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사물인터넷은 단순히 센서 정보의 수집이 아닌 정보의 가공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

다. 현재 기존의 서비스 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다양

한 서비스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oT기반의 운동선

수 관리 서비스, 웨어러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경기력 향상

을 위한 스마트 스포츠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

목하여 기존의 올림픽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계승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ICT기술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이용 가

능한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ICT 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숭을 소개하

고자 한다.

Ⅰ. 서  론

스마트 ICT 올림픽을 위해서는 낯선 이국에서의 돌발 상황에

도 친숙하게 대처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실시간 생활 및 올림픽 

정보가 요구된다. 이는 도시 내의 다양하고 정확한 실시간 사물

정보 활용과 IoT 서비스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현 가능하다. 더

불어 국내·외 선수단,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관

광, 올림픽 정보 등 편리한 정보와 관람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기술이 미래지향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논문에서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

한 최신 ICT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며 실제 평창 올림픽과의 연

계가 가능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미래 지향적 평창 올림픽의 성

공적인 개최에 대한 초석을 다져보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기술을 이용한 

선수 관리 서비스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해 확인해 본다. 4장에서

는 IoT 기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신 플랫폼에 대해 확인해 본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Ⅱ. IoT 기반 운동 선수 관리 서비스

IoT 기반 장비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제공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골퍼들의 골프 클럽과 골

프 슈즈의 압력 센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응용프로그

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지금까

지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 핏빗플렉스

핏빗(Fibit)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난 2013년 1월 수면

상태 정보나 음식섭취 정보까지 트래킹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밴

드 “핏빗플렉스(Fibit Flex)”를 출시했다. 출시 후 같은 해인 

2013년 웨어러블 밴드 경쟁사인 “조본(Jawbone)”, “나이키 퓨

얼밴드” 등을 제치고 미국 내 신체 활동량 측정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67%를 차지한 “핏빗플렉스”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낮

에는 걸음 수, 이동거리 및 칼로리 소모량 측정을 수행하고 밤

에는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수면 패턴을 기록 및 분석하여 

숙면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LED를 통해 설

정된 목표 달성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의 특별

한 동작이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PC 및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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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핏빗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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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서 

사물인터넷(IoT)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1][2].

2. E-Traces

Lesia Trubat 사의 E-Traces는 <그림 2>에서와 발레리나

의 발에 부착되어 발레리나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고, 추적한 

움직임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 추적 장치이다[9]. 

E-Traces의 전자장치는 Lilypad Arduino를 이용하여 기기를 

발레리나 슈즈에 부착시키고 슈즈가 바닥과 접촉할 때 가해지

는 압력을 기록하고, 발에 움직임을 신호로 변환하여 응용프로

그램으로 전송하면 기기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추상화된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모드로 

저장된 움직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발레리

나들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self-

learning 뿐 아니라 공연 중 댄서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시각

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술적인 미가 

돋보이는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 다음 시스템을 적용하여 선수

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94FiFty(Smart sensor basketball)

94FiFty는 <그림 3>과 같이 Smart sensor가 내장되어있

는 농구공과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SmartNet이

라는 추가적인 농구 골대 그물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10]. 

94FiFty 농구공은 모든 슛과 드리블 동작을 통해 측정된 데이

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며 농구공의 규정된 크

기, 무게와 회전정도를 기록하여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응용프로그램에서는 농구공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

여 슛팅 각도, 슛 릴리즈 속도, 드리블 강도와 속도, 슛의 백스

핀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준다. 농구공은 무선으

로 충전이 가능하며 한 번의 충전으로 8시간동안 사용이 가능

하다. 이 프로젝터와 함께 이용 가능한 SmartNet을 농구대에 

설치하게 되면 슛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아이스하키와 같은 공을 이용하여 경기가 진행되는 경

우 이에 센서를 달아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4. Vivofit active

Gamin의 Vivofit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사용자들의 걸음 

수를 추적해주는 팔목 밴드 형태의 장치이다[11]. Vivofit은 하

루 동안 걸었던 걸음의 수, 거리 소모된 칼로리 양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그림 5>에서와 같이 지난 기록들을 볼 수 있는 

history기능과 통계기능을 제공한다. 또 긴 시간동안 사용자

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보를 울려 걷도록 알림을 설정할 수 있

고, 블루투스통신이 가능한 기기들과 연결하여 전화, 메일, 문

자, 일정에 대한 알람기능도 제공된다. 특히, vivo 시리즈 중 

vivofit active의 경우 내장된 스포츠 관련 어플을 통해 달리기, 

골프, 자전거타기, 수영에 특화되어 기록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의 베터리 수명은 1년이며, 수심 

50m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vivo band는 제공

되는 기능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vivofit부터 

vivofit2, vivosmart, vivoactive 까지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림 2. E-Traces (Memories of dance)

그림 3. 94FiFty(Smart sensor basketball)

그림 4. Viv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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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터 삭스

지난 2012년 9월 21일 씨넷에서는 <그림 6>에서와 같이 블랙

삭스의 “스마터 삭스”를 소개했다[3]. “스마터 삭스”는 NFC칩

을 내장한 양말과 정보를 구분하는 분류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이 분류장치는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양말을 NFC 장

치에 가져다 대면 칩에 담긴 정보가 아이폰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된다. 칩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양말의 짝을 찾을 수 

있고, 응용프로그램으로 양말의 사진을 찍으면, 양말의 색깔을 

통해 현재 품질 상태를 제공하여 양말을 버려야할 시기를 알려

준다. 이 외에도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있는 양말의 개수

를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양말이 부족할 때 주문을 할 수도 있

다[4][5]. 이를 운동 선수들의 속옷과 양말에 적용하여 최상의 

상태로 속옷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6. 센서리아 피트니스 시스템

<그림 7>에서와 같이 힙실론에서 개발 중이며 현재 클라우드 

펀딩을 받는 중인 ‘센서리아 피트니스 시스템’은 양말을 신은 사

람의 발 움직임을 감지하여,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자세를 모니

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12]. 이를 평창 올림픽 때 선

수들에게 제공한다면 훈련 때 자신의 자세 등을 분석하는데 유

용하다. 뿐만 아니라 발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아픈 곳

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부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 인터넷 연결 슬리퍼

 <그림 8>에서와 같이 미국의 벤처기업인 24eight가 통신

사 AT&T와 협력해 고령자를 염두에 둔 “스마트슬리퍼(Smart 

Slipper)”를 개발했다[6]. 자사의 기울기 인식 기술과 통신사의 

무선 송신 기술을 채택하였다. 슬리퍼 바닥의 센서는 발에 가해

지는 압력과 보폭 데이터를 수집하여 착용자의 걸음걸이를 실

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몸 상태를 꾸준히 분석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환자나 노년층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갑자기 지그재그

로 걷거나 넘어지는 등)이 감지되면 슬리퍼의 무선 송신 장치가 

미리 입력된 의사나 가족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통한 알

림을 보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을 이용하면 착용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여 혼

자 사는 노인의 안전에 대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준다[7][8].

8. 인터넷 칫솔

 <그림 9>에서와 같이 미국의 빔 테크놀로지(Beam 

Technologies)가 개발한 칫솔은 블루투스 무선 통신 기능 및 

메모리카드 슬롯까지 갖추고 있고, 이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스

그림 5. Vivofit 모니터링 화면

그림 6. 근거리통신(NFC) 칩이 장착돼 세탁상태를 알려주는 양말

그림 7. 센서리아 피트니스 시스템

그림 8. 에이트의 인터넷연결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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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과 연동을 한다[13]. 이 칫솔을 가지고 이를 닦을 때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칫솔질을 했는지가 스마트폰에 

전송되며, 그래프화된 이 결과 값을 전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앱에서는 사용자의 칫솔질 패턴을 바탕으로 현재 치아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치아 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룹일 경우 각자의 칫솔질 패턴 및 치아 건강상태

를 통합해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한다. 이를 이용

하면 올림픽본부에서 전체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유용할 것이다.

9. Sensor mother

프랑스 벤처깅버 센스(Sen.se)사의 '마더'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모션 쿠키'라는 다목적 센서가 포함 되어 있다[31]. 이 쿠키

는 총 네 종류로, 색상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주황색과 녹색 쿠

키는 이동이나 움직임을 감지하며, 파란색 쿠키는 주변의 온도

나 갑작스러운 이상 온도 변화를 인식한다. 노랑 쿠키는 색이 변

할 수 있는 센서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센서에서 감

지된 정보들은 중앙 시스템인 마더를 거쳐 다시 스마트폰의 앱

으로 전달된다. 쿠키들을 사물에 부착하여 해당 사물과 사람이 

상호 작용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올림픽 행사장에선 미아 방지를 위해 유아용 티켓 구매 시 쿠

키를 포함시켜 건물 내 현재 아이의 위치를 추적 하거나, 가스 

벨브 혹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부착 하여 활용 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Pebble smartwatch

 패블은 페블 테크놀로지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

를 통해 펀딩하여 2013년 출시한 스마트워치이다[32]. 기본적

으로 <그림 11>과 같이 디자인되어으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장치와 호환되어 장치와 연결된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

일, 전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알람이 오면 진동으로 알림을 준다. 또한 페블 SDK를 지원하여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앱 마켓에서 다운 받을 수 도 있다. 주 

기능은 시계이기 때문에 시간 확인 이며, 한번 충전에 약 7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그림 12>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다. 스마트 올림픽을 위해서는 올림픽 안내 어플리케

이션을 제작하여 설치해 자유 관람권 종류를 구입 하는 고객들

에게 배포하여 경기가 시작 되기전에 알려 주는 방식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미국의 빔 테크놀로지(Beam Technologies)가 개발한 칫솔

그림 10. Sen.se사의 '마더' 와 '쿠키센서'

그림 11. 페들 테크놀로지 사의 패블

그림 12. Pebbl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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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oT 기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tshirtOS

위스키 제조업체 발렌타인스(Ballantine's)는 초현대적인 의

류 제조업체 CuteCircuit와 공동으로 <그림 13>의 'tshirtOS’를 

개발했다. 'tshirtOS’는 32×32 배열에 1,024픽셀을 갖춘 초박

막 LED 디스플레이 외에 마이크로 카메라, 마이크, 가속도계, 

스피커를 내장한 티셔츠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

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tshirtOS'

는 착용자의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됨으로써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티셔츠에서 최신 트윗을 확인하거나 친구들

의 페이스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티셔츠이기 때문에 입

을 수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이면서 개인의 개성을 디지털화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24][25].

2. Sphero

<그림 14>에서와 같이 Sphero사에서는 주먹만한 플라스틱 

공 ‘Sphero(장난감 디지털 공)'를 CES 2012에서 소개했다. 경

주용 공으로 소개된 이 작은 장치는 무연료 이동수단 ‘세그웨이’

와 같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균형감지 장치를 탑재하여 스

마트폰의 Bluetooth로 페어링 시켜 스마트폰의 센서를 통해 조

종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증강현실 기반의 각종 게임

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기울

이거나 터치하거나 흔드는 동작에 따라 연결된 ‘Sphero’를 제

어할 수 있으며 ‘Sphero’가 움직이는 경로를 그려줄 수도 있다

[26][27][28]. ‘Sphero’는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여러가지 증강

현실 기반의 게임을 지원한다. Case 1. 증강현실 게임(Rolling 

Dead) : RollingDead 앱을 실행하면 Sphero에 게임화면이 겹

쳐 나타나며 공을 굴려 화면 속의 캐릭터를 제거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Case 2. 캐릭터 조종하기 : Sphero를 손

에 들고 돌리면서 슈팅 게임 속 캐릭터를 직접 움직이면서 게임

을 즐길 수 있다[29]. 서비스의 장점은 스마트폰으로 사용자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Robotic Game Ball이면서 SDK를 공개하

기 때문에 사용자가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30].

3. Tile

Tile은 특정 사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사각형 센서를 부

착하고, 스마트폰에 연동될 때마다 위치정보를 저장한 후 사물 

분실 시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Tile 위치 주변에서 접근 

탐지기능을 이용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14]. <그림 15>에는 자세한 서비스 흐름도가 나타나 있다. 서

비스의 특성은 스마트폰과 Tile 센서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클

라우드 플랫폼에 위치정보 저장할 수 있으며 사물 분실 시 마지

막으로 저장된 위치로 이동하면 Tile 센서가 스마트폰을 인지하

고 벨소리로 알릴 수 있다. Case 1. 가방을 분실 시, 스마트폰 

Tile 앱과 마지막으로 페어링한 위치로 이동하면 가방 속 Tile 

센서가 스마트폰을 인식하여 벨소리로 알려준다. 또한 가족, 친

구, 직장동료와 등록한 Tile 공유 가능하며 스마트폰 GPS를 이

용하여 Tile과 페어링 된 마지막 위치정보가 저장된다. 서비스

의 장점은 휴대하기 좋은 Tile 센서 디자인이며 Tile 사용자가 

그림 13. 발렌타인스의 초박막 LED가 정착된 티셔츠

그림 14. Sphero

그림 15. Tile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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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수록 센서 찾기가 쉬워진다. (Tile정보 공유기능) 또한 

Tile 센서 충전기능이 없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대처 불

가능 Tile은 특정 사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사각형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연동될 때마다 위치정보를 저장한 후 사

물 분실 시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Tile 위치 주변에서 접

근 탐지기능을 이용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 Tile을 운동선수들의 개인 소지품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한

다면 개인 소지품의 분실에 대한 위험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4. 신체 온도 모니터링 패드

<그림 16>에 제시된 Blue spark 사의 TEMPTRAQ 제품은 

아기들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추적가능한 일회용 온도 모니터링 

패드를 개발하였다[15]. 해당 패드는 작은 베터리로 동작하며 

사용자의 겨드랑이에 끼워서 온도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FDA

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며 24시간 동안 서비스가 지속

되며 10초 간격으로 근처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

다. 해당 신체 온도 모니터링 패드는 선수들의 몸 온도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상의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패치를 통해 사용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에 맞추어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5. 사물인터넷 기반의 올림픽 거리 조성

사물인터넷 기반의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는 주변 환경정

보를 토대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맞춤형으로 경기 관련 정보 

및 주변 관광지, 식당 정보 등을 디지털사이니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공간 상황인지 및 비정형 디스플레

이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필요하며, 특정 기간 및 지역에 사람과 

자원이 밀집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적 물

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주변 환경정

보를 토대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맞춤형으로 경기 관련 정보

(경기영상, 일정, 선수정보 등) 및 주변 관광지, 식당정보 등을 

제공하는 올림픽 거리를 <그림 17>에서와 같이 조성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는 실복합공간 상

황인지 기술, 사물인터넷과 오픈스크린간 인터페이스 기술, 오

픈스크린 수용을 위한 객체 모델링 기술, 신규사업자 수용을 위

한 플랫폼 개방 기술, 웹 오브젝트 기반 사물 객체 모델링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올림픽 관련 정보 및 광고를 제

공하는 등 소통의 공간 제공 가능하고, 공공정보 제공, 전시효

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동계올림픽에 대한 밀착형 정보 제공 가

능하다. 더불어 사물인터넷과 연동하는 올림픽 거리 조성을 통

해 국내 ICT 기술력을 홍보함과 동시에 올림픽관련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6. 3D 프린터를 통한 기념품 및 기자재 제작

XYZprinting 사에서는 16.5 x 15 x 16.9 inches의 크기를 갖

는 보급형 3D 프린터를 $350에 판매하고 있다[16]. <그림 18>

에 제시된 3D 프린터는 컴퓨터 없이 3D 이미지 디자인의 스키

메틱을 SD 카드에 넣고 이를 프린터에 연결하면 된다. 이를 통

해 자동으로 calibrating과 leveling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이

는 커버로 사용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쉬운 조작이 
그림 16. Blue Spark Technologies사의 일회용 온도 모니터

그림 17. 사물인터넷 기반의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 

그림 18. 3D 프린터 XYZprinting  da Vinci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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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별다른 조립이 필요하지 않으며 plug&plug 방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해당 보급형 프린터를 선수촌에 배치하고 자신

이 원하는 기념품을 선수들이 직접 인쇄하도록 하여 고객 맞춤

형 기념품 제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본적인 기자재

의 경우 3D 프린터를 통해 손쉽게 제작하도록 도모한다. 

7. 셀카용 팔찌

Nixie은 웨어러블 셀카 드론으로써 사진과 비디오를 공중에

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이다 [17]. <그림 19>에서와 같이 

Nixie는 팔찌 형태로 사용자의 팔에 위치하지만 해당 장치가 풀

어지면서 손바닥 크기의 드론으로 변신한다. 드론을 공중에 던

져주게 되면 비행을 시작한다. Nixie는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

게 판단하여 사진과 비디오를 찍으며 부메랑처럼 사용자의 위

치로 돌아오게 된다. Nixie은 현재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

용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다양한 각도

에서의 촬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1080p의 고해상도 비디오

와 이미지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를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선수들이 자신이 연습하

는 모습을 원하는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

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

다. 또한 관중들도 자신이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싶

을 때 드론을 띄워서 자신만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8. Sengled LED Light bulbs

<그림 20>에 제시된 Sengled 사에서 나온 LED 전구 시리즈

는 현재 4가지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다[18]. 이중 Snap은 “The 

Best Innovative Product Award of CES”를 수상 하였다. 

Snap은 카메라 기능을 제공하여 얼굴 인식 기능과 영상 녹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Pulse는 무선 Bluetooth 스피커 기능

을 제공한다. Pulse Solo 또한 Bluetooth 스피커 기능을 제공

하며,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 Boost는 WIFI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평창 올림픽에선 Boost를 이용해 무선 

WIFI를 확장하여 WIFI 음영지역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며, Snap을 이용하여 CCTV와 조명 기능을 동시에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 Zano

<그림 21>에 제시된 마이크로 드론 ZANO(자노)는 크기가 매

우 작은 드론으로써, HD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어 있다[19]. 특

별한 컨트롤러 없이 스마트폰과 바로 연동하여 영상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드론을 조종 할 수 있다. 대상을 따라 다니

는 Follow 모드와 현재 위치에서 고정 하는 hold position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평창 올림픽에선 follow me 모드를 이용해 

경기 중 선수 개개인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영상을 기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내 에서도 

비행이 가능해 건물 내 미아 찾기 서비스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 Nixie Makes Flying 셀카용 팔찌

그림 20. Sengled 사의 Pulse. LED 블루투스 스피커

그림 21. Zano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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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Zvr

<그림 22>에서와 같이 HP사에서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제품을 상용화 하였다[20]. 23.6인치 FullHD2 입체 디스플레

이를 하드웨어로 하며, 자체 UI와 수동적 트래킹 안경, 2D 화면 

공유, 디스플레이포트 및 DVI 등의 특징을 가진다. Zvr은 HP

의 홀로그램 실현의 첫 시도로써 교육 및 트레이닝, 건축 및 디

자인, 건축가-엔지니어-계약자 간 협업에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Z스페이스사 만이 VR을 활용한 응용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개발 툴들도 같이 지원한다.  스마트 올림픽

에선 건물 실내지도를 모델링 하여 방문객들이 증강현실을 이

용하여 실내 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11. 시각장애우용 점자 스마트 워치 dot

기존에 있던 시각장애인의 점자 리더기 시장은 평균가 3백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기기 보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21]. 이에 <그림 23>의 dot은 능동형 점자 디스플

레이 기술을 통한 성능 및 가격 혁신으로 가격적 진입장벽을 낮

춰 전 세계 2억 8천 5백만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95%

이상의 문맹률과 정보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품이다. 이 제품은 장애인을 위한 동계 올림픽인 동계 패럴램픽

에 참가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시각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경기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제품은 향후 GPS의 활용 또는 각종 위치기반 서비스를 연계하

여 시각 장애인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위험에 빠진 경우 사용자

의 위치를 전파하여 빠른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12. Intel RealSense

RealSense는 <그림 24>에서와 같이 3차원공간에서의 물체

를 보는 센서이다 물체가 사람의 손이라면 사람의 손이 오므리

는지 펴지는지 움직이는지를 감지하여 그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22]. 뿐만 아니라 사진이 아닌 3D 물체로 대상을 Scan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사진처럼 사진에서 점 두개를 이어 두 

점간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평창올림픽

에서 선수들이 훈련 중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뒤 분석하는데 쓰

일 수 있을 것이다. 모션 인식을 통해 자신의 버릇들을 발견할 

수 있고, 거리에 관한 기록들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영상 분석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손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IoT 실현을 위한 플랫폼 기술

1. Intel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모듈 Curie

 <그림 25>에서와 같이 큐리(Curie)는 인텔이 CES2015 기간 

중 공개한 버튼 크기 만한 웨어러블 단말용 모듈이다 [23]. 큐

리는 32비트 쿼크 SE(Quark SE)를 SoC로 채택하는 한편 플래

시 메모리 384KB와 SRAM 80KB를 탑재했다. 여기에 블루투

스 LE와 6축 모션센서, DSP 센서 등 온갖 센서와 배터리 충전 

회로를 내장해 웨어러블 단말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

텔은 스포츠 선글라스 브랜드인 오클리(Oakley)와의 제휴를 발

표했다. 이는 기존에 있던 구글 글래스 같은 제품을 만들 것을 

그림 22. Hp Zvr를 이용한 가상현실

그림 23. 스마트 워치 dot 

그림 24. Intel Real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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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실제 만들어진다면 구글 글래스의 단점이었던 무게

를 해결하여 평창 올림픽에서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

해 경기일정, 선수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2. Spark

Spark는 인터넷 연결기능이 없는 사물도 온라인을 통해 모

니터링하고, 데이터 통신하도록 저렴한 가격에 WiFi 보드와 

Shield를 제공하며 연동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서비스이다. 서비스

의 특징은 Spark Core를 Shield와 결합하여 사물에 설치한 후 

온라인 연결되어 있으며 Spark Core에 무선연결 후 설치/프로

그래밍 가능하고 칩셋 가격이 저렴하다. 

Case 1. 무선 모션인식 : 금고 앞에 Spark Core에 연결된 무선 

모션센서를 부착해두면 사람이 들어왔을 때 SMS로 알려준다. 

Case 2. Robot 조종 : Core를 부착한 로봇을 일정범위 내에

서 조종한다. 서비스의 장점은 Arduino 보드 WiFi 연결을 지원

하며, 앱으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무료로 H/W에 연동

되는 개방형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여, 사물 데이터 피드를 공

유하고 3rd party의 서비스 개발 적용 가능하다. 

3. Smart Snowboard

야외 스노우 보드 경기의 경우 다수의 선수가 넓은 지역에 분

포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Cerevo 스노우 보드는 부츠 홀

더의 접촉 상태 등을 이용해 코스와 속도를 추정하고, 이 데이

터를 활용하여 스노우 보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코칭에 활용할 

수 있다[35].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기술들이 동계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적용 가능한지

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높은 컴퓨팅 파워와 다양한 알고리즘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은 남은 평창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더욱 발달되어 

획기적이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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