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FAQ

질의 1. IoE와 IoT의 차이는?

○ IoT(Internet of Things)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 두 용어는 

개념이나 적용범위 등에 차이가 없음

    * 이외에도 RFID/USN, M2M(Machine to Machine), WoT(Web of Things)  등 다양한 

용어 사용 중

○ ITU에서 '12년에 IoT를 국제공식용어로 표준화(ITU-T Y.2060, '12.6월)

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이 IoT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표준 용어인 IoT를 사용하기로 함

질의 2. 사물인터넷 분야별 개방형 플랫폼이란 무슨 뜻인지?

○ 과거에도 다양한 시범․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플랫폼 간 호환성 부족으로 

확산이 잘 되지 않았음

○ 이에 정부는 농업, 건강관리 등 분야별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중소벤처, 대학 등에 개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누구나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할 예정임

⇨ 개방형 플랫폼 활용 시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손쉬운 창업이 가능하여, 유사한 서비스 간 호환성 제고,

데이터 연계활용 및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효과 기대

    * 개방형 플랫폼 이용 시 서비스 개발비용을 1/3 수준으로 절감가능(출처: NIPA)

⇨ 서비스 이용하는 기업 및 기관들은 저렴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환경변화 시 유연한 대응가능



질의 3. D.I.Y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 D.I.Y(Do It Yourself)란 누구나 손쉽게 아이디어를 제품 등으로 

구현해보는 것으로, 스스로 직접 사물인터넷 기술․제품․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말함

○ IoT혁신센터 등에 설치할 D.I.Y Lab은 일반인(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오픈소스HW, 3D프린트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통한 제품화 사업화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임

< D.I.Y Lab 모습(예시) >

질의 4.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얻는 효과는?

○ 글로벌 파트너십은 우리나라가 지닌 ICT 인프라와 제조역량, 인적

자원 등 강점을 극대화하고, SW․센서․부품 소재 등 취약한 

원천기술 및 협소한 내수시장, 글로벌 마케팅 역량 부족 등의 약점을 

보완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임

○ 글로벌 파트너십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 연구소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으로,

-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기업․국내 대기업․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봄



질의 5. IoT 분야의 정보보호 대책은?

○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

- 정부는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기능․성능을 검증하는 보안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에 보안 

내재화(內在化)를 위해 가전, 헬스케어 등의 IoT 보안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사물인터넷 제품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등의 보안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보안기술 문제해결 전문가인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코디

네이터*’ 인력을 양성할 예정임

   * 전통산업, IoT, 보안 등 융합되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골고루 갖춘 고급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