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증가 및 대기업 진출로
생태계 형성 본격화

▶ 주요 IT 업계가 사물인터넷(IoT)에 주목하면서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트렌드 대중화가 임박한 가운데,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 Crunch)가 사물인터넷 업체 현황 도표 개정판을 발표(’14.12.2)
▶ 테크크런치는 최근 사물인터넷 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스타트업 증가 ▲대기업 진출 확대 ▲인수합병 활성화 ▲신흥
시장의 성장 ▲상용 제품 및 서비스 가시화 등을 제시

기회의 땅 ‘사물인터넷(IoT)’,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 업체 증가세
▒ 글로벌 IT 업계의 관심이 사물인터넷(IoT)에 집중되고 있으며, 세상 만물을 통신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트렌드의 대중화가 임박
• 특히 사물인터넷은 모바일, 오픈소스 하드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IT 트렌드와 융합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 기업, 소비자, 언론 등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사물인터넷 기술 및 사업 모델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자기예언적’ 효과도 유발
•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컴퓨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웹1.0,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웹2.0에 이어
사실상 모든 사물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웹3.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웹1.0을 구글(Google) 및 아마존(Amazon)이, 웹2.0을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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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도했던 것처럼, 웹3.0 시대를 주도할 기업이 조만간 등장해 사물인터넷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
▒ 이와 관련해 IT 전문 미디어 테크크런치(Tech Crunch)는 과거 ’13년 5월 사물인터넷 시장
생태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업체 현황 도표의 개정판을 최근 발표(’14.12.2)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증가 및 대기업 진출로 생태계 형성 본격화

• 테크크런치는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크게 애플리케이션(수직적 구조), 플랫폼(수평적 구조), 구성
요소(Building Blocks)로 구분하고, 주요 사업자들을 세부 역할별로 분류해 정리
● 테크크런치(Tech Crunch)의 사물인터넷 생태계 분류
구분
애플리케이션

(수직적 구조)

플랫폼

(수평적 구조)

구성요소

(Building Blocks)

주요 내용
• 서비스 형태 기준으로 분류
• 개인 단말(Personal Device), 라이프스타일(Lifestyle),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산업(Industries),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등
• 서비스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반 설비, 단말, 통신 인프라 기준으로 분류
• 접속/개발 플랫폼(Connectivity/Development platforms), SW/데이터 플랫폼(SW/
Data Platforms), 오픈소스 플랫폼(Open Source platforms),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s), 개인 인터페이스(Personal Interface), 보안(Security), 기업체
(Corporates) 등
• 사물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각 요소 단위별 분류
• 최종 제품(Products),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프로세서/센서 (Processors/
Sensors), M2M 네트워크(M2M Networks), 부품/키트(Parts/Kits), 휴대 Wi-Fi
(Portable Wi-Fi), 서비스(Services), 이동통신(Telecom), 인큐베이션(Incubations),
M2M, 펀딩 (Funding), 배급(Distribution) 등
출처: GAO(2014.5)

출처 : Tech Crunch(’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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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크런치(Tech Crunch)의 사물인터넷 생태계 분류 도표

단신 브리핑

혁신 사물인터넷 응용법 속속 등장...스타트업 및 대기업 사업 추진 활발
▒ 테크크런치는 이번 사물인터넷 생태계 도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사물인터넷 업계의 주요
트렌드를 정리
• 사물인터넷이 선사하는 기회에 주목한 신생 벤처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벤처 캐피털의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투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 중
• 한편, 기존 대형 IT 벤더, 가전업체, 자동차업체 등 대기업들이 사물인터넷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도 하드웨어 분야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이는
분위기
• 대기업의 사물인터넷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의 커넥티드 홈 업체 네스트

(Nest) 인수,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헤드셋 개발업체 오큘러스(Oculus) 인수 등이 지목
• 유럽 등 통신 선진국에서 사물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도 사물인터넷 수용이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웨어러블 단말이나 커넥티드 홈 등 특히 주목받는 시장은 상용 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출시되는 등 벌써부터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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