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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기고문

핸디소프트 IoT 플랫폼 및 서비스
이 준 욱

핸디소프트 플랫폼 연구소

[그림 1] HANDYPIA IoT 플랫폼 아키텍쳐

Ⅰ. 회사소개

(주)핸디소프트는 협업 솔루션, 프로세스 혁신 솔루션 및
모바일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솔루
션, 클라우드 및 SaaS 솔루션, 그리고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국가 선도 기술로 개발된 사
물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아 HANDYPIA IoT 플랫폼
으로 상용화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핸디소프트의 사물인터넷 핵심기술인 표준기반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 및 제
공되고 있는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1 HANDYPIA IoT Platform 기술

HANDYPIA IoT 플랫폼은 [그림 1]과 같이 5개의 주요 컴
포넌트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대
용량 IoT 데이터 관리를 위한 범용 저장소, 개방형 API를 통
한 다양한 범용 IoT 서비스 기능 지원, 클라우드 기반 SaaS
형 IoT 서비스 지원, 그리고 다양한 범용 개발 환경 지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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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플랫폼은 WSN 구조의 IoT 센서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인
터페이스 표준인 ISO/IEC 30128 표준(TCP/IP)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IoT 표준인 oneM2M의 응용과의 표준 인터페
이스(mca)를 HTTP/MQTT/CoAP를 기반으로 지원.

1-1-2 대용량 IoT 관리를 위한 범용 저장소

대규모 IoT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다양한 분석 기능 지
원을 위해 표준 RDB 외에 HBase/MongoDB 등의 NoSQL 동
시 지원.

1-1-3 개방형 API를 통한 범용 IoT 서비스 기능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모니터링, 알림, 위치, 분석 및 인증
/보안 등의 다양한 IoT 서비스 공통기능을 개방형 API를 통
해 지원.

1-1-4 클라우드 기반 SaaS형 IoT 서비스 지원

IoT 서비스제공자에게멀티테넌트형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해, IoT 플랫폼 기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

1-1-5 범용 IoT 개발 환경 지원

모바일 기기, 게이트웨이 및 IoT 단말을 위해 IoT 플랫폼
연동, 장치관리 및 센서연동을 위한 범용 라이브러리 제공.

1-2 스마트 가전: 귀뚜라미 IoT 보일러 서비스

스마트 가전 서비스로써, 국내 대표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와 협력하여, [그림 2]와 같이 HANDYPIA 플랫
폼 1.0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아이폰을 통해 보일러 서비
스를 제공한다. ISO/IEC-30128표준을 기반으로 댁내 보일러
컨트롤러와 연동하며, 원격시동/멈춤, 원격 난방/온수 제어, 
원격 모니터링, 예약관리 및 고장 진단/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14~2016년 미국 라스베거스
CES Show에 출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국내 이
통사 플랫폼과도 연동되었다.

1-3 스마트 웨어러블: 좋은 사람들 바디기어 서비스

[그림 2] 귀뚜라미 IoT 보일러 서비스 구조

[그림 3]과같이핸디소프트의상용화 IoT 플랫폼인 HAN- 
DYPIA IoT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제품은국내이너웨어전문업체인 "좋은사
람들"과 공동사업으로 스마트 스포츠웨어 기어비트 S(Gear- 
bitⓢ) 제품을 제작하여 상용화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전문
의료기관인 "서울ND의원"과 공동 개발한 생체데이터 분석
및 컨디션 지수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체온/심박수/운동량을
센싱하고,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석정보
와 함께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유아용, 실버노인용, 여성전용제품등을 준비하여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1-4 스포츠: 알톤 IoT 자전거

알톤 스포츠가 자전거에 IoT 기능을 연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핸디소프트는자전거에부착형센서및모바일기
기를 통해 다양한 IoT 서비스 기능을 개발하였다. BLE 기능
을 통해 [그림 4]와 같이 근거리 분실방지 모드 실행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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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oT 자전거 서비스

[그림 3] 바디기어 S 웨어러블 서비스

난 알림을 제공하며, 내 자전거 위치 찾기 기능 및 자전거
AS 및 대리점 찾기와같은편리기능을제공한다. 또한내장
센서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및 편리성

을 제공하고 있다.

1-5 스마트 케어: 스마트베드 IoT 서비스

핸디소프트가 국내 매트리스 제조업체인 퍼니스템과 공

동으로 개발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케어서비스로써, 
oneM2M 표준 기반 HANDYPIA 플랫폼 2.0을 활용한 스마
트베드 IoT 서비스는 전동침대 및 수면센서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수면상태에 따른 전동 침대 스마트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면센서 및 실내 환경센서와 연계하여, 사용자
가 설정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전동침대를 제어할

수 있으며, 향후 가정내 실내 가전제품과 연계하여 제어함
으로써 최적의 개인 수면질 향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Ⅱ.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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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

이  준  욱

2003년∼2013년: ETRI 선임연구원
2013년∼현재: 핸디소프트 플랫폼연구소 수석연
구원

[그림 5] 스마트배드 IoT 서비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HANDYPIA IoT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의 국제 표준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SaaS 기술을 접목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IoT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지능화가
유연하다는데 있다. 특히 기존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대표적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 활용 경험 및 기술력을 증

대해 가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이러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
탕으로, 다양한 제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지식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IoT 서비스 기능을 플랫
폼에 내재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