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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물 인터넷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그리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더욱 그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물 인터넷의 기술과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 IT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기술들과 구축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국내

사물 인터넷의 로드맵과 환경 구축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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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come issue as the new techniques the cloud computing and the grid

computing etc. The Internet of Things is can grow even more that utilization of the range with the development of

smart devices. and it has a lot of interest in several industries. In these circumstances, By analyzing the

technologies and trends in the Internet of Things, I think you are ready to adapt to future IT field when needed.

therefore, this paper are analyzed a various technologies and a case studies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road map and material to build environ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future.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Everything, Intelligent IoE, Market trends

접수일(2014년12월1일), 게재확정일(2014년12월24일) * 동덕여자대학교/컴퓨터학과



66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7호 (2014. 12)

1. 서 론

최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IT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특히 사물 인

터넷은 센서(sensor) 기술과 임베디드(embedded), 스

마트(smart) 기기 등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과 더불어,

유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IT산업을 주도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컨설팅 그

룹인 맥킨지(McKinsey)는 인류의 삶을 가장 급진적

으로 변화시킬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IBM

사는 향후 5년간 혁신적 기술로 전망하고 있다[1]. 또

한 세계적인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gartner)와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는 핵심 IT 트랜드로 여러

기술들과 함께 사물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

고 있다[2][3]. 그리고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

해 [4]와 [5]는 동반 기술로 스마트 폰과 다양한 센서

기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향후 IT산업

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물

인터넷은 기술 확산을 위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

들의 보급과 확산이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어,

동반 기술들의 발전이 사물 인터넷의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4]는 미래의

사물 인터넷에 대해, 사물들 간의 네트워크가 궁극적

으로는 인간 중심으로 연결될 사물과 데이터, 프로세

스, 시간과 공간, 지식 등 모든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

는 만물 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으로의 진

화를 예견하였으며, 더 나아가 만물 지능 인터넷(intell

igent IoE)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은 유비쿼터스(ubiquitou

s)의 구현을 앞당기는 촉매재로서 미래 IT기술의 기

반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그러

나 사물 인터넷은 이동성과 실시간성, 편의성, 경제성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의 시장성과 동향 분석은 향

후 IT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고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기술들과 동

향, 전망 등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사물 인터넷의 표준

및 응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2장은

사물 인터넷의 시장성에 대해 알아보고, 3장은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4장은 사물

인터넷의 전망 및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부분으로써 이글을 마치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2.1 사물 인터넷의 기술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로는 정보의 생성과 통신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가능

한 기기에 각종 센서(sensor) 및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탑재하고, 이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디바이스

(devices)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3].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기반 기술은 구현을 위

한 기술들로 M2M(machine to machine)과 MTC(mac

hine type communication), D2D(device to device) 등

이 있다[1]. 이러한 주요 기술들은 기기들 간 연결이

나, 사람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체들 간의 연

결, 디바이스들 간의 연결들을 구현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사물들 간의 통신과 정

보 수집을 위한 기술들을 전제할 때, 특정 기술을 지

칭하는 용어라 하기 보다는 여러 기술들의 종합체라

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십 억 개 또는 수 조 개의 프

로세스나 사물들 간에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만물 인터넷(IoE)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인 센서와 임

베디드, 보안, 근거리 통신 기술 등은 사물 인터넷의

요소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타 에너지와 소재, 하

드웨어, 인프라(infra)구축 등은 여러 산업분야에 있어

응용에 필요한 관련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

물 인터넷은 다양한 기술들과의 연계성과 응용성이

요구되며, 향후 IT 분야의 견인 역할을 수행할 조건

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최근 사물 인터넷의 여러 기

술들 중, 사물들 간의 연결을 위한 M2M기술은 사물

인터넷의 구현에 핵심기술로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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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물 인터넷의 시장성 분석

사물 인터넷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구축 사례들

을 살펴볼 때, 기술 수준과 개발 환경에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4]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시장 규모

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다양한 산업 시장의 규

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매킨지는 20

25년의 사물 인터넷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2.7～

6.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헬스 케

어(healthcare)와 제조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1.1～2.5

조 달러와 0.9～2.3조 달러의 경제 성장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그림 1) 사물 인터넷 & M2M 세계시장 전망

(그림 2) 사물인터넷 & M2M 분야별 세계 시장전망

그림1은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 2011년

부터 2017년까지의 전망을 분석한 자료로 2017년의

성장률은 2011년에 비해 약 6.5배의 성장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으며, 약 8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6].

이와 같은 성장은 사물 인터넷의 독자적인 발전만이

아닌, 관련 산업 및 기술들의 동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IT분야의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본

다. 그림2는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률을 산업분야별

로 비교한 것으로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

로 Transportation 분야를 꼽고 있으며, Manufacturin

g, Energy & Power, Industrial & Commercial Buildi

ngs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물 인

터넷의 구현 목표가 인간의 편이성을 추구하는데서

비롯해 자동화와 신속성, 안전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

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관련 산업들의 도약이

기대된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적

부가가치
0.4 0.5 0.6 0.8 1.0 1.4 1.9

성장률 25 26 27 29 31 34 39

<표 1> 사물 인터넷의 경제적 부가가치 전망

또한 가트너는 사물 인터넷의 2014년부터 2020년까

지의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 표1과 같이 약 5배정도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7], 표2의 국내․외

사물 인터넷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물 인

터넷 시장은 약3.2배, 전 세계 시장은 1.7배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8].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

[조원]
26.8 29.1 35.6 42.4 47.0 11.9%

국내시장

[억원]
4.14 5.67 7.20 10.3 13.4 26.6%

<표 2> 세계 및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존 사업을 응용한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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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사례로는 통

신 및 가전, 자동차 등의 제조 기업들이 휴대용 통신

기기 및 가전제품 등의 자체 생산 제품에 센서 및 기

기 간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2020년 사물인터넷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그림3은 사물 인터넷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자료로, 제조(15%)와 헬스 케어 분야(15%)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통신(3%)과 아키텍처(4%)분야

에 비교적 낮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물 인터넷은 기반 기술 분야보다는 응용 및 구

축이 용이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반복되는 분

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간의 편이성을 궁극적인 목

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국내․외 사

물 인터넷 서비스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서 알아본다.

2.3 국내·외 사물 인터넷 구축 사례

최근 사물 인터넷과 관련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을 살펴본

다.

(1) 국내 사물 인터넷의 구축 사례

국내 사물 인터넷 구축 사례로는 SKT의 스마트 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제주도와 경북지역의 비닐하우

스 내부의 온도와 습도, 급수, 배수, 사료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원격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관리 시스템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KT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방범과 전력제어, 검침 등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전등 및 출입문 제어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LG U+는 화물차량과 버스, 택시 등에 대

해 실시간 차량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

에도 누리 텔리콤은 ZigBee기반의 무선통신망을 이용

해 스웨덴에 26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여 원격검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이러

한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신 및 휴대폰 제조회사

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시장과 연구

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2) 해외 사물 인터넷의 구축 사례

해외 사물 인터넷 구축 사례로는 IBM사의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Smart Planet’이라는 프로젝트가 진

행 중에 있으며, Cisco사는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경

제 성장과 자원 관리, 운영 효율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Pachube사

는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 및 제공을 통해, 방사능량과

에너지 소비 및 비용, 기후, 공공안전, 농업, 서비스,

빌딩 자동화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EVRYTHNG사의

‘WoT(web of things)’는 스마트 폰과 각 제품을 나타

내는 고유한 ‘Intelligent Identity’를 이용해 실시간

서비스 및 일대일 통신으로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 파

트너를 웹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국내와는 달리 다양한 아이

디어를 통해 시장과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타 산업 분야별 구축 사례

기타 산업 분야의 사물 인터넷 구축 사례로는 웨어

러블(warable)과 헬스 케어, 동물 및 식물, 기타 일상

용품 등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3].

- 웨어러블 & 핼스 케어

그림4는 블랙 삭스 사의 ‘스마트 삭스’로 양말에 스

마트 기능을 부여한 제품이다. 세탁 상태 및 수량 관

리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5의 픽시사이

언티픽 사의 스마트 기저귀로 소변을 분석하여, 각종

질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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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말 (그림 5) 기저귀

이밖에도 24에이트(eight)사는 그림6과 같이 슬리퍼

에 센서를 탐재하여 발걸음을 통해 건강의 이상 신호

를 감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가족과 의

사에게 자동 통보해주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운동화

제조 회사로 유명한 나이키(nike)는 그림7과 같이 운

동화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각종 생성정보를

SNS와의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빔 테크놀로지

(Beam Technologies)사의 칫솔로 그림8과 같이 칫솔

에 센서를 탑재하여 칫솔질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몇

번했는지 앱(app)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림 6) 슬리퍼 (그림 7) 운동화

(그림 8) 칫솔

- 동물 & 식물

그림9는 리싱크 토론토(Rethink Toronto)사의 개목

걸이로 온도계를 장착하여 체온을 측정하여 SMS로

주인에게 발송해주는 장치이다. 이밖에도 RFID칩을

동물의 몸에 삽입하여, 출생정보 및 예방접종, 소유주

등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 칩을 내장하여, 움직임 또는 위치정보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림10은 식물에 상태에

따라 물을 주고, 조명을 밝혀주도록 하고 있다.

(그림 9) 개목걸이 (그림 10) 식물

- 기타 일상 생활용품

그림11은 슈라지(Schlage)사의 스마트 자금장치로

PC나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를 통해 문을 잠

글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 장치는 '인터넷 연결 출

입문 자물쇠'라고도 하며, 충격 감지 센서와 와이파이

(wifi) 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림12의 커피 머신은 원격에서 인터넷을 통해 커피를

뽑아 먹을 수 있도록 응용하였으며, 그림13의 ‘사이버

텍처 미러(Cybertecture Mirror)’는 거울을 대형 '반사

' 태블릿으로 바꿔주는 기술로 센서 패드와 애플리케

이션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개인 의료 데이터를 등

록, 기록,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14는 스페인의 비아 인텔리젠트(Via INteligente)사의

도로 포장석으로 ‘아이페이브먼트(iPavement)’라는 제

품으로, 인도 전체를 와이파이(wifi) 장치로 바꿔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자물쇠 (그림 12) 커피머신

(그림 13) 거울 (그림 14) 보도 블럭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다양한 사물들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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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와 드론(d

ron)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제품들이 개발되고 있

다.

3. 사물 인터넷의 기술 동향

3.1 주요 기술 및 관련 기술

IERC(IoT European Research Cluster)는 사물 인

터넷의 주요 기술들에 대해 표3과 같이 정의하고 있

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기 및

네트워크, 보안 등 산업 환경에 차이를 갖고 있다. 그

리고 사물 인터넷은 보급 및 확산에 따라, 다양한 기

술 목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들은 저 전력성과 고 효율성, 고속

성, 단순성, 최소성, 편의성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

화하고 있으나, 향후 2020년에는 아키텍쳐(architectur

e)와 바이오 안테나(bio-antenna), 바이오 배터리(bio-

battery), 상황 인지적 해결, 자가 관리, 자가 제어 등

자율 프로세싱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1].

<표 3> IERC의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 이슈

<표 4>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

표4는 사물 인터넷의 관련 기술들을 정의한 것으로

앞서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물 인터넷 외에

관련 기반 기술로 M2M와 MTC, D2D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M2M은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도 머신들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네

트워킹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MTC는 인간의 상호작

용 없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D2D

는 사용자 단말간의 직접 통신을 의미한다[1]. 이밖에

도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

련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인터넷 상

의 문서나 이미지, 서비스 등의 정보들에 대해 리소

스의 생성, 읽기, 삭제, 업데이트 처리 등 기기들 간

상태 전송을 지원한다.

-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대용량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로 사물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서 선정된 기술이다.

-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

ol): IETF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로서 다

수 클라이언트 간에 실시간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

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 CoAP(Constrained Environments Application Prot

ocol): 센서 노드와 같이 제한된 성능을 갖는 디바

이스들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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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물 인터넷 기술 동향

사물 인터넷 기술의 주요 기술에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센서 기술과 또 다른 하

나는 통신 기술이다. 이중 센서 기술은 스마트 기기

및 기타 장치들에 탑재되어 센서 정보를 생성 및 수

집, 전송하며, 센서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개발자들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 요

구된다. 따라서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는

웹 서비스 기반에 센서들의 웹 연동을 위한 표준인 S

WE(Sensor Web Enablement)를 이미 개발된 상태이

다[4][9]. 이러한 센서 기술들에 관한 몇몇 표준들은

센서 데이터를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으로 개발환경의 제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의 또 다른 주요 기술은 이동통신 기술이다. 이

동통신 기술은 실시간 정보의 제공 및 센서 정보들을

최종 단말 장비에서 단말 장비로 전달하기 위한 기반

통신 기술로, 아직까지 인터넷과 연계한 M2M 프랫폼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KT, SKT, KETI,

ETRI 등에서 표준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4].

4. 사물인터넷의 산업전망과 고려사항

4.1 산업 전망

사물 인터넷은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하는 10대 전략기술 중에 2012년 이후부터 매년

포함되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로, 최근 사물 인터넷

은 자동차와 조선, 의료 분야에서 시작하여, 전기나 가

스, 수도, 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확산이 진행되

고 있다[10]. 여러 산업 분야의 기반 기술로 칩셋(chip

set)분야와 센서(sensor)분야, 모듈(module)분야, 단말

기(terminal)분야, 플랫폼(platform)분야, 이동통신(mo

bil communication)분야,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나열

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칩셋 분야는 저전력 프로세스와 고성능 저온 프

로세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센서 분야는 스마

트 센서로 진화 중에 있다. 그리고 모듈 분야는 다양

한 제품에 임베디드 형태로 내장되고 있으며, 단말 분

야는 지능형의 단말기로 특화된 서비스의 전용 단말

기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프랫폼 분야는 서비스 및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플랫폼을 기반 한 단말 및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분야는 사물 간 연결을 위해 회선사업에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업자 분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공하기 위해 융

합 서비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0]. 이와 같은 산

업 분야들의 동향은 사물 인터넷이 사물과 사물 간에

국한된 기술이 아닌, 사물과 인간이나 인간과 인간 간

을 연결하는 기술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에

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나, 수많은 기기에 따른 복잡한 구조들로 인해, 사

용자 편의 위주의 구조로 이동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기존 연결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인간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된다[10]. 이러한 사

물 인터넷의 여러 전망들은 대부분 인간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관리

와 관제에 있어, 자동화와 실시간성 등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물 인터

넷 기술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응용 분야의

선별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2 사물 인터넷의 구현 시 고려사항

사물 인터넷은 센서 및 통신 기술을 기반하여 생성

된 정보의 실시간 관리 및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원격지 관

리, 자동 관리 등을 통해 편의성과 실시간성, 정확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그

러나 사물 인터넷의 구현에 있어,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사물 인터넷

기술에 필요한 보안 문제의 해결이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정보의 전송과 관리, 제어에 다양한 공격

들이 예상됨에 따라, 정보의 악용과 기기의 오동작 가

능성 등의 보안 대응기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예로 최근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각종 차량 정보의

제어 및 실시간 위치, 경로 서비스를 응용한 사물 인

터넷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은 운전자 및 차량에 매우 치

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72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7호 (2014. 12)

의료정보의 도용 및 악용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도 연

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의 표준화 문제이다. 사물 인터넷의 발전

은 사용자 및 사용기기의 확산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다양한 관련 기술들이 특정한 표준

없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호환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

고 있어 이에 대한 사물 인터넷 기술 및 관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

로는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인간성 침해 문제이다. 인

간 중심의 편의성과 자동화만을 추구할 경우, 비인간

화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개발 및 구축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최근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 및 디바이

스, 관련 기술들의 발전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응용

기술의 형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

운데, 사물 인터넷과 연관된 기술들인 각종 센서 기술

및 스마트 기기, 임베디드 등도 함께 이슈화 되고 있

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이 되는 사물’이라는 개념처

럼 다양한 형태와 서비스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롭

게 재탄생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현장에 어떻게 다

가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의 무분별한 개발은 여러 부작용들을 초

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술들의 동반 성

장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들의 시장성과 산업 동향, 관

련 기술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물 인터넷의 국내·외 시장 동

향과 관련 기술, 구축 사례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사물 인터넷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 및 시장의 활성화

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굴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의

현재 동향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미

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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