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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컴퓨터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사물

(Things)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사물로부터 상황 정보를 수
집하고 주위 환경을 제어하는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IoT는 2020년에 인터넷에 연결
되는 사물의 수는 약 수 백억 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접목될 것이다. 더불어 IoT
는 실세계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호 소통하고

작용하며,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미래 지능
형 서비스 인프라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IoT 분

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의 많은
정보 통신 연구 단체, 산업체 등에서 인터넷 표준 통신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세계 모든 사물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IoT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IoT 연구와 혁신
촉진을 위해 HORIZON 2020 연구개발 기금에서 IoT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IoT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IoT 플랫폼, 인프라 및 실증 서비스 구축과 관련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
그램에서 국가 차원의 국민 생활 밀착형 CPS(Cyber-Physical 
Systems)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CPS를 활용한
IoT 기반스마트도시를개발하고, 스마트인프라를구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IoT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지향하는 Indu- 
stry 4.0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6 일본 재흥전략을
통해 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을 활용하여 ‘20년까지 30조
엔의부가가치를창출할계획이다. 중국은인터넷플러스전

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중점분
야를 선정하여 구체적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연구개발을 지
원하고 있다.

IoT는 사물을인터넷에연결하여현실과가상세계의모든 
정보를상호작용하는환경을제공할수있으며, 우리주변의 
사물로부터상황정보를획득할수있다. 이러한사물은우리 
주변의에어컨, 전등혹은각종센서(sensor)나구동체(actuator)
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은 독자적인 상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변의 사물과 연동을 통하여 통합된 서
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IoT 기술은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등에 응용되고 있다[1],[2].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IoT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의 IoT 핵심 요소에 접목되어 개발될 뿐만 아니라, IoT 서
비스인 IoS(Internet of Service)에 이용되어 지능적인 IoS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IoT 서비스도 인공지능 기
술과 접목하여 발전할 것이며, 단순 모니터링에서 제어, 최
적화, 자율화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는 현재의 IoT 기술과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IoT 핵심 기술과 단계별 IoT 서
비스 진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현실 세계와 가
상 세계를 연결하는 IoT의 기본적인 개념 및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 더불어 IoT 기술을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분야별로세부적인기술개발현황을알아보고, 향후 
개발될 차세대 IoT 기술을 고찰한다. 더불어 모니터링, 제
어, 최적화, 자율화 단계별로 미래 IoT 서비스에 대해 알아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IoT 개요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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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간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컴퓨터를 연결하여

데이터, 정보 및 지식뿐만 아니라, IoT 를 이용하여 일상 사
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주위 환경을 제어하게 될 것이
다. 이를 제공하기 위해 IoT 기술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인
터넷으로 연결하고, 가상 사물(virtual thing)을 통해 현실 세
계의 상황을 사물을 통해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실제 환경과 사물을 조절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궁극적으
로 IoT는 인간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1]에서는 IoT 기반의 현실 세상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가상 사물을 생성하고, 서비스 객체
를 통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이와 같이 IoT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이 생성하고 가공한

데이터, 정보 및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센싱과 구동
체 기능을 갖는 일상 사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IoT는 자체 식별자를 갖고 컴퓨팅과 통신 기능을
통해 인간과 사물, 서비스로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인간
의명시적상호협력적으로센싱, 네트워킹, 정보처리등지
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 IoT 기술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ITU(International Te- 

lecommunication Union),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GS1/EPCglobal, oneM2M, OCF 등의정보통신관련국제기구
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GS1/EPCglobal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IoT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이다[3].
세계 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는 ITU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과 상호작용, 그리고 정
보 공유하기 위해 IoT는 물리적 세상의 사물과 정보 세상의
통신할 수 있는 객체와의 사상(mapping)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 IoT 기반의 현실 세상과 가상 세계 연결

이를 통해 인간은 물리적 환경정보를 얻어 자신의 행동을

더욱 최적화하고, 또한 컴퓨터 스스로가 정확한 상황을 판
단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TU는 IoT 네이밍, 주소 및 센서 네
트워크와 연동, 시그널링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다[3].
인터넷 기술을 표준화하는 IETF에서는 표준 통신 프로토

콜기반으로유일하게식별되고, 상호연결된객체들의세계
적인 네트워크를 IoT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IoT 응용 프로
토콜로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를 RFP로 채택
하고 있다[4].
대표적인 IoT 표준 기구인 oneM2M은 국내외 표준 단체

및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여 2012년 7월에 설립하였다. 현재
oneM2M IoT 표준화기구에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 
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일본의 사단법인 전
파산업회(ARIB: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
와정보통신기술위원회(TTC: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mmitte), 중국의 통신 표준 협회(CCSA: China Communica- 
tions Standards Association), 유럽의 전기통신표준협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미국의 전
기통신 공업회(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미국의 전기통신 산업 솔루션 연합(ATIS: Alliance for Tele- 
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까지 7개의 지역 표준단체
와 시스코, AT&T, 에릭슨, LG전자, 삼성전자, 퀄컴 등의 250
개 이상의 전 세계의 주요 회사들이 각 표준단체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oneM2M 실무 그룹인 워킹그룹(Working 
Group) 1은 M2M 요구 사항(Requirement)과 유스케이스를, 
워킹그룹 2는구조(Architecture)를, 워킹그룹 3은 프로토콜을, 
워킹그룹 4는보안(Security)을, 워킹그룹 5는관리, 추상화및 
시맨틱에 대해 M2M과 IoT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5].

OCF(Th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는 2016년에 여러
산업계간 협력을 통해 IoT 표준을 통합하고, 개발자들과 기
업들이 IoT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OCF에는인텔, 삼성전자와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등 IoT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6]. OCF에서는 오픈 소스 프로
젝트인 IoTivity를 표준 통신 플랫폼으로 채택하여 사물인터
넷 시장에서 상호호환성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IoTiv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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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neM2M 지원 구조[5]

[그림 3] OCF 개념 프레임워크[6]

다양한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기능 추상화 및 상호
작용 프로토콜의 표준 스택을 정의하고 있다[7].
따라서 향후 표준 IoT기술과 응용을 통해 수많은 사물이

지능화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의미 있는 정보와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Ⅲ. IoT 기술의 현재와 미래 

IoT는 사물을인터넷에서연결하여현실과 가상세계의모
든 정보를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IoT 기술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세부 요소별로 IoT 기술 현황과 미

[그림 4] IoTivity 구조[7]

[그림 5] Io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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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기술을 고찰한다.

3-1 IoT 디바이스 기술

IoT 디바이스는 사물 관점에서는 현실 공간의 물리 사물
을 의미하며, 사이버 공간의 가상 사물과 연동할 것이다. 그
리고 IoT 디바이스는 가상화되어 가상 사물이 될 것이며, 상
호 연동함으로써 가상 사물을 통해 현실 세계의 물리 공간

의 상황을 확인하고,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IoT 디바
이스를가상화한가상사물은자동차와빌딩등의사물이사

이버 공간의 하나의 객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물은
바코드, RFID의 EPC(Electronic Product Code)와 같이 사물의
유일한 식별자를 통해 사물의 인식과 위치 추적을 통한 사

물의 실시간 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oT는 사물․데이터․서비스의 인터넷을 가져오는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와의 융합을 지향하며, 센서와 액추에이터
를 갖는 물리시스템과 이를 제어하는 컴퓨팅이 결합된 임베

디드 기반 분산 제어를 제공하는 IoT 디바이스 기술로 CPS
는 볼 수 있다.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핵
심 요소 기술로 CPS가 제시되고 있으며, 유럽의 EUTEMA
에서 제시한 [그림 6]에서와 같이 IoT는 CPS와 임베디드 시
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8].

CPS는 임베디드 기반의 시스템 분산 제어 기술이며, IoT
는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의 사물들을 연결하여 CPS 기술
을 이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IoT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 기술로 CPS를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유럽의 EUTEMA에서 제시한 아래 그림에서와 같

[그림 6] CPS와 IoT 관계[8]

이 IoT는 CPS와 임베디드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8].
CPS는 센서와 엑추에이터를 이용해 물리 프로세스를 모

니터링함으로써 물리시스템에 임베디드 기반 분산 제어 기

술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신뢰성․실시간성․지
능성․안전성․보안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CPS는 산업 기계와 정보가전 등의 운용 임베디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 및 스마트 제조공정 등에
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IoT 시스템 개발에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IoT 디바이스는 사용자에게 오픈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형태로통합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DIY 기반의오픈 
지능형 디바이스가 개발될 것이다. 현재 아두이노(Arduino), 
ioBridge iota, ARM mbed, Intel Edison 등 IoT 디바이스 제작
회사는 오픈 하드웨어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임
베디드 리눅스와 Node.js 등의 오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oT 디바이스 개발에 지원될 것이다.
또한 IoT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실

시간 상황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제어 기능도 제공할 것
이다. 더불어 사물 간에 연결성을 갖고, 환경과 인간의 명령
을 실시간 인지하고, 주변의 환경 인식 정보의 의미를 분석
하여,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
기술도 개발될 것이다.

3-2 IoT 네트워크 기술

IoT에서 인터넷 상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현실과가
상 사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응
용 통신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IoT 네트워크는 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인
터넷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네
트워크는 열악한 현실 환경에서도 사물로부터 상황 데이터

를 습득하고,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보다는 제한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적절하게 상황 정보와 제어 메시지를 전달하

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IoT 네트워크에서는 제
약된 통신과 노드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이

중요하다. 
oneM2M에서는 IoT 응용 통신을 위해 TCP/IP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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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neM2M CSF[5]

기반의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CoAP, MQTT(Me- 
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웹소켓(WebSocket) 프로토
콜을 IoT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5]. 
더불어 LoRaWAN은 Semtech사의 CSS(chirped spread spec- 

trum)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물리계층 기술인 LoRa를 사용하
여저전력에서통신반경을증가와간섭에강한특정을갖고 
있다. 여기서 LoRa는 Semtech, 마이크로칩, IBM등이 주도한
콘소시움으로 전파간섭에 강하고 넓은 지역의 300bps이상
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앞으로 IoT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사물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량의 사물들간의 초연결을 지

원하는 저전력, 장거리, 비면허 대역 통신기술 및 대규모 연
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Massive IoT 기술, 엣지 네트워크
환경의 이질적 서비스 요구사항 사이에 최적의 결합을 제공

하는 인지형 네트워킹(cognitive networking)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지능 서비스 지향 자율형 IoT 네트워
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종 IoT 디바이스 연동과 IoT 이동
성과 IoT 서비스 연속성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
으로 사료된다.

3-3 IoT 플랫폼 기술

IoT 플랫폼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물리
적 사물의 가상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사물의 검색 및

관리등의기능을제공한다. oneM2M에서는 IoT 플랫폼과디
바이스의 세부 기능으로 CSF(Common Services Function)를
제시하고 있다.

oneM2M CSF에서는 데이터 관리 및 저장 기능(Data Ma- 
nagement and Repository), 통신 관리 및 전달 처리 기능(Co- 
mmunication Management and Delivery Handling), 등록 기능
(Registration), 보안기능(Security), 구독및통지기능(Subscrip- 
tion/Notification), 그룹 관리 기능(Group Management), 네트워
크연동기능(Network Service Exposure), 데이터검색기능(Di- 
scovery), 위치기능(Location), 장치관리기능(Device Manage- 
ment), 서비스 과금 기능(Service Charging and Accounting) 등
을 정의하고 있다[5]. [그림 7]에서는 oneM2M CSF를 보여주
고 있다.
더불어 IBM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애널리틱스 방식

에 바탕을 두고, IoT 센서를 이용해 도시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터 플래닛(Smarter Planet)’ 서비스 진행하고 있
다. 더불어왓슨플랫폼을활용하여인지(Cognitive) IoT를제
시하고 있다.
향후 IoT 플랫폼은 대규모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가상화, 지능화, 기술 융합화,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더불
어 인지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지속적인 자가 학습하는 지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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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젝트의 CPS 테스트베드[9]

요소를 포함하며, 인지와 빅데이타 기술도 플랫폼에 활용하
여 자율적인 IoT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3-4 IoT 서비스 기술

IoT 서비스는 현실 세계와 연결된 가상 사물로부터 생산
된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

거나, 주위 환경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가상 사물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어
하나의 서비스 객체를 형성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상 사물
을 조합하여(composition)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하나
의 서비스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서비스 객체가
조합하여 다른 새로운 서비스 객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
기 위해서는 가상 사물과 서비스에서 생성하는 상황 정보와

IoT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상황 데이터와 의미 있는 정보를
가공 생성하고, 저장이 요구된다. 
현재 OCF에서는 IoT 플랫폼을 위한 IoTivity, 구글은 ‘브

릴로(Brillo)’, 애플은 ‘홈킷(Homekit)’을 AllSeen alliance의 All- 
join 등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유럽(EU)에서는 IERC 주도하에교통, 스마트홈, 스마

트시티, 건강 관리 등의 14개 서비스 도메인 대상의 프로젝
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EU HORIZON 2020 산하 IERC

에서 추진하는 CITI-SENSE, WeSenseIt, COBWEB, Citclops, 
OMNISCIENTIS 등의 프로젝트에서 시민 참여 기반의 공개
형 IoT 응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구글 산하 NEST
에서 네스트러닝 서모스탯(Nest Learning Thermostat)은맞춤
형 인지 기반 실내 환경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
내 가전 장비와 더불어 자동차 등의 기기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IERC 주도하에 교통, 스마트
홈, 스마트시티, 건강 관리 등의 14개 서비스 도메인 대상의
R&BD 추진 중이다. 또한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통한 국경없는 온라인 IoT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네트워크와서비스환경을형성하고있다. 더불어스
마트기기와서비스와어플리케이션이거래되는 Open Market- 
place 개념을 제안하고 있으며, Open Marketplace를 통해 IoS
의 가상의 사물과 서비스들이 거래되고 연결을 지원하는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차세대 IoT 서비스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IoT와 지능화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 참여 지능형 응용이 개
발되고, 더불어 인간을 중심으로 주위 다양한 IoT 디바이스
와 연동하고, 상이한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결한 복합 IoT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사이버 오픈 마켓
(Cyber Open Marketplace)과 같은 IoT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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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oT 서비스 발전 단계[11]

상 사물과 서비스 객체를 검색하는 지능적인 서비스도 개발

될 것이다.

3-5 IoT 보안 기술

사이버와 물리적 공격으로 인하여 IoT의 사물과 플랫폼
및 실시간 정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전망되고 있으며, 따
라서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IoT 암
호화 및 보안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사물은 다양한 프로세
스와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많은 사물이 오랜 기간 넓은 지
역에 배포되어 물리적 관리와 해킹 방지가 어려울 것이다.

IoT 보안은 안전한 사물인터넷 장치와 정보 전송을 지원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신뢰성, 정보 보호,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등의 보안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에서는 IERC의 RERUM, ALMANAC, SMARTIE, BUTLER, 
PEARS Feasibility, PrimeLife, PRIME 등의 프로젝트에서 IoT
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에 대해 개발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사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

운 IoT 보안 체계와 기술이 요구되며, 해킹으로부터 사물의
실시간 정보를 보호할 보안 통신 프로토콜의 연구가 필요하

다. 더불어 IoT 플랫폼과 응용 서버의 보안 솔루션과 기술도
요구된다.

3-6 IoT/CPS 테스트베드 기술

미국 대통령 자문 기구인 PIF(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 
2기 미국 내의 각 사업 및 산영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
구축되고 있는 CPS 시스템들이 상호연결되어 운용가능한
테스트베드 혹은 CPSNet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적․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martAmerica Challenge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 교통, 전력, 헬스케어, 홈/빌딩, 국방, 재해대응분
야의 Smart Manufacturing, Healthcare, Smart Energy, Intelli- 
gent Transportation, Disaster Response 등의 CPS 연구개발 결
과를 CPS 테스트베드를 통해 통합하여 미국민의 일상생활
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이득을 측정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
는 수준에서 검증하고 제시한다[8],[9].
더불어 유럽의 SmartSantander 프로젝트에서도 IoT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대학교과 연구기관들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IoT 응용 서비스를 검증하고, 테스
트하고 있다[10].
향후 IoT 생태계 상호 연동을 위한 실험적 국가 및 글로

벌 IoT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IoT 플랫폼을
연동하여 상호 호환성을 검증하고, 여러 IoT 디바이스 및 네
트워크를 상호 연결한 실험적 IoT 테스트베드가 개발될 것
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IoT 응용 서비스도 개
발될 것이다. 또한 실험적 IoT 인프라를 통해 많은 디바이
스, 플랫폼, 응용 서비스에 대해 기능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9] SmartSantander 프로젝트의 IoT 테스트베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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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세대 IoT 서비스 전망

향후 IoT 서비스는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단계
로발전할것으로예상되며, IoT는특정제품중심이아니라, 
지능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11].
첫 번째 단계인 사물과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IoT 기

기는 센서를 통해 사물의 상태 및 동작 여부, 주위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사물의 상태나 환경이 변화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때 모니터링 서비스는 기업
과 고객이 사물의 동작 상태와 이력을 추적하고, 사물의 활
용을 더 촉진할 수 있다.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는 사물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새롭게 사물을 설계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IoT 기기가 혈당 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환자가 임계 혈당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환자와

의사에게 경고할 수 있다.
IoT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IoT의 많은 사

물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 통신량의 부하도 증가하고, 플랫
폼에서 처리해야할 데이터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와 같은 대량의 이벤트 스트림 데이터를 선처리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이 요구된다. 더불어 처리된 데이터를 의미 있
는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시맨틱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추론 등의 IoT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사물과 환경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사물은 IoT 디바이스 자체나 IoT 플랫폼에 명령 또는 알
고리즘을 통해 적합하게 제어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사물
의 지정된 상태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압력이 너무 높을 경우 밸브를 차단하고, 침입자
가 감지될 경우 빨간색으로 깜박인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를 이용하여 공간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전구의 조명과 색

상이 조절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물과 환경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

한다. 최적화에서는 사물이나 환경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
대로 사물을 제어를 통해 성능을 높이거나,ㄴ 여러 요구 조
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사물
의 동작이나 운영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활

용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에서
주위 바람의 상태에 따라 최대의 풍력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블레이드의 회전을 제

어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물의 자율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화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요구를 바탕으로 사물이 주위

환경과 상황을 자가 진단하고,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한 서
비스를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 로봇이 자율적으로 실내 바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바닥 상태

를 판단하고, 청소 로봇이 최적의 실내 청소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여 실내 바닥을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oT 사물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이나 산업 현장에 활용
하기 위해 주위 상황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를 이용한 지능
적인 IoT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IoT 서비스를
위해 최적 결정과 제어 기술, 원격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 원격 및 자가 진단, 자율 분석 및 보고, 자체 보안
관리 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Ⅴ. 결론 및 향후 전망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기관에서 IoT 서비스를 지원
하는 oneM2M과 OCF 표준 기술을 이용한 디바이스, 네트워
크, 플랫폼,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
으로 IoT 기반의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 게이트웨이
(또는 허브), 플랫폼을 지능화할 것이며, 이질적인 IoT 디바
이스와 플랫폼의 통합과 연동을 통한 대규모의 IoT 인프라
가 구축될 것이다. 
더불어 차세대 IoT 관심은 센서 중심의 환경 모니터링에

서 구동체 중심의 사물 제어, 사물들 간의 협업, 미래인터넷
/클라우드/빅데이터/5G와의 IoT 연계 기술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유럽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협력 형태의 IoT 연동이
확장될 것이며, 이와 같은 글로벌 IoT 인프라에서 검증된 플
랫폼과 디바이스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도 개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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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연구원

2008년 3월∼2008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WBAN 프로젝트 그룹 의장

2012년 10월∼현재: 대한전자공학회 M2M/IoT 연
구회 회장

2004년 9월∼현재: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주 관심분야] IoT/M2M, 임베디드시스템, 서비스 컴퓨팅, 모바일컴퓨팅

박  현  제

1984년 1월∼1990년 6월: 한국 연구인터넷 망

(SDN, HANA) 관리자
1991년 1월∼1997년 10월: (주)솔빛미디어 연구
소장, 대표이사

1997년 11월∼2001년 1월: (주)두루넷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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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IoT 핵심 요소로 다양한
IoT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며,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미래 새
로운 지능형 IoT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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