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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스 동향

요 약 

사물인터넷 기술은 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인터넷 기술로서 미래 초 

연결 사회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

물인터넷 기술의 기반이 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의 특징

과 관련 프로젝트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현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 현

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를 아우르는 융합 기술로서 현재 산학연을 비롯

한 다양한 연구그룹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사물인터넷 용어는 모든 사물들

이 네트워크 연결성을 갖고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라는 정의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었다. 또한 시스코

는 사물인터넷 미래전망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2020년까지 500

억 이상의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환경이 도래한다고 예상하였

고 [1], ABI 리서치는 Bluetooth, Wi-Fi, Ethernet, ZigBee, 

Cellular, RFID 와 같은 유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2020년

까지 약 300억 이상의 연결된 디바이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2].

사물인터넷 기술의 태생은 1991년 마크와이저가 언급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고 컴퓨팅 기술이 우리 생활에 이

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과 

맞닿아 있고[3], EPCglobal 단체를 통해서 사물에 유일한 아이

디를 부여하는 표준바코드 기술을 연구한 Auto-ID 랩 캐빈애

쉬튼에 의해서 1999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후 사물 및 센

서에 대한 연결성 기술로 WSN(Wireless Sensor Network) 및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의 작은 센서, 사물기기들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

는데, 오늘날은 센서 및 작은 기기의 레벨에서도 인터넷의 핵심 

프로토콜인 IP 프로토콜 스택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기들이 인

터넷과 연결되며 종단간 연결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IETF 단체

에서 6LowPAN, RoLL, CoRE 등의 워킹그룹을 통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5].

위와 같은 사물 및 센서들간의 연결성 기술은 수 많은 사물 

기기들로부터 센싱 데이터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가

능하게 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에게 유용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

화와 셀룰러 데이터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Machine-to-

Machine 용어로 지칭되는 사물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서

비스들이 사업자 도메인에서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텔레

매틱스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관리, 화물운송추적, 원격검침, 결

제, 모니터링 등이 원격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물인터

넷 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사업자 도메인에서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 개인 도메인을 포함하며 확장, 발전하고 있다 

[6]. 

한편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연결성 

기술과 함께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

는데,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데이터의 수집/제공, 사물 기기의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1> [7] 에서 보여지듯이 

기존의 사업자 도메인에서의 M2M 서비스 플랫폼은 자사 서비

스 종속적인 제한적 구조를 가졌으나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다

양한 디바이스를 수용하며 데이터의 공유와 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통 플랫

폼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

술로서 Atzori et al. 에 따르면 관련기술을 사물 식별기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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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데이터 추상화 기술, 사물 관리 및 보안기술 및 서비스 제공 

기술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8], 향후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그

림 2>에서와 같이 디바이스 연결과 데이터 수집/제공 기능에서 

데이터 분산 처리기능,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공유기능, 빅데

이터 분석기능을 제공하며 지능화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

을 포함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앞서의 사물인터넷 플

랫폼의 관련 정의 및 분석 동향을 바탕으로 공통기반 사물인터

넷 플랫폼, 응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플랫폼의 특징 및 관련 동향을 살

펴본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현 될 수 있는 서비스

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

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Ⅱ. 본 론

1. 사물인터넷 플랫폼 동향

본 장에서는 기술 및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물인터넷 플랫폼

을 공통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응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

폼, 그리고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각 플랫폼

의 기술 특징과 관련 플랫폼 사례를 살펴본다.

1.1 공통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

공통기반 플랫폼은 사물기기와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기기들

을 관리하며, 사물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처리, 보안, 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기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디바이스 인덱싱 및 검색/관리 기술, 데이터 

처리/분류 기술, 오픈 API 기술 등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공

통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들

을 소개한다.

1.1.1 Thingsquare 

Thingsquare[9]는 오픈소스 Contiki OS 기반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연결된 디

바이스의 관리 및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데 오픈 API를 제공하

여 외부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클라우

드 서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디바이스의 상태를 온라인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Thingsquare는 온라인에서 디

바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하고 설치 할 수 있는 웹 기

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각각의 디바이스는 IPv6 프로토콜로 

동작하며 메쉬 라우팅을 지원하며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클라우

드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Thingsquare와 연결된 상

용화 제품으로는 집안 온도조절계 tado, 전구 Lifx가 있다.

1.1.2 Thingworx

Thingworx [10]는 디바이스와 연결성을 위해서 REST, 

MQTT, 소켓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수집된 분산 데

이터와 연결된 디바이스에 대한 검색을 위해서 SQUEL검색 엔

진을 제공한다. Thingworx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공

그림 1.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개방형 공통플랫폼으로의 변화

그림 2.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제공기능

그림 3. Thingsquare 플랫폼

그림 4. Thingworx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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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다는 데이터의 통합, 변형, 표현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Codeless Mashup 

Builder를 통해서 개발자는 Drag&Drop을 지원하는 쉬운 인터

페이스를 통해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Thingworx는 SAP, Oracle, Salesforce.com 과 같은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트위터와 아

마존결재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

러스와 같은 소셜 서비스와도 연동된다. 

1.1.3 Xively 

Xively [11] 는 Pachube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서 연결된 센서 및 디바이스로부터 실시간 데

이터를 수집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관리 및 매쉬업 서비스

를 지원한다. Xively는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

로 대중에 관심을 받았는데, 전 세계의 등록된 방사능 센서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글맵과 연동하여 방사능 수치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Xively에 등록된 각각의 디바이스는 ID를 통해

서 식별되며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또한 Xively는 많은 수의 RESTful기반의 오픈 API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플랫

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

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다양한 API를 제공한다. 

1.1.4 ioBridge 

ioBridge [12] 는 iota임베디드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Realtime.io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플

랫폼을 통해서 디바이스 도메인과 어플리케이션 도메인간의 연

결을 지원하고 있고 ioBridge는 RESTful API를 제공하여 개

발자들이 웹API를 통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다. Realtime.io 

플랫폼은 통신을 위해서 ioDP(input output Data Protocol)을 

통해 디바이스와 서버의 통신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UDP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송을 지원하는 방법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서버와 디바이스는 keep alive 메시지의 교

환을 통해서 항상 연결되어있어, 즉시적인 데이터 교환이 가능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의 클라이언트는 

HTTP/HTTPS 소켓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거

나,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 명령을 보낼 수 있다. 각각의 디바이

스는 ID와 보안키를 통해서 데이터 암호화를 할 수 있으며 플

랫폼은 데이터 로깅, 푸쉬 메시지 지원, 위젯 및 포탈 서비스 제

공, Not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응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응용서비스 플랫폼은 공통기반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물과의 

연결,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

로 이를 통해서 사업자 도메인 또는 공공 도메인 영역에서 특화

된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의미한

다. 이를 위하여 응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에너지, 교

통, 금융, 가정, 공공안전 등의 응용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및 외부 시스템과 통합 기술을 포함한다. 본 절에서는 응

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사례에 대하여 기술한다.

1.2.1 Axeda

Axeda [13] 는 2009년에 릴리즈 된 사업자 도메인 기반 사물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개발

자 생태계 조성), 통합 프레임워크(Axeda 플랫폼과 기업 시스

템 간의 통합), 데이터 관리(디바이스 관리 및 보안 등)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Axeda플랫폼은 사물기기와 연결성을 제공하

고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및 디바이스 모니터링, 프로비저닝, 

그림 5. Xively 플랫폼

그림 6. ioBridge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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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ActiveMQ 통합 솔루

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와 Axeda 플랫폼간에 이벤

트 발생시 메시지 기반으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며 SOAP 기

반 또는 RESTful 기반 웹서비스 API를 제공하고 있다. Axeda

는 해외의 150개 이상의 여러 회사와 생태계를 구성하여 각 응

용서비스에 적합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한다. 

1.2.2 Digi Device Cloud

Digi International은 2012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Etherios와의 합병을 통해서 Device Cloud 플랫폼을 공개

하였다 [14]. Digi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크게 통신모듈, 게이

트웨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클라우드 플랫폼은 

RESTful API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한다. Digi는 2009

년 스마트 그리드 응용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인 IDigi Energy 

이후, 두 번째 응용서비스 플랫폼으로서 Tank storage 모니

터링을 지원하는 IDigi Tank를 출시하였다. 다음으로 Digi

는 ZigBee Smart Energy 표준을 채택하고 컨테이너 모니터

링과 원격검진과 같은 새로운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였

다. 이밖에 Digi는 Device Cloud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Social 

Machine을 통해서 불특정의 머신 데이터를 CRM 외부 플랫폼

인Salesforce.com 솔루션에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등 3rd 파티 

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하며 디바이스 관리 및 고장 탐지, 디바

이스와의 보안채널을 제공한다.

1.3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지능형 플랫폼은 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주위 환경으로부

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상

황을 판단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자율적으로 동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지능형 플랫폼은 대용량의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빅데

이터 기술,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맨

틱 기술, 정보를 분석 및 분류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 등

을 포함하며 아직은 연구 프로젝트 단계에서 관련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위하여 현

재 연구되는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다. 

1.3.1 SMART Object

Smart Object [16] 는 OSIOT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사물

인터넷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하여 Smart Object는 IoT ToolKit을 제공하고 있으며, 

IoT ToolKit는 REST API를 통하여 M2M, MQTT 등 사물인터

넷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상호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Smart Object 프로젝트는 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을 하

그림 7. Axeda 플랫폼

 그림 8. Digi Device Cloud 플랫폼 그림 9. Smart Object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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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Object 모델로 정의하고 온톨로지 기술을 이용하여 의미

적 결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3.2 SuRAT 프로젝트

SuRAT 프로젝트[17] 는 OSIOT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시

맨틱 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SuRAT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시맨틱 기술을 이용하여 의미 기반으로 연결되

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지능

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SuRAT 프로젝트는 개발 진행 단

계에 있는데 표준화된 시맨틱 데이터 모델과 시맨틱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Repository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시맨틱 

기술을 이용하여 디바이스 또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3.3 SENSEI 프로젝트

SENSEI 프로젝트[18] 는 인터넷 환경에서 센서와 액츄에이

터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하여 스마트한 미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EU FP7프로젝트로 시작

되었다. SENSEI 프로젝트는 다양한 리소스를 대표할 수 있는 

공통의 리소스 모델을 도출하여 여러 도메인에서 확장하여 활

용할 수 있는 시맨틱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SENSEI 프로

젝트에서 리소스 모델은 실 세계에 존재하는 센서, 엑츄에이터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프로세서 등의 사이버환경에서의 가상 

엔티티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SENSEI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리소스 모델은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시

맨틱스 또는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이용되고 있다.

2. 사물인터넷 서비스 동향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

술을 통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한가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례를 소개한다. 

2.1 Connected Home Sensors: Mother 

Sensormother 서비스[19] 는 사물에 쿠키라는 이름의 센서

를 부착함으로써 온도, 움직임을 감지하여 사람의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 하고 경고를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칫솔

에 쿠키를 부착하여 양치질 횟수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약병에 

쿠키를 부착하여 약 복용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 센서 데이

터는 인형모양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되

고 관련 데이터는 웹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오픈 API 를 제공한다. 

2.2 Crowd Sourcing Street Repair: Street Bump 

Street Bump 서비스[20] 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의 해당 어플

리케이션을 동작시키면 GPS와 가속도계를 통해 도로 위의 불

규칙한 요철 정보를 감지하여 도로 파손의 여부를 관할 부서로 

자동 통지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이다. 현재 미국 보스턴시에

서 서비스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센싱 데이터는 클라우드 플

랫폼으로 전송되고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로 파손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서 도로의 파손 정보가 관할 부서로 통보

가 된다. 

그림 10. SuRAT 홈 도메인 Things 모델

그림 11. SENSEI 프로젝트 개념도

그림 12. Sensormothe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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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ireless Heating/Cooling Vent: Keen 

Keenvent 서비스[21] 는 냉난방을 위해서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의 개폐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환풍기는 ZigBee Home Automation 1.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결되며 사용자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프로파일 정보

를 등록하면 지역 날씨정보, 환풍기가 설치된 방의 정보 및 사

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정보 등을 활용하

여 집안의 환풍기를 자동 조절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

게 적합한 실내 온도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2.4 SENSEable City: The Copenhagen Wheel

Copenhagen Wheel[22] 은 MIT의 SENSEable City 랩에서 

시작한 서비스로서 센서가 부착된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 휠을 

통해서 도로의 상태 정보, 도시의 일산화탄소, 질소, 소음, 온도 

및 습도 정보를 등을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스마트폰을 통

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밖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거리에 대한 정보 및 자전거를 타면서 소

비한 칼로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센싱 

정보들을 활용하여 도로의 교통체증상태, 오염도, 도로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5 Real-Time Air Traffic: Flightradar24

Flightradar24[23] 는 실시간 항공기 교통량을 구글 어스와 

통합된 지도 위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행운항에 관

련된 정보는 비행기가 GPS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

고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 

트랜스폰더(Transponder)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행

운항 정보를 Flightradar24 서버 플랫폼으로 전송함으로써 관

련 데이터가 수집된다.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항공기

의 정보 및 속도, 고도,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

며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오픈 API를 제공하여 3rd 파티 시

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2.6 City Mood Ring: MIMMI 

MIMMI(Minneapolis Interactive Macro-Mood 

Installation)[24] 은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설치된 조형물인데 

반경 15마일에서 실시간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

석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색을 조형물 안

에 설치된 WiFi 통신이 가능한 LED 조명에 표시하는 서비스

이다. 트위터의 메시지는 약 4000개의 단어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되며 트위터 메시지의 포스트 숫자의 변화 속도

그림 13. Street Bump 서비스

그림 15. Copenhagen Wheel 서비스

그림 14. Keenvent 서비스

그림 16. Flightradar2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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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감정을 나타내는 조명 색의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 

MIMMI는 사물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물인터넷 서

비스 사례이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 플랫

폼 기술동향과 이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동향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저장 및 데

이터 공개 기능을 제공하는 공통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서

비스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지능화된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 사례를 살펴

보았다. 더불어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알아 보았다. 향후 연결성을 갖는 사물

기기의 증가, 플랫폼 기반의 개방형 어플리케이션 개발환경 지

원,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 시맨틱과 같은 플랫폼 기

술을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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