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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인 사물인터넷은 기업, 국가, 학계 등의 다양

한 참여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사물인

터넷 플랫폼 기술 동향을 국제 컨소시움, 국외 업체, 국내 업

체에 따라 분류하고 각 플랫폼의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제 표준화 단체의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을 소개한다. 

Ⅰ. 서 론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

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로 마크 와

이저가 1991년 언급한 유비쿼터스 개념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MIT의 캐빈 애시턴은

1999년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인간과 사물, 서

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

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

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공간 연결

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캐빈 애시턴의 정의처럼 사

물인터넷은 사물공간 연결망으로써 사물 및 센서에

대한 연결성 기술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IDC는 2020년 280억 개 이상의 사물들이 인터넷

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7조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시

스코의 경우 2022년까지 10년간 14조 4천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또한 가트

너는 2014년 이미 37억대의 장치가 사물인터넷으

로 연결되었으며 사물인터넷을 미래 10대 전략 기

술로 선정하고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모

든 기업이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

넷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기업, 국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이어져오고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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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은 2009년 7월 사물인터넷의 구체적 추진계

획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표준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등의 행동지침을 제시

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1,000억 파운드

규모의 기술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2]. 또한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 패러다임을 통해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조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시

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재생본부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하여 로봇 중심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로봇혁명추진회의를 설립하였으며, 사물인터

넷을 위한 ICT 시스템 구조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실용

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3]. 미국의 경우 2008년에

이미 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6대 파괴 혁신 기술”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고 기

존의 통신 인프라를 사물인터넷으로 확대하는 초연

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으며, 미국표준기술원은

대학과 연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 시티 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시장의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구글의 경우 2014년 1월 110여개 스마트홈 특

허를 보유한 네스트(Nest)를 인수하여 난방, 조명,

가전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통한 서비스를 구상

중이며 2015년 5월 구글 I/O 2015를 통해 사물인터

넷 플랫폼인 브릴로(Brillo)를 소개하였다. 세계적

인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은 2014년 12월 인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공개하였다. 이는 사물간 연

결, 보안, 빅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통합적으로 제

공하며 사용자 단말, 센서노드, 웨어러블 등의 다양

한 사물에 적용될 수 있는 Atom과 Quark CPU를

개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1월 사물인터

넷을 위한 통합 운영체제인 Windows 10을 발표하

였으며 이는 PC는 물론 모바일 단말, 게임기, 웨어

러블, 각종 센서노드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애저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또한 사

물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 및 업

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주도

하고 있다. 2014년 7월 삼성, 시스코, GE 소프트웨

어, 인텔, Mediatek 등의 업체가 결성한 OIC는 업

계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발

하고 관련 API를 공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픈소

스인 IoTivity로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퀄

컴, LG,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의 업체

와 리눅스재단을 중심으로 설립한 AllSeen

Alliance는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연결

을 지원하며 Alljoyn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결

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체 및

기구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표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W3C,

ITU-T, oneM2M, IETF 등 다양한 국제 표준 기구

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국제 컨

소시움, 국외 업체, 국내 업체에 따라 분류하고 각

플랫폼의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제 표준

화 단체의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을 소

개한다. 

Ⅱ. 본 론

1.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동향

1) 국제 컨소시움 중심 사물인터넷 플랫폼

컨소시움 중심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다국적의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 업계 표준을 지향하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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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리눅

스 재단 중심의 AllSeen Alliance와 삼성 및 인텔

중심의 OIC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기술

들을 이용한 업계 표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발

하고 있다.

(1) AllSeen Alliance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는 2013년 12

월 퀄컴(Qualcomm)과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이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설립한 범

산업 컨소시엄으로 시스코(Cisco),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LG전자, HTC, 파나소닉(Panasonic),

AT&T 등이 참여하고 있다[4]. 올신 얼라이언스의

올조인(AllJoyn)은 기기와 기기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임

베디드 RTOS 운영체제부터 상용 운영체제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한다.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들은 전송 계층, 기기 타입, 플랫폼, 운

영체계, 또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주변 기기, 시스

템, 서비스를 발견하고 연결해주며 바로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한다[5]. 메시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

여 같은 와이파이에 접속돼 있는 기기끼리는 네트

워크 신호가 약해도 서로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주

고받을 수 있다.

올조인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

이 올조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나 클라

우드 서비스, 개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

고 표준, 보안, 원격 접속 방법을 제공한다. 주요 기

능은 원격 접속 및 관리,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

상호운용성, 오픈 표준화 지원이 있다[6].

- 원격 접속 및 관리 : 올조인 디바이스들이나 어

플리케이션을 외부의 다른 사용자나 서비스 제

공자가 접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

연결하기 위한 표준 및 보안 방법을 제공한다.

-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 : 디바이스와 어플리

케이션이 사용자가 승인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

스로 접근하도록 하며 종단 간 암호화를 통해

<그림 1> AllJoyn Gatewa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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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을 유지한다.

- 상호운용성 : 클라우드 서비스, PAN, 무선 기

술, 그 밖의 네트워크들을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올조인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API가 포함

된 플러그인 프로토콜 커넥터를 지원하여 외부

네트워크나 원거리에 있는 서비스들을 허용하

는 표준 API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장시킨다.

- 오픈 표준화 지원 : REST, XMPP, MQTT,

TR-069를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토콜을 포함

함으로써 연결성, 상호작용, 통합을 지원한다.

올신 얼라이언스는 2015년 6월 통신사, 네트워크

운영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물인터넷 플랫

폼과 솔루션, 제품 생산 업체, 스마트홈 자동화 업

체 등 사물인터넷의 핵심적인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20곳의 신규회원사를 발표하고 올조

인 15.04를 공개했다.

LG전자와 파나소닉이 일부 TV와 무선스피커시

스템에 올조인을 적용했으며 스마트 조명회사 라이

에프엑스(LIFX)의 라이트 벌브와 스마트 공기모니

터기 제조업체 버디(Birdi)와 같이 자동차, TV, 음향

시스템, 스마트빌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20여

개 제품에 올조인이 적용되어 출시될 예정이다[5].

(2)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C는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수많은 사물간의 연

결성과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삼

성전자가 인텔(Intel), 브로드컴(Broadcom), 델

(Dell), 아트멜(Artmel) 등과 함께 결성한 사물인터

넷 표준 개발 컨소시엄이다. OIC는 RESTful 구조

를 기반으로 한 ROA(Resource Oriented Archi-

tecture)로써 Web을 사물인터넷에 확장하여 적용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운영체제나

서비스 공급자가 달라도 기기 간 정보 관리 및 무선

공유가 가능하도록 업계 표준 기술에 기반을 둔 공

통 운영체제를 규정하고 관련 API를 공개해 안드로

이드, iOS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 사업자나 개

발자가 쉽게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림 2> IoTivity Framework APIs Common Obj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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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오픈소스 프로젝트

IoTivity를 통해 OIC 표준의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는 IoTivity에서 제공하는 공통 객체모델

을 보여준다[7].

IoTivity 0.9.0 버전의 특징으로는 로컬 네트워크

안의 디바이스들을 감지하거나 연결하는 Dis-

covery & Connectivity 기능과 플랫폼 초기화, 리

소스 감지, 등록을 수행하는 Resource Management

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리소스로부터 입

력 값을 받아 프로세싱, 변환, 수집하여 하나의 가

상 리소스로 표현하는 Virtual (Soft) Sensor

Manager와 OIC 프레임워크 내에 존재하는 Non-

OIC 프로토콜들을 표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지원

해주는 Protocol Plug-in Manager, 네트워크 내

의 적절한 리소스를 찾아 그룹을 만들어주는

Things Manager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Resource

Offloading(Notification Manager), Smart Home

Protocol Control Manager, Android/Tizen/

Yocto Support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OIC는 여러 기업들이 플랫폼의 일부분을 맡

아 진행하고 있다. 인텔은 장치 간에 정보를 교환하

여 연결을 설정하는 CCF(Common Connectivity

Framework)를 담당하며 삼성은 디바이스들을 그

룹화하거나 동시 제어하는 TGM(Things Graph

Manager),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알람 서비스,

센서 추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SSM(Soft Sensor

Manager), 고사양 성능의 스마트폰을 Notification

Broker로 활용하는 NM(Notification Manager) 부

분을 맡고 있다. 현재 OIC는 전체적으로 서로간의

제품을 무선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

신 방법을 개발하고 가정과 사무실에서 쓰는 전자

기기 통신용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진

행하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서버강화, 소형 장치

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8]. 

2) 국외 업체 중심 사물인터넷 플랫폼 현황

산업체 중심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각 업체의

독자적 기술을 중심으로 주변 사물과의 연동을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자의 기업 문화에 맞는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전략

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1) 구글

구글은 2014년 1월 110여개 스마트 홈 특허를 보

유한 홈 자동화 업체인 네스트(Nest)를 인수하여 연

결된 센서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

용자의 취향을 학습하여 지능적으로 집안 환경을

조정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2014년 4월에는

집안에 설치한 무선 카메라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으로 연동하는 기술을 개발한 드롭캠 (Dropcam)을

인수했으며 2014년 6월 자사 하드웨어와 다른 기기

들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Works with Nest 인증 프

로그램을 출시하였다. 구글은 2011년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기기를 이용하여 전구, 식기세척기와 같은

전체의 모든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Android@home

플랫폼 발표 이후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2015년에는 구글I/O 2015를 통해 새로운 사물인터

넷 플랫폼인 브릴로 (Brillo)를 소개하였다. 브릴로

는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특

성에 맞게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긴 OS로써 기존 안

드로이드보다 낮은 사양에서 동작한다. 특히 디스

플레이가 없거나 32MB 또는 64MB 메모리를 장착

한 저성능 기기들을 위한 사물인터넷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개발자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코드를

이용해 스마트 홈 기기들을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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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브릴로와 함께 다양한 기기의 소통을 위한

개방형 표준 통신 규약 위브(Weave)를 공개했다. 위

브는 <그림 4>와 같이 클라우드, 브릴로 장치, 안드

로이드 폰 간에 연결성 및 상호 작용을 제공하며

Common Language로 기기별 스키마를 정의하고

사용되기 때문에 공통 스키마를 이해하면 기기 제어

를 할 수 있다. 또한 Google Cloud와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Google Analytics를 사용해서 크

롬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한다. 이처럼 구글은 기기

용 소프트웨어와 통신모듈 그리고 클라우드 등을 종

합적으로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을 실현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 카, 스마트 TV

와의 확장을 통해 네스트 기반 스마트 홈에서 일반

사물인터넷 기기로의 영역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사물인터넷 플랫폼 '브릴로'의 구조

<그림 4> 개방형 표준 통신 규약 위브(weave)

HAL

Connectivity
Wifi, BLE, etc

Device Administration
Analytics, updates, crash reporting, etc

Kernel

Cloud

W
eave

W
ea

ve

Weave

Phone
Brillo

Device

Lock

“deadbolt” : {
“lockStatus”: “locked”,
“batteryPct” : 82

}

Camera

“name”: “camera.takePicture”,
“parameters”: {

“exposureMode” : “manual”,
“iso”: 200,
“shutterSpeed” : 1000,

“aperture” : 2.8

}

Soil Moisture Sensor

“moisturecontent”: {
“percentage”: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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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텔(Intel)

인텔은 2014년 12월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공개했다.

인텔의 통합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그림 5>와 같이

사물간 연결, 보안, 빅 데이터 처리/분석 등의 기능

을 제공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소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아래

와 같다. 

- Wind River Edge Management System : 사

물인터넷 장치에 대한 설정, 파일 전송, 데이터

분석 등의 작업 처리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 미

들웨어

- Intel IoT Gateway : 레거시 기기나 장비 환경

에서 사물인터넷을 신속히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 게이트웨이 장비로 2015년 13개 이상의

게이트웨이 장비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 IoT Developer Kits :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수

집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하고

자 할 때 사용되며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갈

릴레오 보드, 에디슨 모듈에 제공된다.

- Enhanced Security for Intel IoT Gateways :

인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위해 특별히 개

발된 보안 솔루션이다.

- Enhanced Privacy Identity : 인텔 시큐리티

사업부에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 인증

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ISO와 트러스티디컴

퓨팅그룹(TCG) 표준을 준수한다.

<그림 5> 인텔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요

사물과 장치의 연결
머신에서 처리하는
센서 데이터 캡처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변환
데이터 처리 및 저장
클라우드 분석 수행
장치 및 정책 관리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필터링
날카로운 분석 수행
데이터를 통한 장치 알림 및 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보완
장치 관리 보안
정책 관리 보안
확장형 컴퓨팅 보호

하드웨어 검증
소프트웨어 검증

인텔ⓇIoT 플랫폼은 종단 간(End-to-End) 레퍼런스 모델이자 타사 솔
루션과도 연동되는 인텔 제품군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장치를 연
결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클라우드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
을 통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및 인사이트의 
상품화
실용적인 정보 제공
작업 자동화
서비스 창출

클라우드 관리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분석 및 API
게이트웨이

첨단 인텔리전스
종단 간(END-TO-END)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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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API and Traffic Management :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연계를 위한 API 생성을 지원한다.

인텔은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아톰(Atom)

CPU와 쿼크(Quark)를 개발하였다. 아톰 프로세서

는 스마트 기기를 위한 통신 모듈, 어플리케이션 프

로세서,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그래픽, 오디오, 전

력 관리 등을 통합한 칩셋이다. 쿼크는 아톰에 비해

1/5 정도의 크기에 1/10의 전력 사용하는 프로세서

이다. 인텔은 아톰과 쿼크를 통해 웨어러블부터 스

마트 기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장치를 지원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2014년 9월 인텔은 사물인터넷

에 초점을 둔 매우 작은 x86 시스템인 하드웨어 플

랫폼 에디슨을 공개했다. 인텔 에디슨은 실버몬트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의 듀얼코어 인텔 아톰과

센서 및 입출력을 제어하는 32비트 쿼크 프로세서

를 사용한다. 이는 내장그래픽, 1GB RAM, WiFi,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리눅스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우표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이다.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인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

이로 스마트 홈 솔루션을 제공하는 요가시스템즈

(Yoga Systems)를 공개하였다. 이는 <그림 6>과

같이 인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토대로 만든

HCU(Home Central Unit)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여 인

터넷, 유선 전화, 유선 방송 수신 장치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하였다. 인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

이에는 인텔 VT(Virtualization Technology)가 탑

재되어 각각의 서비스를 단일 하드웨어 상에서 개

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림 6> 요가 스마트 홈의 아키텍쳐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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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인텔은 대만의 기업들과 함께 5개의

사물인터넷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스마트 제조공정,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의 사물인터넷

도입 확산을 위한 새로운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및

구축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3) 마이크로소프트

<그림 7>은 MS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성을 보

여준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 사용자가 직접 접근하는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디바이스는 Sensor Hub와

Gateway로 구성되며 Sensor Hub는 아두이노, 넷

두이노, 갈릴레오, 라즈베리파이 등을 활용한다.

Gateway는 센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

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Insight, 데이터를 제공

하는 백엔드 서비스로 구성된다. 클라우드 플랫폼

인 애저는 전 세계의 Microsoft 데이터 센서에서 응

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배포, 관리할 수 있으며 기

업은 애저를 통해서 PaaS(Plalform as a Service),

IaaS(Infra as a Service)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의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애저 머신 런닝

을 통해 누구나 효율적인 비용으로 머신러닝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통합 개발환경 제공을 통해 앱과 웹, iOS, 안드로이

드, 맥, 윈도우, 리눅스,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까

지 모든 환경의 개발을 지원한다[10].

MS는 통합된 개발환경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

터 수집 및 처리환경을 통해 전반적인 수준의 사물

들을 모두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시장을 점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 윈도우 사용자들에게

windows10을 무료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으로 규모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림 7> MS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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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

2014년 6월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처음

소개한 애플 홈킷(Homekit)은 <그림 8>과 같이 아

이폰을 중심으로 집에 있는 각종 가전기기를 연결

하는 스마트 홈 플랫폼이다. 홈킷은 가전제품과 단

말기를 연동시키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에어컨, 조명, TV 등을 끄고 켤 수

있다.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와 연계

를 통해 각 기기마다 음성으로 ID를 부여할 수 있어

거실 전등, 공부방 스탠드처럼 각 기기에 이름을 지

어줄 수 있고 “이제 잘거야”라고 말하면 조명을 끄

고 현관과 주차장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의 제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 및 센서가

다수 출시되었지만 각 제조사마다 개별적인 방법으로

제어기능을 제공하여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홈킷은 공통적인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제조사에 관계없이 연동할 수 있

으며 애플이 공개한 레퍼런스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는 집, 방, 구역, 기기별 단위 등 다수의 그룹화가 가

능하며 단위별로 세세한 제어가 제공된다. 외출할 때

에는 집 단위 제어를 사용해 자동 응답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식사를 마친 후 주방과 식당 주위를 방 단위

로 설정해 불을 끄는 것과 같이 그룹화된 단위로 제어

할 수 있다[11]. 2015년 WWDC에서 소개된 홈킷의 새

로운 기능은 <그림 9>와 같이 크게 애플워치 연동, 원

격제어, 사용자 상태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애플워치

와 홈킷 플랫폼 연동하여 사용자의 사용성을 높였고

운동할 때나 외출 시에 스마트폰 없이 애플 워치만으

로 원격 제어와 사용자의 상태 전송이 가능하다.

애플은 현재 약 15개의 기기가 홈킷을 지원한다

고 발표했고 기존 장치를 앱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이디바이스(iDevices), 오디오와 관련해서

는 아이홈(iHome), LED 조명 크리(Cree), 온도조

절기 넷아모(Netamo), 체중계 및 헬스케어 관련 위

딩스(Withings) 등과 협약을 맺었다. 가정용 플랫

<그림 8> 애플 홈킷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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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으로 연동되는 기기가 많을수록 개인에 대한 정

보를 애플이 확보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12]. 애플 플랫폼은

높은 완성도와 두터운 사용자 층을 보유 중이므로

홈킷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ARM(Advanced RISC Machine)

ARM은 CPU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많은 임베

디드 장치의 칩을 생산하는 삼성, 애플 등의 업체에

CPU 코어 디자인과 아키텍쳐를 라이선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며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 태블

릿은 대부분 ARM 아키텍쳐 기반의 프로세서가 사

용되고 있다. ARM은 <그림 10>과 같이 사물인터넷

시장의 확대를 위해 자회사의 Micro-Controller용

프로세서 Core인 ARM Cortex-M을 위한 Mbed

IoT Device Platform을 출시하였다[13]. Mbed 플

랫폼은 ARM Cortex-M에 최적화된 mbed OS, 클

<그림 9> WWDC 2015에서 공개된 홈킷의 새로운 기능

<그림 10> ARM mbed IoT Devi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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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플랫폼인 mbed Device Server, 어플리케이

션 개발을 위한 mbed Tools들을 제공하며 대부분

의 모듈을 오픈 소스로  배포하여 보다 쉽게 사물인

터넷 디바이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mbed OS를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사물인터

넷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1>은 mbed Device Server 구조를 보여준

다. mbed Device Server는 사물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웹 서비스로

불러오고 CoAP/HTTP, MQTT, TLS/TCP,

DTLS/UDP, OMA LWM2M과 같은 오픈 소스 프

로토콜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과 디바이스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각 디바이스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security 관리와 분산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성

을 강화시켰다. 또한 표준 API를 제공하여 파트너

회사들이 용도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

도록 했다. 최근에는 저 전력 디바이스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인 6LowPan(IPv6 over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및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표준을 개발

한 Sensinode를 인수함으로써 지그비(Zigbee), IP

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술의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

하여 Mbed 플랫폼을 확산시키고 있다. 

3) 국내 업체 중심 사물인터넷 플랫폼 현황

국내에서는 삼성, 엘지 등의 글로벌 기업뿐 아니

라 통신 3사와 더불어 대표적 연구기관인 ETRI,

KETI가 개발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존재하며 적

극적인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그림 11> mbed Device Serv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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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T

SKT는 ETRI와 사물인터넷 분야의 플랫폼 사업

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사물인터

넷 신기술 사업화 공동 협력 제휴 등을 체결함으로

써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2008년 M2M(Machine

to Machine) 플랫폼을 상용화했으며 WCDMA 및

LTE 망이 사물인터넷 망으로 활용됨에 따라 2012

년 개방형 M2M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4

년에는 SingTel, Bharti Airtel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 주요 이동통신사와 함께 브릿지 M2M 얼

라이언스(Bridge M2M Alliance, BMA)를 출범하

였다. 또한 2013년 제주도의 감귤농장을 시작으로

스마트 팜 솔루션을 시연하여 원격으로 비닐하우스

를 제어하고 물주기, 온풍기 및 열풍기 가동, 농약

살포, 보안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그림 12>의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뫼비우스

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14].

이를 통하여 도어록(아이레보), 제습기(위닉스), 보

일러(경동나비엔), 가스밸브 차단기(타임밸브), 에

어컨(캐리어), 보일러(린나이, 대성셀틱, 알토엔대

우), 공기청정기(위니아, 위닉스, 동양매직), 레인지

후드(하츠), 정수기(교원웰스) 등의 다양한 기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6월 누구나 쉽게 사물인터넷 서비스

를 개발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ThingPlug를 공개하였

다. 이는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인 oneM2M Release 1

을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oneM2M

표준을 준수하는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며 전용 웹 포털

(https://sandbox.sktiot.com)을 통해 이용 가능하

다. 개발자는 ThingPlug 웹 포털에서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기반으로 마

더보드, 센서 등을 구입해 자신만의 사물인터넷 디

<그림 12> SKT 뫼비우스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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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그림 13>은 ThingPlug

플랫폼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MOCA(Monitor, Optimize, Control,

Automation)로 요약되는 가치를 제공한다[15]. 

•Monitor : 다양한 사물인터넷 단말 및 데이터

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Optimize : 사물인터넷 단말로부터 대용량의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최적화된 의사결정 지원

•Control : Big Data 분석 결과와 Rule 기반 사

물인터넷 단말의 제어와 관리

•Automation : Machine Learning 등의 기술

을 접목한 의사결정 과정 자동화

(2) KT 사물인터넷 플랫폼

KT는 기업용 시장을 겨냥하여 통신과 클라우드,

관제 역량을 한데 모은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3MP'(Monitoring, Measurement, Management

Platform)를 이용하여 가스정보 원격검침서비스와

태양광발전소 관제 서비스, 음식물 종량제 수거함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3> SKT ThingPlug 플랫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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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를 기반으로 가정용 사물인터넷 상품과 연

동하는 스마트 홈 시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출시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선보인 기가 LTE는 3밴드 LTE-A(3CA

LTE, 4배 빠른 LTE 기술)와 기가 와이파이(GiGA

WiFi)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기존의 LTE보다

15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고속 네

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존의 IPTV 서비스 올레tv가

홈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5년 2월

출시한 올레 기가 홈 피트니스는 KT 홈 사물인터넷

의 대표적 서비스로 초소형 웨어러블센서-스마트

폰-IPTV를 연동하였다. 이용자는 선호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TV화면에 표시되는 운동시간,

거리, 속도, 소모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에는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기기가 야외 운동에만

사용됐지만 올레 기가 홈 피트니스는 보다 정확한

실내 운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전용 센서는 올레샵

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올레마켓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

다. KT는 홈서비스 플랫폼으로 IPTV 서비스의 경

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6월 출시된

사물인터넷 음악서비스 지니는 퀄컴의 올플레이 기

술을 적용하여 동일한 Wifi에 있는 무선 스피커를

제어하여 집안 곳곳의 여러 음향기기를 이용한 다

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고품질 원음을 전송한다. 이

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뿐 아니라 국내 중소 협력업

체들의 사물인터넷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2015년 6월 30일 글로벌 파트너인 노키아

와 함께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구축 및 우수 협력

업체 해외시장 진출 공동지원을 위한 IoT Lab을 개

설하고 노키아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이

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해 현지에 가지

않고도 최적화 연동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

원을 제공하며 전자파 차폐실과 공동 회의실 등의

시설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17]. 또한 2012년 5

월 시스코와 합작법인 센티오스를 앞세워 인천유시

<그림 14> KT City Platform "3M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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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 LG U+ 사물인터넷 플랫폼

LG U+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중심

으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기획에서 상용화까지 쉽고 빠르

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과 플랫폼간의 유

기적인 연동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융합서비스와 개

방형 API로 쉽게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LG U+는

M2M/IoT에 대한 대응을 위해 All-IP 기반의 네트

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와 신규 서비스 영역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LG U+는 모든 홈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IoT@home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제조사, 개발사, 서비스 제공회사와 함께 사

물인터넷 플랫폼을 육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IoT@home은 무선통신 솔루션 지웨이브(Z-wave)

로 사물을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사물인터넷 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초

로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한 사물인터넷 전용 앱을

통해 명령어에 따라 조명과 가스,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다. LG U+는 2015년 7월부터 집 안의 조명을

<그림 15> LGU+ IoT@hom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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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IoT 스위치, 스마트

폰으로 쉽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IoT 플러그,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IoT

오픈센서 등 6개의 신규 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이다. 사물인터넷 오픈센서는 기존에 출시된 홈

CCTV 맘카2와 연동하여 외부 침입 감지 시 자동으

로 영상을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며 가스 제어서비스 가스락과 함께

보일러, 대기전력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등을 제어

함으로써 안전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홈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18].

또한 LG전자와 협업하여 LG전자의 제품(TV, 냉

장고, 세탁기 등)들을 LG U+의 통신 기술로 연결

하여 스마트폰으로 일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글 형태의 사물인터넷 허브를 선보였다. 허브 단말

기는 지웨이브로 집안의 모든 사물인터넷 기반의

가전, 주방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LG

U+는 안전성,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차별화된 사

물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유럽의 ETSI를 필두로 북미의 ATIS, 3GPP,

ISO/JTC1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사물인터넷 및 M2M

관련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본 고에서는

2012년 설립된 oneM2M을 비롯하여 ITU-T, IETF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1) ITU-T

ITU-T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있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2005년도에 ITU

Internet Report 2005 – The Internet of Things[19]

를 통해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1

년부터 JCA-IoT 및 IoT-GSI를 구성하여 사물인

터넷 관련 표준화 활동의 조율 및 표준화를 추진해 오

고 있다. 이를 통해 ITU-T는 2012년국제표준화 기구

최초의 사물인터넷 관련 국제표준인 Y.2060[20]을 제

정한 바 있다.

<그림 16>은 사물인터넷의 기술적인 개요를 나타

낸다. 물리적 사물은 하나 이상의 연관된 가상의 사

<그림 16> ITU-T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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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연관 관계를 통해 정보 세상에서 표현될 수 있

으며 물리적인 사물과 연관 관계를 갖지 않는 가상

의 사물도 존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디바이스

는 통신 기능을 갖는 기기로 센싱 및 구동, 정보 획

득, 정보 저장 및 처리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디

바이스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통신망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통신

망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17>은 사물인터넷 참조 모델을 나타낸다.

사물 인터넷 참조 모델은 응용, 서비스 지원 및 응용

지원,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4개의 계층과 각 계층

에 적용되는 관리 기능과 보안 기능으로 구성된다.

ITU-T 내의 사물인터넷 관련 그룹은 SG5,

SG11, SG13, SG16 등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된 전권회의(PP-14)에서의

사물인터넷 촉진 신규 결의 채택에 이어 사물인터

넷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반을 현행

ITU-T 표준화 회기(2013-2016) 중에 신설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2015년 6월 개최된 ITU-T TSAG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회의에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시티의 표

준 개발을 담당하는 새로운 그룹인 SG20 - IoT

and its applications including smart cities and

communities이 탄생하였다. SG20의 의장은 아랍에

미리트가 맡았으며 부의장에는 대한민국, 중국, 스페

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이 맡았다. 신속한 권고 제정 작업을 위해 그룹

내의 Working Party(WP)를 구성하고 기존 작업반의

결과들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21]. 또한

전체 부의장과 사물인터넷 기술표준화 총괄작업반 의

장이 한국에서 선출되어 사물인터넷 기술표준화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oneM2M

oneM2M은 2012년 1월 한국의 TTA와 북미의

<그림 17> ITU-T 사물인터넷 참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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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S, TIA, 유럽ETSI, 일본ARIB, TTC, 중국

CCSA 등 7개 표준 개발 기관 주도로 표준 협의체

를 설립하였고 그해 7월 표준화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M2M 서비스 계층의 공통 아키텍처 및 인

터페이스 프로토콜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서

비스 플랫폼 간 상호 연동 및 운용이 가능한 M2M/

IoT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

로 M2M/IoT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oneM2M은 신속한 표준 재정을 위해 7개 표준기구

중 ETSI M2M 표준 문서에서 제시했던 아키텍처

구조와 데이터 모델의 개념이 대부분 반영되는 양

상으로 표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7월

말 유럽 ETSI 본부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기술위

원회 회의까지의 승인된 기고서 및 표준 개발 결과

물을 바탕으로 각 산업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기

버전 표준문서들을 패키지화하여 2014년 8월 1일

배포하였으며 초기 버전 문서는 “Aubergine”이라

는 코드 명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림 18>은 WG2에서 개발한 TS-0001

oneM2M Architecture 문서에 정의된 참조점 기능

구조이다. 이는 엔드 투 엔드 M2M 솔루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응용

엔터티(AE), oneM2M에 의해 정의된 M2M 환경들

에 공통적인 서비스 기능의 집합인 공통 서비스 엔

터티(CSE), 디바이스 관리, 위치 서비스, 디바이스

트리거링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엔터티

(NSE)로 구성되며 각각의 엔터티간의 통신 흐름을

Mca, Mcc, Mcn 등으로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oneM2M 플랫폼은 시맨틱 표현을 통해 장치를

의미론적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장치의 유형,

제조사, 에너지 소비량, 관리 정보와 같은 다른 부

분들도 이와 같은 시맨틱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

하여 장치의 발견(discovery), 매쉬업, 빅데이터 분

석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19>는 시맨틱을 위한 기능모델이다. 이 기

능모델은 크게 서비스 접근(Service Access), 추상화

및 시맨틱 (Abstraction & Semantics), 데이터 접근

<그림 18> oneM2M 기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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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ccess)의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비스 접근 계층은 다양한 M2M 응용과의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고 추상화 및 시맨틱 계층은 M2M 데이

터와 리소스의 시맨틱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

으로 데이터 접근 계층을 통해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

이가 M2M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22].

oneM2M은 초기 버전에 포함된 표준 기술 내용

의 적합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 9일에

프랑스 ETSI 본부에서 oneM2M Launch Event 행

사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산업체의 피드백을 거쳐

표준 기술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표준 개

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1~2년 후에

는 관련 표준을 적용한 제품 및 솔루션들이 본격적

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IETF

사물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IETF에서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만들어지면서 사물인

터넷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ETF에서는 TCP/IP 프로토콜 스택과 기술 범주

기준으로 Application Area, Genera Area,

Internet Area, Operation and Management Area,

Real-time Applications and Infrastructure Area,

Routing Area, Security Area, Transport Area 등

8개의 area가 있다. 보통 인터넷 기술은 특정 area

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기

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 여러 개의 area에 사물인터

<그림 19> oneM2M 시맨틱을 위한 기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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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관련 워킹그룹이 존재한다. 현재 IETF에서의 사

물인터넷 관련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다.

- 6LoWPAN(IPv6 over Low power WPAN)

WG: IETF Internet area(현재 활동 종료)

- 6lo(IPv6 over Networks of Resource

constrained Nodes) WG: IETF Internet Area

- 6tisch(IPv6 over the TSCH mode of IEEE

802.15.4e) WG: IETF Internet Area

- roll(Routing Over Low power and Lossy

networks) WG: IETF Routing area

-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s)

WG: IETF Application area

- lwig(Light-Weight Implementation

Guidance) WG: IETF Internet area

- dnssd(Extensions for Scalable DNS Service

Discovery) WG: IETF Internet area

- ace(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for

Constrained Environments) WG: IETF

Security area

- dice(DTLS In Constrained Environments)

WG: IETF Security area

6LoWPAN 워킹그룹은 IEEE 802.15.4 무선 기

술 위에서 IPv6를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으나 WPAN 기술인 IEEE 802.15.4 무선 기술이

시장에서 IEEE 802.11 WPAN 기술과 IEEE

802.15.1 블루투스 기술보다 영향력이 약해짐에 따

라 6LoWPAN WG에서 만든 표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3년 87차 IETF에서 처음으

로 6lo BoF가 열렸고 88차 IETF 회의에서 정식 워

킹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23]. 6lo 워킹그룹

은 Bluetooth(IEEE 802.15.4), Z-wave(ITU-T

G.9959), 3GPP DECT-ULE, BACnet, NFC과 같

은 다양한 무선 기술 위에서 IPv6 전송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사물들의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core 워킹그룹에서는 메모리, 에너지, 성능 등에

<그림 20> CoAP 프로토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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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웹 기

반 응용 프로토콜로 CoAP(Constrained Appli-

cation Protocol)[24]을 개발해 왔다. CoAP은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UDP 사용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

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벤트 메시지를 전달하며

송수신을 위해 비동기적 전송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림 20>에 표현된 것처럼 CoAP은 응용계층과 전

송계층 사이에 Request/Response 계층, Message

계층을 구분해서 구현하고 있으며 신뢰성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비 신뢰적 메시지 전송 방식을 모

두 가지고 있다. CoAP은 2013년 7월 최종 승인된

이후 현재 RFC 7252로 제정 완료되었다.

무수히 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ETF에서는 6LoWPAN,

6lo, 6tisch, core, roll, lwig, dice, ace 등 여러 워

킹그룹을 통하여 관련 표준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 관련 워킹그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표준의 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결 론

IDC나 가트너와 같은 세계적인 시장 분석 기관은

사물인터넷을 차세대 전략 기술로 소개하고 7조 달

러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2020년 280

억개 이상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국가, 중소 및 글

로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국제 컨소시

움, 국외 업체, 국내 업체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사물인터넷의 다양

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상호호환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단체인 oneM2M, ITU-T,

IETF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향후 표준개발이 완료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 컨소시움의 플랫폼이 개발됨에 따라서 사물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이며 효율적인 제품의

생산, 자원의 소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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