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IT 업계의 사물인터넷 데이터 활용 동향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 가능성 판단 시기상조...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이 관건

▶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업계 일각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 커넥티드 단말 증가와 그에 따른 데이터 생성 규모의 증가만으로는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 일각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사물인터넷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측
▶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에 있어 구체적인 표준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Ⅰ. 사물인터넷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걸맞은 데이터 활용 방안 고민이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커넥티드 단말의 증가로 사물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글로벌 IT산업협회 컴티아1) 에 따르면, 전 세계 커넥티드 단말의 수는 ‘14년부터 향후 6년 동안
연평균 23.1% 씩 증가함에 따라 ’20년에는 50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IT 벤더 시스코(Cisco)는 ’18년까지 약 210억 개의 커넥티드 단말이 1.6제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예견
•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는 커넥티드 단말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 사물인터넷 솔루션 시장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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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000억 달러(2,097조 원)에서 ’20년 7조 1,000억 달러(7,837조 원) 수준까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측

1) Computing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Comp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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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커넥티드 단말 수 증가 추이 및 전망

출처 : CompTIA(2014.10.22)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기대와 평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
• 데이터 생성 규모에 기반을 둔 사물인터넷 관련 전망은 아직 이른 기대감에 불과하며,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
• 아마존(Amazon) 데이터과학 부문의 맷 우드(Matt Wood) 부장에 따르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상에 축적된 데이터들이 실제 사물인터넷
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
• 우드 부장은 과거 수 년 동안에 걸쳐 빅데이터 기술이 크게 발전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대량의
데이터 생성 규모에 주목해 사물인터넷 발전 상황을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적
• 사물인터넷의 최대 난제는 이미 수 많은 클라우드 상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특정 서비스의
요구에 맞춰 활용하기 위한 툴과 구체적인 구상을 개발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
• 빅데이터 전문 업체 스플렁크(Splunk)의 갓프레이 설리반(Godfray Sullivan) CEO 역시 데이터
폭증이 현실화된 아직까지도 사물인터넷의 기세는 체감할 수 없다는 입장
• 설리반 CEO는 비록 스플렁크가 전 세계 약 8,000여 개 고객들과 수 많은 산업 기기들이 전송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 반복적인 서비스 설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업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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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물인터넷 시장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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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활용’에 집중한 사물인터넷 사례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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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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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음료제조사인 코카콜라(Coca-Cola)가 미국에서 보급하고 있는 ‘프리스타일 음료
자판기(Freestyle Soda Machine)’는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기술 접목 사례
• 이 자판기는 무려 147가지 맛의 음료를 소비자의 취향대로 혼합해 마실 수 있는 스마트 자판기로,
앱을 통해 미리 원하는 맛을 선택하고 QR 코드 인식을 통해 자판기에서 자동으로 해당 정보에 따라
음료를 제조해 제공
• 자판기마다 무선인터넷 칩이 탑재되어 있어 음료 소비량, 시간대 별 판매량 통계, 인기 음료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하는 것이 특징
• 코카콜라 측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지역의 인기 음료나 첨가물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적 취향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반영
• 또한 각 자판기 내 첨가물 카트리지마다 RFID 태그를 탑재해 음료와 첨가물의 재고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물류 관리가 가능
● 코카콜라 프리스타일 음료 자판기 앱(좌)과 실제 앱 이용 모습(우)

출처 : coca-colafreestyle.com

▒ 미국의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디컨스트럭션(Deconstruction)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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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 지원 솔루션을 개발해 주목
• 디컨스트럭션은 공사 현장의 온도, 습도, 소음, 진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엠빌더(mBulider) 센서를 개발
• 디컨스트럭션은 엠빌더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해 주변 지역의 체감 소음 및 진동 정도를
예측하는 분석 엔진을 활용해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되면 이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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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공사 지역에 해당되는 규제 상황과 현장의 상황을 비교해 벌금이나 항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여부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자의 의사 결정과 불필요한 비용
낭비의 사전 예방을 지원
● 디컨스트럭션의 엠빌더 센서와 분석 결과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화면

출처 : Deconstruction

Ⅲ. 사물인터넷의 성장 가능성 판단은 시기상조

▒ 현재 업계 전반에 걸쳐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 컴티아가 지난 ’14년 7월 포춘 500대 기업 중 IT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8%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기대감이 과장되었다고 응답
• 그러나 사물인터넷이 제시하는 기회들이 이 같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자는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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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는 사물인터넷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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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통합적인 프로토콜이 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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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티아 기술분석부의 세스 로빈슨(Seth Robinson) 수석은 현재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상황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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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전문지 인포메이션위크(Information Week)는 사물인터넷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이유로 구체적인 표준이나 시장 형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목
• 특히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무선 데이터 공유 센서, 단말, 소프트웨어 등의 원만한 연동을 통해 통신
및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져야만 이상적인 서비스 환경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표준 확립이
반드시 필수
▒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올신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 오픈인터커넥트
컨소시엄(Open Interconnect Consortium), 쓰레드 그룹(Thread Group), 산업계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등 다수의 협력체가 조직되어 사물인터넷 표준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 중
• 올신얼라이언스는 오픈소스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 플랫폼 ‘올조인(AllJoyn)’을 개발하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결성된 최초의 사물인터넷 표준 연합체로, 리눅스재단(Linux Foundation)을
중심으로 시스코(Cisc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퀄컴(Qualcomm), HTC, LG전자 등
다양한 진영의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
• 오픈인터커넥티드 컨소시엄은 인텔(Intel)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델(Dell), 아트멜(Atmel),
브로드컴(Broadcom), 윈드리버(WindRiver) 등 6개 사업자로 구성된 표준화 조직으로, 사물 간
상호 운용성에 필요한 요구사항 수립 및 오픈소스 기반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을 진행
• 쓰레드 그룹은 와이파이, NFC, 블루투스 등 기존의 무선 통신 기술 대비 향상된 성능을 보유한
네트워킹 프로토콜 ‘쓰레드’의 개발을 목표로 구글(Google) 산하 스마트홈 전문 기업인 네스트랩스

(Nest Labs), ARM, 예일세큐리티(Yale Security) 등 총 7개 사업자로 구성
• 산업계인터넷 컨소시엄은 산업용 사물인터넷 표준 제정을 위해 출범한 비영리 연합체로 AT&T,
씨스코, GE(General Electric), IBM, 인텔 등 5개 메이저 통신사 및 IT 솔루션 벤더들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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