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만물인터넷, 

유무선 센서와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초연결사회라는 새로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사

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와 다양한 데이터의 축

적/활용은 경제산업적으로는 네트워크화에 의한 새로운 결합과 

신수종 비즈니스 창출을 이끌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분석함으로써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워

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능화된 

개인별 서비스는 최적의 의료,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초연결사회을 이끄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이러한 기

술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와 사회가 가능한지 살펴보

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사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Ⅰ. 서 론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택하여 사회를 

바꾸고 서비스를 생산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술에 대한 수요

를 촉발하여 기술발전을 이끈다. 오래된 논쟁인 기술결정론1과 

사회구성론2은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이 사회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사회수요에 의해 기술이 진

화하기도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1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기술이	자율
적인	작동	방식을	가지고	오직	자체적인	내부	작동	원리에	의해	발전한
다고	가정(Smith	and	Marx,	1994)

2	 	기술은	사회의	모습/관계를	설명하고	구현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사회
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여	사회가	자율적인	작동원리
가	있다고	설명(MacKenzie	and	Wajcman,	1985).

특히,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오고 

있다. 초기 컴퓨터와 인터넷은 주로 효율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IT가 일상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PC를 소유하여 

커뮤니티, 경제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은 일반적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와 같이 정보화 

2세대는 쉬운 접근성과 24시간 연결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관계

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센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또한번의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정보화 3세대로 일컫어지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간 뿐 아니라 사물에도 컴퓨팅 파워가 접

목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객체가 연결됨으로써 사람과 

사물의 운영프로세스가 고스란히 저장/관리되게 된다. 

정보화3.0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여기서 축적되

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상황과 특

성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필요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적 환경이 완성된다. 최근 이러한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일컫

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초연결(hyper connectivity)은 캐나다 사회과학자인 Anabel 

Quan-Haase and Barry Wellman에 의해 시작된 용어3로 네

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통신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기

존과 다른 사회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기반이 된다. 

본고에서는 정보화3세대의 특징인 초연결성이 어떠한 기술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바꾸어 나가는지를 고찰해보고

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술적/제도적 준비는 무엇인지를 제안해보기로 

한다. 

3	 위키백과(http://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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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기술 

센서와 디바이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비롯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

술이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핵심기술이며, 이러한 기술간 연계

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

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사회로 패러다임이 변

화중이다. 

본고에서는 초연결사회를 이루는 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로 

인해 초연결사회에서의 어떠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은 1999년 MIT Auto-ID 센터 소장인 케

빈 애쉬톤(Kevin Ashton)이 제안한 말이지만 초기에는 RFID 

태그를 통한 시스템의 발전을 시작으로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면

서1990년 초부터 그 개념은 여러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표 1>과 같이 현재 다양한 연결기술의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5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유비쿼티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수십

억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지만 사람은 트래픽을 생성하고 받는 

역할에서 소수가 될 것이고, 일상의 객체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인터넷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유

럽의 사물인터넷을 위한 액션 플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상

호간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상호간 연결된 객체의 네트

워크로의 변화인데 이는 책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음식을 포함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은 자체의 IP 주소를 가질 것이며 복

잡한 시스템에 내포되고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

를 사용할 것이며,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할 것임’이라고 기술하

고 있다. 

표 1. 사물인터넷 유사 개념 및 정의 

용어 발표기관 개념 및 정의

IoT

(Internet	of	

Things)

ITU

(‘05)

모든	사물에게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네

트워크의	네트워크

EU

(‘07)

대상물들(objects)간에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

크와	서비스

CASAGRAS4
데이터	수집과	통신기능을	통하여	물리적	객

체와	가상의	객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네트

워크	기반구조

IETF5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주

소를	가지며	상호	연결된	객체들의	전	세계	네

트워크

용어 발표기관 개념 및 정의

M2M

(Machine-

to-

Machine)

IEEE6

가입자	장치(suscriber	station)와	기지국(base	

station)을	거쳐	코어-네트워크에	위치하는	서

버간의	정보	교환	혹은	가입자	장치간	인간의	

개입	없이	발생하는	정보	교환

ETSI7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간에	일어나는	통신

IoE

(Internet	of	

Everything)

CISCO

GE

사람과	사물에	이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상

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네

트워크	환경
4567

정보통신 학자들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크게 사물 중

심, 인터넷(네트워크) 중심, 시맨틱(Semantic) 중심 정의로 나

눠볼 수 있다. 사물 중심의 정의에서는 사물에 탑재된 RFID와 

같은 태그를 통해 사물의 인식과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물인터넷의 분산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함

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 관점에서의 핵심은 

RFID로 인식 가능한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의 전자 코

드(EPC; Electronic Product Code)를 부여하고 표준화하는 데 

있다. 또한 기기들을 연결하는 근접 통신 기술인 NFC나 센서, 

제어기 개발에 집중한다.

인터넷(네트워크) 중심의 정의에서는 모든 사물이 언제 어디

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연결되도록 하는 네트워크 연결과 접

속을 중시한다. 이 관점은 RFID 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물 중

심 관점을 넘어서, 사물이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스마트 개체

(Smart Object)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맨틱 중심 정

의에 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사물들과 이러한 사물들에

게서 얻어지는 데이터와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며 검색, 체계

화하는 문제가 강조된다. 사물인터넷의 종합적인 개념은 이러

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에서의 특징을 포괄하고 융합함으로

써 완성될 수 있다(Atzori et al, 2010). 

이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람을 둘러싸

고 있는 사회환경을 중심으로 객체간 연결을 정의한다는 의미

에서 사물인터넷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는 이러한 사물인터넷로의 진화가 결국 사회 전체

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런 사물들과 사람이 인터넷을 통

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유하게 

식별가능한 사물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존의 유선통신 기반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4	 	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	for	Global	RFID-related	Activities	and	
Standardization

5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6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7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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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진화된 단계의 인터넷을 의미한다.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산된 구성 요소들 간에 인위적인 개

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교환 및 처리 등

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써, 연결의 대

상이 사람에서 사물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며 정보의 수집도 

직접 입력에서 센싱(sensing)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2.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SW 등 

ICT 자원 필요 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

식이다. 클라우드는 ICT자원을 소유하던 기존 방식을 접속으

로 전환시켜 비용 절감은 물론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시키

는 IT플랫폼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이처럼 클라우드는 ICT 자

원의 통합, 공유, 분배를 지향하고 있어 PC, 인터넷, 웹 등을 잇

는 제3의 ICT 혁명을 주도하며 ICT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

성하는 기반 요소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용한 특징은 기존의 컴퓨팅 서비스에 있

어 자원을 이용자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이용자

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

받는 방식의 서비스로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방식이다. 이에 

IDC는 2014년 클라우드 예산 집행이 25% 증가해 1,00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트너 또한 장비 및 서비스

를 포함한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2016년에는 2,100

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상화와 분산처리가 핵심기술이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별

도로 파악해야 하며, 서비스 운영과 사용자 제한에 따라 유

형을 분류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는 <

그림 1>과 같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서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자원만을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

랫폼을 임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임대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이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할 것인가 

따라 프라이빗, 퍼블릭, 혼합형인 하이브리드로 구분되며,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때 퍼스널 클라우드, 스마트폰 같은 모바

일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대시킴

으로써 비즈니스 혁신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크 등 일하는 방식

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서버와 연결해 사용하

는 기술에서 영화, 사진, 문서 등의 자료 보관을 넘어 고화질 게

임까지 직접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정보기술 이용방식 및 소비패턴의 

그림 1. 세가지 관점에서 융합을 통해 나타나는 사물인터넷 개념 

출처 : Atzori, L., Iera, A., & Morabito, G., The internet of things: A 

survey. Computer Networks, 54(15), 2787-2805, 2010.

그림 2.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도

출처 : http://www.c3dmw.com/IRDC3DMW/CloudComputing.jsp

그림 3.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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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도해왔으며, 현재 도입 규모 확대와 더불어 고객과 솔

루션 확장을 도모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사용자나 서비스에서 필요에 따라 접근해서 원하는 용도로 사

용될 것이며, 클라우드와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 등의 상호의

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를 연결하는 

제3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에 투자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고, 데이터 

역시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운영해야 하고, 분석 기술을 다양

하게 활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모델과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8

3.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처리가 어려운 용량

의 크기, 빠르게 변하는 즉시성,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유형의 데이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해서 

갖고 있는 의미와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처리 방

법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는 규모, 기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으며, 빅데이터 특성은 보통 3V(Volume, Velocity, Variety)로 

표현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정의는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출발했으

나,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효과 측면으로 의미가 획대되는 추

세이다. 

표 2. 빅데이터 구성요소 

구분 주요내용

규모(Volume)

의	증가

•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	제타바이

트(ZB)	시대로	진입

다양성(Variety)		

증가

•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

류의	증가

•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

형의	다양화

속도(Velocity)	

증가

•	사물정보(센서,	모니터링),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

성	정보	증가

•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이동(유통)	속도의	

증가

•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가치	있는	현재정보(실시간)	

활용을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

출처	:			정지선,	신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2011.12.	재구성.	

8	 	http://www.intel.com/content/dam/www/public/us/en/documents/
product-briefs/big-data-cloud-technologies-brief.pdf

빅데이터의 가치는 과거에는 처리할 수 없어서 알 수 없었던 

숨어 있던 인사이트를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과 빅데이터

의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초연결사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수 많은 빅데이터를 생성할 

것이고, 이의 처리 능력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소유, 이용, 관

리, 유지 문제 등의 이슈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초연

결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객체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과 연결 사이를 흐르는 데이터 속의 가치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상호 네트워킹된 데이터들간의 관계를 해석하여 유의미한 정

보를 도출해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네트워크를 따라 흐르는 데

이터들이 서로 다른 영역과 차원으로 연결되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이다. 

이처럼 빅데이터의 분석·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초연결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

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인지 기술 등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융합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

수불가결하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예측을 통한 국가 사회 전반

의 경제발전 모델링이 가능해져 국가 정책추진이 용이하다. 

Ⅲ. 초연결기술을 통한 미래서비스

초연결사회의 핵심은 연결을 통해 나오는 데이터와 저장된 데

이터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

스를 창출한다. 즉,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과 사물인터

넷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클리우드 컴

퓨팅, 클라우드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가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초연

결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더

욱 창의적이고, 저비용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지속적

인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는 가치연결 

역할을 통해 비즈니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초연결사회

의 신수종사업(新樹種事業)으로 성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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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은 자동차, 의료, 전력, 에너지 등 초연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구글이 인수한 네트스 사례처럼 사물인터넷을 비

롯한 초연결기술 분야는 기기 자체보다 기기가 생산하는 데이

터를 분석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 구글이 32억 달러에 인수한 네스트의 네스트 학

습 온도조절기는 사용자의 일정을 학습하고 스스로 프로그램하

며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로 난방과 냉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었으며, 롤스로이스(Rolls 

Royce)는 항공기·선박 엔진의 부품과 시스템에 센서를 탑재

하여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 6년간 서비스 매출 비중이 

10%에서 50%로 상승하였고, 영업이익률이 3.9%에서 11.1%로 

증가하였다. 

GE는 산업용 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을 통해 주요 산업

에서 효율성을 단 1%만 끌어올려도 향후 15년간 2,700억 달러

의 비용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특히 에너지 660억 

달러, 헬스케어 630억 달러 등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 

가트너는 2020년에 반도체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부품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사물인터넷이 창조하는 세계 

시장의 부가가치는 1조 9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이에 저상장 기조 극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창의성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가 부상함에 따른 ICT분야의 창조경제 스타

사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한다.

2.   지능화·연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현

안 해결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된 정보 및 기기의 

활용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여 살기좋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즉, 지능화된 여러 시스템과 제

반기술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위험에 대한 사전예

측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범죄지도외에 지능형 도시통합관리를 위

해 2012년 8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DAS(Domain 

Awareness System)라는 대테러 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맨하튼 지역에 설치된 4,000여 대의 CCTV, 600여 

대의 방사능 감지기, 100여 대의 자동차번호판 인식장치를 연

계하여 의심스런 사람이나 물품, 차량 관련 정보를 분석해 현

장경찰과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911 

긴급전화와 연계돼 시민이 신고하는 즉시 카메라가 현장을 포

착하며, 지나가는 차량 중 수배차량이나 테러의심 차량이 있는

지도 번호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전체 CCTV 감

시망과 센서를 연계한 곳은 뉴욕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지능형도시통합센터를 운

영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능형도

시통합센터는 기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역별 폭우 가능성을 

40시간 전에 9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시간 약 30% 개선 및 사망자 수를 10% 감소시켰다. 

미국 신시내티는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처

리비용을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 프로그램에 사물인터넷 적용

하여 도시 내 쓰레기 배출량을 17% 감소시키고, 재활용 비율을 

49% 증가시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연결기술은 범죄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의 교통, 쓰레기 및 환경,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사회현안을 해

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3.   사용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 삶의 질 

향상 

지능화된 사물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사용자 중심의 보다 편리

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맞춤화 서비스를 넘어 개인화의 수준으로 누구나 적

용가능한 보편적 서비스에서 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화로 진전가능하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헬스케어 분야이다. 

그림 4. DAS : 대테러 감지시스템 운영체계 

출처 : 머니투데이, 2013.7.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

pe=1&no=201307041742167164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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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임상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하는 외래한자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인 카디오넷

(CardioNet)社은 심혈관 모니터링환자 원격측정(MCOT : 

Mobile Cardiac Outpatient Telemetry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디오넷(CardioNet)社는 3,000명의 사용자로 시작하였으

며, 자사의 핵심기술에 대해 ‘02년 美 식품의약국(FDA)의 승

인을 받은 후, 현재 미국 전역 50만 명의 유료 서비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카디오넷의 MCOT는 헬스케어 진료 분야에 셀룰러 기술의 장

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로써, 환자의 입원비용을 감소시키

고 의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 솔루션이다. 이를 활용해 만성 질환자에게 병원에

서만 가능했던 의료 서비스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 

2008년 3월, 카디오넷은 환자들에게 심전도(ECG) 센서를 

부착하여 관련 정보를 무선으로 휴대기기에 전송할 수 있는 

MCOT 무선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CDMA 1X 라디오가 장착

된 카디오넷 모니터는 의사들에게 스트린트(Sprint)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의사들은 현 상황에서 심장활동 모니

터링을 할 수 있다. 

카디오넷의 MCOT은 장소에 제한 없이 심장박동 별

(heartbeat-by-heartbeat)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가 병원 외부에서 일

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 환자 의료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

여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현재는 iPhone App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으로 환자 및 

의사들에게 관련 데이터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탈리사는 약 뚜껑에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약

병 서비스인 글로우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사용자의 98%의 

복약 이행률을 발생시켰으며, 코벤티스(Corventis)社는 환자의 

심장 부위에 붙여 심장의 운동 상황을 감지하여,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이동형 심장박동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였다. 

이처럼 카디오넷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의사가 있는 유효수요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의료비 절감), 클리닉센터 등 동네병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헬스케어 시장확대)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윈-윈 가능한 의료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Ⅳ.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

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비스의 

모습과 사회현상이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양한 센서와 단말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경제/산업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비즈니스간 협업과 결합

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한다. 사회적으로는 치

안, 안전, 환경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

시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생활에 있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줌으로써 저비용 고

효율 서비스 완성한다. 

기술발전은 사물, 사람, 그리고 주의 환경 등 사소한 변화나 

프로세스도 모두 의미있는 자원화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인

간의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결합하여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였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글로벌 경제사회의 변화

와 쟁점으로 초연결사회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또한, 2014

년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초연결사회의 도래가 앞으로 가장 

큰 사회변화를 가져올 요인 중의 하나라고 꼽았다. 세계 주요 

석학 및 연구소에서도 초연결사회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

며, 초연결사회의 등장이 향후 경제, 문화 등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초연결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우리사회에 영향

을 미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지금은 초연결사회

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적, 사회적으로 체

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은 초연결기술의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통해 초연결사회 실현의 주도권을 잡고

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 

새로운 IT기술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 

변화를 이꾸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 카디오넷 심혈관 모니터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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