 기업

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스마트 폰 및 

어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u-헬

스, e-book, 스마트 홈 등 소비자들이 각자

의 단말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형태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IoT 비즈니

스 유형은 각각의 분리된 개별시장 (Vertical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일반

적인 유형은 내비게이션, 원격검침, 물류·

유통, 보안·관제, 의료, 자산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사물, 사람, 공간 정보는 기업 및 개인의 의

사결정에 활용 가능하며, 사물 인터넷 서비

스는 전력, 가스, 기계 등 고정된 산업제조

시설 이외에 차량이나 모바일기기 등 이동형 

객체에도 적용 가능하다. 최근 들어 전기, 가

스 등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서비스와 텔레매

틱스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적용

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스마트 홈

의 경우 최근에 냉장고, 오븐 등과 같은 백

색가전에 네트워킹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가

전이 출현하면서 사물 인터넷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스마트 가전들이 집결되

어 있는 스마트 홈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의 주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평가는 도입기 또

는 성장 초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며, 세

계 사물 인터넷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1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물과 인터넷의 

자료:  Cisco, "Embracing the Internet of 
Everything To capture your share of 
$14.4trillion", 2013.2.16. 주 : BYOD (Bring 
Your Own Device).

그림 1.  급속 증가하는 사물 인터넷의 연결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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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급속도로 진행

됨에 따라 사물 인터

넷의 활성화도 앞당겨

지고 있는 상황으로 

Cisco자료 [14]에 따르

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기계, 통신장비, 

단말 등)은 2000년 약 

2억 개에서 2013년 약 

100억 개로 증가 추정

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추세가 이어질 경

우 2020년에 약 500

억 개의 모든 개체 (사

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 (internet 

of everything, IoE)이

라며, 사물 인터넷 인

프라의 급격한 확대를 

전망이다.

그림 2의 NIPA [16], '주요국의 사물 인

터넷 (IoT) 정책동향' (2012)에서 재인용된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은 

RFID를 비롯한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로 발

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

람 및 모든 사물들의 위치 정보가 네트워크

에 연결됨으로써, 상호간의 모니터링과 제

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

며, 아울러 각종 기술들을 사물 인터넷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과 간접적으로 사물 인

터넷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기술로 구분되

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achina 

Research (2012. 1) [15]의 전망치를 NIA 

(2013. 7)에서 재인용한 IoT 시장에 대한 전

망에 따르면 시장조사 기관별로 시각차가 있

는데, IDC (2013. 8)는 2020년에 사물 인터

넷 시장이 8조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은 네

트워크망,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 특히 IoT 

관련 서비스분야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크

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1년

도에는 연결 디바이스가 약 20억 개 정도로 

태블릿, PC 등 여타 IT기기보다 비중이 낮지

*자료 :  NIPA, '주요국의 사물 인터넷 (IoT) 정책
동향' (2012)에서 재인용.

그림 2. IoT 기술 로드맵.

표 1. IoT의 대표적 서비스 유형 사례.

구분 적용분야 비고

위치 추적
·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한 사물 및 사람 추적, 주문관리, 

물류 추적, 친구 찾기 등

자동차

· 차량제어, 자동비상 콜, 차량도난방지, 운임지불 등의 텔
레매틱스

· 차량관리, 차량 및 운전자 안전,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통행료, 주행거리 연계보험, 원격차량 진단 등

·ITS, 커넥트 카, 운전자 없는 주행, 신호등 시스템 등
· 고속버스 차량관제 사업, 콜택시 사업, 시내버스 관제 및 

도착안내 사업 등

원격관리 제어
·가스, 물, 전기 등 사용량의 원격 검침
·고객관리, 수요관리, 실시간 과금
·산업자동화, 센서, 조명, 펌프, 자판기제어 등

물류/유통/금융
· 물류관리 시스템, ATM의 금융시스템, POS 시스템, 카드

사의 휴대폰 결제 솔루션, 택배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등

보안/공공안전
· 무선보안 시스템, CCTV보안, 감시 시스템, 빌딩 관리, 자

연재해 모니터링 등

의료
· 혈압, 당뇨 등 개인 건강 체크솔루션, u-헬스, 생체신호 

모니터링,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 원격의료 등

자산 관리 ·자동판매기, 복사기, 디스플레이 기기에 대한 원격 관리

가전 ·디지털 액자, 디지털 카메라, 전자책, 가정관리 허브 등

원격유지보수 ·교량, 빌딩 등 유지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대기오염 모니터링, 하천오염도 측정, 해수측정 등

기상청 ·기상 관측, 예보, 유관기관 정보 제공

보호관찰소 ·관찰대상자 위치 확인, 전자발찌 부착 감시 등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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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20년에는 6배 증가한 12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 

분야별로 보면, 2020년에는 생활가전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능형 빌딩, 유틸리티, 자동차, 헬스케어 등

의 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사물 인터넷 (IoT) 서비스 사례

3.1 국외서비스 사례

(1) IBM

현재 약 2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IBM은 2020년 500

억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IoT) 시대를 전망했다. IBM은 '똑똑한 지구 

(smarter planet)'라는 새로운 혁신 프로젝

트를 전개하고 있다. 모든 자연과 사람을 연

결해 기능화·지능화 에너지·교통·금융·

유통·제조·공공안전·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

이다. 세상의 수많은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가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IT기술의 확

장을 통해 관련 사물 인터넷 (IoT) 전 분야를 

IBM의 시장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가

지고 있다.

(2) Cisco

C i s c o도 ' Smar t 

+ C o n n e c t e d 

Communities'라는 혁

신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통합된 커뮤니

티와 도시 활동을 통

해 지속적 경제 성장

과 자원 관리, 운영 효

율을 통한 환경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Community+Connect' 솔루션을 통해 집, 

학교, 교통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그림 3.  캡션기입바랍니다.

그림 4. Smarter planet.

*자료: 동향과 전망-전파환경정보시스템 발췌

그림 5. IoT Web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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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한다.

'Community+Exchange' 솔루션을 통해서

는 정부 및 지역 파트너들이 해당 시민들에

게 자유롭게 거주하며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시스코의 사물 인터넷 (IoT) 비

전이다.

(3) 영국

영국의 Pachube는 인터렉티브 환경에서 

센서에서 들어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2008년에 처음 설립된 회사다. 사

람, 사물, 애플리케이션을 사물 인터넷 (IoT)

에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수집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Pachube 서버에 전

송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서 웹 기반 서

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등록한 사람은 전 세계로부

터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로

부터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등록되

어 있고 이곳으로 부터 측정한 방사능량, 에

너지 소비 및 비용, 기후 관련 정보가 공공안

전, 농업, 서비스, 빌딩 자동화 등에 이용되

고 있다.

(4) EVRYTHING

EVERYTHING은 기존 제품을 웹으로 연

결해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WoT 

(web of things)'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

며, 스마트 폰과 각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Intelligent Identity'를 이용해 제품 생산자

와 소비자, 파트너를 직접 웹상으로 연결시

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VERYTHING의 엔진기술을 통해 어떤 물

리적 제품이든 개인화된 디지털서비스를 위

한 채널 및 일대일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

를 통해 제품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및 

사용에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국내 서비스 사례

4.1 SKT

SK텔레콤은 제주도 서귀포와 경북 성주지

역에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 급수

와 배수, 사료공급 등까지 원격 제어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

리 시스템인 스마트 팜을 이용해 온도와 습

도 등을 체크하고 있다. 스마트 팜에서는 스

그림 6. Everything의 IoT Mashup 서비스.

그림 7. SKT의 스마트 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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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폰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 급수와 배수, 사료공급 등까지 원격 제

어할 수 있다.

4.2 KT

KT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댁내 방범, 전력

제어, 검침 등의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지에서 거주자가 스

마트 폰으로 KT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통

해 실시간으로 댁내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간단한 스마트 폰 작동을 통해 전등, 

출입문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침입 및 화재 경보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스

마트 원격 관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4.3 LG U+

LG U+는 DTG (Digital Tacho Graph)와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하여 실시

간 차량 관제 서비스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LTE 기반의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적용한 차량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승무원, 승객관리, 운행상태와 속

도, 이동거리 등의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통관제 센터에 전송하는 지능형 차량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4 Nuritelcom

국내 사물 인터넷 중소기업인 누리텔레

콤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ZigBee 기반

의 Mesh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스웨덴 예

테보리시에 26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스

마트 시티를 구축하였으며, 원격검침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가나의 가정 등 10만 저압 수용가에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공

급한다. 1차로 '13년 7

월까지 가나 프람프람

와 아킴 오다시 지역 

주택 1만호에 AMI를 

구축한다.

M e s h  네 트 워 크

와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무선 통신 기반 원격

검침모뎀이 탑재된 

스마트 계량기, 데이

터 수집 장치 (data 

concentration unit, 

DCU), 플랫폼 등 누리

텔레콤의 토털 AMI 솔

루션이 공급된다.

그림 9. LG U+의 지능형 차량 관제 서비스.

그림 8. KT의 Smart Hom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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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사물 인터넷

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

결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과 

경제적인 파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국내 창조경제 실현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사

물 인터넷 시대 도래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사물 인터넷 시장의 지속

적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

들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점

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아직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와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과 킬러 어플리케이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 전망에 비해 실제로는 시장이 느리게 

확대되었다. 이는 고도화된 유·무선 네트워

크 환경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등

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반 조

성은 거의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활

용한 서비스 모델은 다소 부족한데 기인한

다.

최근 B2C 성격의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

스 출현과 더불어 개방성의 확대를 향후 특

정 시점에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

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내 시

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발굴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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