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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IoT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

요 약 

홈 IoT 기술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IoT 융합서비스 중에서 

가장 으뜸인 분야이다. 기존의 홈네트워크 기술의 한계를 넘어

서 사물인터넷 (IoT) 기능이 포함된 가전제품 및 가정설비가 스

스로 정보를 생산해서 다른 사물 또는 사람과 연계되어 일정 수

준의 자동화 결정을 하여 사용자의 주거 생활 서비스의 질을 높

여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홈 IoT 

기술 동향과 시장 동향을 살핀 후에 기술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서 소개한다.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정보

를 생성하고 다른 사물, 사람, 시스템과 연동하여 동작하는 사

물인터넷(IoT)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은 

M2M, IoT, IoE, WoT 와 같은 명칭으로 소개되며 인터넷 기술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1][2]. 

특히, 스마트홈 영역은 주거인의 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이미 홈네트워크 또는 홈오토메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소개가 되

었었다. 하지만,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한계를 보이며 실제 

생활속에 보급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IoT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본 고에서는 홈 IoT 

기술이라 명칭하고 소개한다. 

 

 

Ⅱ.홈네트워크 기술의 한계

기존 홈네트워크 기술은 Ethernet, HomePNA, RF(Radio 

Frequenc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과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말, 가

전, 센서, 액추에이터 간의 통신 프로토콜 기술, 구성된 홈네트

워크상에서 단말간의 상호 발견, 구성, 관리를 위한 미들웨어 기

술,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홈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가정 내외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댁내의 디바이스

들을제어 및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도했었다. 

1980년대 홈오토메이션 기술이 시장에 등장한 이후 국내의 

아파트에 적용되어 적잖은 홈오토메이션 기술들이 제공되었으

나 폐쇄회로 기반의 빌트인 혹은 맞춤형 기술로서 제한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1990년대 후반기에는 기기군별 상호

운용 및 호환을 위한 다양한 홈네트워크 표준들이 등장하여,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표준인LonWorks, CEBus,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한 UPnP(DLNA) 등이 소개되었다. 하지

만, 네트워크 매체의 한계와 설치 비용에 대비한 편이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왔었다[3].  

Ⅲ.홈 IoT 기술 시장 동향 

현재 홈 IoT 기술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 및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스마트홈 시장 현황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라면, 2012

년 미국의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1% 증가한 76억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2017년의 시장규모는 243억 달러에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 평균 26.2% 의 성장이 예측된다.

미국은 개인주택의 비율이 높아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국가

에 비해서 개별 가정의 보안과 에너지 비용 절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서, 홈IoT 기술을 활용한 해당 분야의 서비스 및 디바

이스의 개발 및 판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4]. 

2. 기업 및 제품 현황

구글(Google)은 2014년 2월 온도조절장치와 화재경보장치를 

만드는 네트스랩스(Nest Labs)를 32억 달러(약 4조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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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홈IoT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

반을 확보하였다. 네스트 온도조절기(Nest Thermostat)은 디

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현재 온도값을 알려주고, 휠 방식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원하는 온도를 세

팅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일주일 정

도 온도 설정을 하면, 패턴 학습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최

적의 온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애플은 홈킷(HomeKit)을 개발자 도구로 소개하고 이를 아이

폰 iOS8 에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홈IoT 가전을 제어할 수 있

다. 홈 킷은 스마트 장금장치(Door Lock), 조명, 카메라, 온도

조절, 플러그, 스위치 등의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 그룹을 제

어할 수 있다. 그외에 사용자의 동작 인식 기술, 각종 센싱 기술

을 가진 기업들(P.A반도체, 인트린시티, 아노비트, Authentec, 

파시브 반도체 등)을 인수하여 사물 기반의 정보 수집, 저장, 분

석 기술에 대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동사업자인 AT&T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데스크탑 등의 

장치를 통해서 3G 및 Wifi로 스마트홈 솔루션 Xanboo를 구현

하여 Digital Life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

서 Simple Security 와 Smart Security 상품이 특징적으로 홈 

내부에서 설치된 동작센서, 일산화탄소 센서, 유리파열 센서, 

연기 센서, 누수 감지 센서 등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경보 시스

템을 가동하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IV. 홈IoT 네트워크 기술 

홈IoT 네트워크 기술은 홈IoT기기와 게이트웨이, 스마트폰, 

스마트TV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홈

IoT 네트워크 기술은 다음과 같다. 

표 1. 홈IoT 네트워크 기술 종류

그림 1. 스마트홈 시장규모 전망

그림 2. 구글 NextLabs Thermostat

그림 3. 애플 HomeKit

그림 4. 홈IoT 기기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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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이파이(WiFi)

와이파이는 대표적인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서 무선 이더넷 기

술(IEEE 802.11)을 의미한다. 무선 액세스 포인터와 사용자 단

말 간의 IP 통신을 지원하며, IP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 

가장 홈IoT 네트워크에 적합한 기술이라 평가된다.

2.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블루투스는 1994년 에릭슨이 개발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PANs) 산업표준이다. 오랫동안 모바일폰의 헤드셋 기기 및 

PC주변기기 통신방식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블루투스4.0 스펙

(BLE)이 나오면서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블루투스 4.1에서는 간섭을 줄이는 공존성, 재연결성,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웨어러블 장치의 허브 역할까지 지원할만큼 널

리 쓰이게 되었다.

3. Zigbee

지그비는 소형, 저전력 RF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통신망을 구

성하는 표준 기술이다. IEEE 802.15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이

용된다. 지그비는 저전력임에도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

간 노드를 거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

의 통신이 가능하다. 와이파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저렴한 기술을 목표로 사용된다.

4. Z-wave

지웨이브는 Z-Wave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한 무선 통신 프

로토콜과 자동화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저전력과 저대역폭을 

요구하는 장치를 위해 설계되었다. 대역폭은 9,600bps 또는 

40kbps 로 홈오토메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RF 기술이다. 배

터리 효율성이 좋고 Zigbee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벤더 제품들

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상호 운용이 되며 저렴한 편이다.

5. Insteon 

무선 브릿지 기술을 지원하는 X10 기반한 전력선 RF 통신 기

술이다. X10은 홈오토메이션 분야에서 오래된 기술로 간단한 

제어에 적합한 통신 기술이다. 적외선 센서와 카메라는 연동하

는 솔루션이 미국 리테일 마켓에 팔리고 있다.

6. 그외

그외 북미 시장 중심으로 Itron 기술과 RadioRA2 와 같은 무

선 네트워크 기술 기반으로 홈IoT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V. 홈IoT 관련 서비스

홈IoT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

기,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을 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

합 IoT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홈 IoT 

기술 관련 산업군은 통신, 가전, 보안, 교육, 의료, 건강, 에너

지, 미디어, 콘텐츠, 건축,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한다[5]. 

첫째, 가정내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보

안장비와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둘째는 가정내 가전기기의 전력 소모량과 온도조절을 통한 에

너지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셋째는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VOD, 홈오디오, 인터넷 게

임 등이 가능하며 콘텐츠 연계를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네째는 가정내 건강관리 서비스로 원격 의료서비스까지 연계

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와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VI. 홈IoT 기술 표준화 현황

홈IoT 기술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

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홈네트워크 기술 표

준에 비해서 아직 시작단계인 홈IoT 표준화는 기기,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화가 진행되어 하나의 단일 

표준 보다는 다수의 기업체 표준 또는 사실상 표준을 복수로 지

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표적인 홈IoT 표준화 진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홈IoT 관련 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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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홈IoT 표준화 현황

1. Allseen Alliance

올신 얼라이언스는 2013년에 퀄컴, 시스코 시스템스, 파나소

닉 등의 회사가 모여서 출범한 단체이다. 2015년에는 100여 회

사로 확장되어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하이얼 등 국제적인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이다.

올신 얼라이언스에서는 퀄컴해서 개발하여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프레임워크로 공개한 올조인(AllJoyn)을 기반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올조인은 다양한 운영 시스템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탑재한 가정용, 비즈니스 장치들이 서로를 찾아 대화를 하도록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하여 이미 올조인에 기반을 둔 제품이 출하

되기 시작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에 올조인 프레

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C는 2014년 7월에 인텔, 삼성전자, 델 등의 주도로 구성되

었다. OIC는 IoT 장치들의 상호 인식과 통신 프로토콜을 구성

하여 오픈소스 표준으로 구현하고 있다. 2015년 초에 표준 스

펙을 공개할 예정이다. OIC는 IOTivity프레임워크를 공개하였

고, RESTful 방식의 오픈 API를 제공하며, 다양한 운영체제(리

눅스, 아두이노, 타이젠)를 지원한다. 

3. Thread Group

쓰레드 그룹은ARM 홀딩스, 삼성, 구글이 인수한 서모스탯 

및 화재 경보기 회사인 네스트 랩스(Nest Labs) 등이 주축으로 

2014년 7월에 창립하였다. 특히, 가정용 저전력 장치를 위한 메

시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쓰레드의 프로토콜은 

IPv6 주소 기반에 이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칩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네트워킹만 규정하기 때문에 쓰레드 제품에 올신과 

OIC의 사양을 구현할 수 있다. 

4. HomeKit

홈킷은 애플이 2014년 6월에 소개한 개발 도구다. 홈킷은 애

플의 아이폰 운영체제 iOS8에 포함되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통합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워치 등의 장치가 스마트홈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아이폰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Siri)를 활용해 가전 

제품을 동작시킬 수도 있다. CES 2015에서는 애플의 홈킷 협력

사인 아이디스(iDevice)의 스위치, 아이홈의 스마트플러그 등이 

공개 되었다. 

5.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4년 3월 GE, 시스코 시스템스, IBM, 인텔, AT&T 등의 기

업들이 엔터프라이즈 IoT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춘 단체인 IIC

를 창립했다. 이 단체는 표준 개발 대신, 표준 기구와 협력해 비

즈니스 부문의 기술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표준에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고, 기준 아키텍

처를 설계하고, 시험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마

이크로소프트, 삼성, 화웨이 등 10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6. 스마트융합가전포럼

스마트융합가전포럼은 국내에서 구성된 단체로서 스마트융합

가전 관련 기술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확보, 법제도 연구, 관련 

산업의 시장 환경 조성, 국제협력, 산·학·연 간 유대강화, 공

동사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고 있다. 대표적인 참여기관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KT, 삼

성SNS, 인텔리코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다.

주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관련 활동과 신 기술 제품의 

시장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 홍보 등 회원사의 홍보마케팅

을 지원한다.

VⅡ. 홈IoT 플랫폼 기술

홈IoT 플랫폼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내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로 상호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

물과 사물 간에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플랫폼으로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SKT, KT, LG 

U+ 의 이동통신사, 삼성전자, LG전자의 단말기 제조사 등에서 

서비스와 관리 방법을 달리하여 개방형 홈IoT 플랫폼을 개발하

여 공개하고 있다[6][7]. 

홈IoT 플랫폼 기술이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는 다음

의 6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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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Ⅲ. 홈IoT 기술적인 이슈 

현재로서는 아직 홈IoT 시장의 초기 단계로서, 시험적인 제품 

생산과 얼리어댑터 시장이 선도하겠지만 IoT 기술의 발전을 살

펴보면 곧 일상생활에서 홈IoT 제품이 보일 날이 그리 멀리 않

았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가전, 센서, 서비스는 

상호연동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사용의 편이성(easy to use)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

은 기업과 단체에서 각자 기술 스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상호연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 선택 불신으로 이어져서 제품을 생산하

는 제조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성 악화로 연계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홈네트워크 산업의 초기와 비슷하며 그때

의 실패를 비추어서 비추어서 홈IoT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발

전을 위해서 사용자 수준에서 상호연동성 제공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들웨어 기술의 개발보급을 손쉽게 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시장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홈IoT 기술 간의 시장 경쟁체제가 확

보되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8].

IX. 홈IoT 시스템의 위험 요인 

홈IoT 기술은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항상 

수많은 센싱 정보 및 제어 명령이 유통되기 때문에 보안 위험, 

개인정보 노출 위험, 기기 오작동 위험이 있다. 

첫째, 보안 측면에서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외부의 부적절한 

침입을 통해서 홈IoT 시스템의 특정 디바이스가 감염되거나 홈

네트워크 전체가 감염되는 경우 주거시설에 대한 보안이 심각

하에 침범당할 수 있다. 또한 주거시설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와 연계되는 위험성이 가

능하다.

둘째, 모든 홈IoT 장치가 사용자의 정보 (개인정보, 사용정보, 

개인선호 정보 등)을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유포하고 있다. 사용자의 가정내 생활 패턴(수면 시간, 식사 시

간, TV 시청 채널, 전기 사용량 등)을 통해서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세째,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연결은 자동화를 통한 편이성을 

제공하지만, 센서의 오류나 프로그래밍 로직 오류 등을 통해서 

위험 상황에서 문이 잠긴다거나 보일러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

는 장치가 자동으로 동작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X. 결 론 

본 고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홈IoT 기술 분야의 기술 동

향과 표준화 동향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홈IoT 기

술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

제적인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과 LTE 무선통신망 인프라가 구

축된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로 대변되는 가전기기 제조업 선

두국가로서 홈IoT 기술 및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표 3. 홈IoT 플랫폼 기능

기능 설명

자동	설정	

(Auto	Configuration)

디바이스의	설치	및	설정에	있어

손쉬운	처리	기능
상태	모니터링

(Remote	Monitoring)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인간과	사물의

행위	감시	기능
상황인지

(Situation	Awareness)

상황에	따른	자연	환경	변화의

실시간	인식	기능
센서	기반	분석

(Sensor	Driven	Analytics)

구체적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인간의	의사결정	지원	기능
프로세스	최적화	

(Process	Optimization)

공장	등	특정	환경에서의

자동	제어	기능
에너지	자원	최적화

(Energy	Resource	

Optimization)

에너지	(전력,	수도,	가스,	난방	등)	소비	

등에	대한	스마트미터	및	에너지	소비	

최적화	기능
자율	시스템	

(Autonomous	System)

복잡한	조건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	또는	

자동	제어	기능

개방형	API		

(Open	API)

다중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	외부	시스

템과	연계,	다양한	매쉬업(Mashup)

서비스	개발	지원
보안

(Security)

물리적,	논리적	침입에	대한

보안성을	보장해야	함
사생활	보호

(Privacy)

사용자의	개인	정보,	생활	패턴,	선호	경

향	등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지원해야	함

그림 6. 홈IoT 기술의 상호연동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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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홈 IoT 시장을 빠르게 확대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요, 투자, 그리고 관련 정책계획의 균

형적 추진이 필수적이므로, 수요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시장 규

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함께 관련 업체들 간의 

협업이 중요하며, 협업의 구심점이 되는 IoT 플랫폼을 장악하

는 기업이 IoT 시장의 리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IoT 디바이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IoT 플랫폼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등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외 업

체의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전사,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소수의 국내 업체와 연구소가 상

호연동을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진

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홈IoT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와 시장 

선점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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