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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o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거쳐,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 

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초연결혁명 진행 중

-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13년 26억개)은 1% 미만이나 향후 연결 

확대('20년 260억개)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기회 창출(Gartner, 2013)

※ 세계시장 전망 : '13년 2천억불 → '20년 1조불* (Machina Research, Stracorp 2013)

국내시장 전망 : '13년 2.3조원 → '20년 17.1조원 (Stracorp 2014)

* 세계시장 구성예측 : 디바이스․부품(38%), SI/플랫폼(30%), 서비스(29%), 네트워크(3%)

o 사물인터넷을 공공(대민서비스 혁신), 산업(생산성․효율성 및 부가가치 향상),

개인(안전, 편리 등 삶의 질 제고) 등 국가사회 현안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 SWㆍ센서․부품․디바이스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IoT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 육성 및 

기획단계부터 IoT 제품․서비스의 보안 내재화

※ 향후 3년간 사물인터넷 솔루션의 50%가 벤처기업에서 창출될 전망(Gartner, 2013)

o 사물인터넷 경쟁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나, 우수한 ICT

인프라 및 제조역량 등을 갖추고 있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잠재력* 충분

* '국가별 사물인터넷 준비지수'에서 미국에 이어 2위 (IDC, 2013)

<참고> 해외 주요국가 정책 추진현황

미국

o 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기술로드맵 수립(’08년)

o Reshoring Initiative(제조업본국회귀)로사물인터넷을활용한제조업혁신추진중(’10년)

유럽

o EU는 사물인터넷 액션플랜 수립(’09년)

o 영국는 사물인터넷 연구개발에 4,500만 파운드 투입 발표(’14.3.9)

o 독일은 Industry 4.0를 통해 사물인터넷을활용한제조업생산성 30% 향상 추진

중국

o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 ‘사물망 12-5 발전규획’을 발표(’11년)

o 감지(感知)중국의 전략으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을 타겟으로 한 사물

인터넷 시범단지(우한시 등 193개) 등 추진

일본
o u-Japan 전략(’04년), i-Japan 2015 전략(‘09년), Active Japan ICT전략(‘12년)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산업정책 추진 중



Ⅱ. 시장동향 및 생태계 분석

o (기업동향)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IoT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및 표준선점 경쟁 중

- 아직 지배적 사업자가 없어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을 모색 중

o (생태계)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사물에 접속․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로 변화

- 공공, 산업 및 주변의 생활제품 등 다양한 소규모 적용분야가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주도 가능한 시장

구 분 생태계 현황

서비스(S)

•(공공) 다양한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나, 개발․운영비용부담등으로확산저조

•(산업)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 중소기업은 비용문제로 도입 저조

•(개인) 웨어러블, 가전, 자동차 등은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중

중소기업은 다양한 생활제품 응용분야에 진출 노력 중

플랫폼(P)

•국내 대기업은 플랫폼을 개발 중이나, 글로벌 시장 주도력 부족

•국내 중소기업은 플랫폼 부재로 시장진입 어렵고, 글로벌 기업에 종속우려

•oneM2M*(’12.7월)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중(’14.8월 완료예정)

네트워크(N)

•급증하는 트래픽을 SW로 유연하게 처리하는 기술개발 중

•원격지 사물 연결을 위한 저전력 장거리 비면허 대역 통신요구 증대

•5G, Giga인터넷, IPv6 등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구축 중

디바이스(D)
•스마트폰이후글로벌기업중심으로실감․지능․융합형디바이스개발경쟁중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센서 등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전망

보안(Se)

•IoT 서비스(홈․가전, 의료 등) 보안 침해사고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안

대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

•설계단계부터 보안,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필요

* oneM2M : 각 국 표준개발 기관인 유럽(ETSI), 북미(ATIS, TIA), 중국(CCSA), 일본(ARIB, TTC),

한국(TTA)는 oneM2M을 공식 출범(’12.7월)하였으며, Cisco, Huawei, 3M, Intel, IBM, Oracle 등

267개 업체 참여 중(국내는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LGU+ 등 13개 업체 참여)

Ⅲ.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 비전 :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

-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IoT 서비스를 개발․이용

□ 목표(2013년 → 2020년)

구 분 2013년 2020년

국내 시장규모* 확대 2.3조원 30조원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 70개 350개

중소․중견기업 고용인원 2,700명 30,000명

이용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30% 향상

* 시장규모 : 타 산업의 IoT적용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는 미포함

□ 추진전략1. 생태계(SPNDSe) 참여자 간 협업 강화

o 글로벌․대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IoT 제품과 서비스 

개발 협력

o IoT 서비스가 전 산업 및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지자체 

및 수요기업 등 범부처․민간 협력 추진

< 사물인터넷 생태계 연계전략 개념도 >



□ 추진전략2.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o (As-Is : 폐쇄형 생태계) 이용기관 기업별 개별적 폐쇄적으로 응용SW,

플랫폼, 서버 등을 각각 개발 구축 → 성과확산 저조

⇨ (To-Be : 개방형 생태계)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로 전환 →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 제공

구분 As-Is To-Be

추진

방식
Closed Innovation Open Innovation

개

념

도

추진

단계

▪정부 : 정부주도 시범서비스 선정
(요구사항, 기능, 방식등결정)
→ 예산확보 및 사업발주

⇩
▪민간 : 개별 사업 수주

(SI사업자-중소하청업체)
→ 정부 시범사업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구축

⇩
▪정부 : 각 기관별 개별적 구축․이용

▪정부 : 서비스 개발·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환경 제공

(글로벌․대기업, 통신사 등 협력)

⇩

▪민간 :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개발

및 제공(중소벤처의 서비스

개발 지원)

⇩

▪정부 : 민간 서비스 구매·이용

특징

▪개별 시스템 간 호환성 미흡 및
중복개발
▪개발 구축 및 운영비용 부담

▪환경변화 시 대응 곤란

▪호환성 제고 및 데이터 연계․활용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
부담 최소화

▪환경변화 시 유연성 확보

□ 추진전략3.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개발․확산

o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인적자원, ▲응용기술․제조역량, ▲

국민들의 ICT 활용 경험 및 역량 등의 강점 보유

o 그러나, ▲협소한 내수시장, ▲센서, 부품, SW 등 원천기술 취약, ▲

국제표준 주도 경험 부족, ▲글로벌 마케팅 역량 부족 등 약점 존재

⇨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우수한 제조업 기반 새로운 SW서비스를 접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 및 SW서비스 신산업의 동반성장

□ 추진전략4.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

o 사물인터넷 시장은 ①가전, 자동차, 웨어러블 등 글로벌․대기업

주도시장, ②소규모 응용분야로 중소기업 주도시장, ③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구분 가능

< 사물인터넷 시장규모․특성 >

① 글로벌․대기업 :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Alliance 강화,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 유도

② 중소기업 :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공통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개발·보급, SW・센서・디바이스・수요기업 등 異種 기업 간 협업 지원

③ 스타트업 : 오픈소스 HW/SW,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 

개발) 등 아이디어의 제품․사업화 생태계 구축



Ⅳ. 주요 추진과제

1. 창의적 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

□ 유망 IoT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확산

① 범부처․민간 수요 기반의 사물인터넷 유망서비스* 발굴

* 건강관리, 스마트홈․시티, 교통․물류, 에너지, 생활안전 등

② 글로벌․대기업․통신사 등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표준화 협력

*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통

SW(미들웨어 등)와 개발도구의 집합

③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대학 등에 개방하여 서비스 개발지원

④ 각 부처․지자체․수요기업 등의 시범 서비스 및 창조경제 혁신

센터 등을 통해 플랫폼․서비스의 전 산업과 전국에 확산 추진

□ ICBM* 新융합서비스 발굴․확산

o 공공․민간의 정보와 사물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을 융합한 新서비스 

발굴 및 ICBM* 서비스 개발 인프라**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

* ICBM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클라우드 지원센터(NIPA),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NIA), 국제연구망(NIA) 등

※ ICBM 예시 :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스마트 매장관리 서비스 등

□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서비스 발굴

o D.I.Y 오픈 Lab의 단계별 구축․확산(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 등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

o 이용자 참여형 ‘(가칭)초연결사회 포럼’을 운영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

(규제, 프라이버시 등)를 논의하고, 이용자 삶의 질 지수를 개발․측정

2. 글로벌 IoT 전문기업 육성

□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o SW, 디바이스, 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 및 ‘IoT혁신센터’ 설립(’14.5월)

o 창의적 기업가 교육, 글로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최정예 IoT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

구 분 주요 내용 방식

창의적 IoT

기업가 양성

팀 단위 교육ㆍ훈련 및 실습 등을 통해 최정예 IoT 기업가

양성
정부 주도

전문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대기업과 IoT 유망기업간 프로젝트팀을 구성,

제품과 서비스 개발 지원

정부-민간

공동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

국내외 기업 간 자발적 파트너십 구성 → 공동 기술ㆍ서비스

개발, 투자 → 글로벌 동반성장
민간주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계 주요국과 온ㆍ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협력 강화
국제협력

□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

o 오픈소스 HW* 개발로 낮은 비용으로 디바이스 시장에 진입토록 하고,

신규 IoT 서비스 개발 시 디바이스․부품기업 협업으로 동반성장 유도

* 오픈소스 하드웨어 : HW제작에 필요한 회로도, 기판도면, 설명서 등이 개방·

공유된 것으로 기기·부품 시장 접근성 제고

o 웨어러블, 헬스케어, 초소형․초전력화 등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IoT 기기․부품의 전문기업 육성

※ IoT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체계적 시험인증․필드테스트 지원

o 창의 디바이스 Lab을 설치하여 디바이스 특화된 생태계를 연구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품화 사업화 글로벌 마케팅까지 지원 



□ 스마트 센서 산업 육성

o 스마트센서 R&D와 실증․시범사업 연계를 통해 스마트센서 핵심기반

기술 및 상용화 기술 확보 추진(미래부-산업부 협업)

- 산업부는 센서산업 발전계획(’12.12월)에 따라 2015년부터 주력산업 등에 

적용되는 첨단센서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등 추진 예정

- 미래부는 사물인터넷에 적용되는 스마트 센서의 기술개발, 제품화 

및 시범․확산사업, 상용화 기술 확보 등을 추진

□ 전통산업과 SW신산업 동반성장 지원

o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oT 기술지원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30% 향상 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각부처·지자체 민간기업

․전문컨설팅 ․IoT기업 지원 ․수요기업 지원 ․시범․확산사업 참여

o 지역별 특화사업 등과 연계,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Io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 명품화* 지원

* 예시 : 복약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약병,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헬멧등

□ 생애 전주기 종합지원

o 국내 R&D 결과물을 시범․확산사업 등에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IoT 사업화 지원’(R&D→실증→시범․확산) 강화

o 중소·벤처기업 대상 아이디어 → 시제품 제작 → 창업․사업화 →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시험인증지원 등 산업체 전주기 종합지원 추진

※ 국내외 다양한 지원센터들과 온·오프라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시너지 제고

3. 안전하고 역동적인 IoT 발전 인프라 조성

□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o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개발하고(’14년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등 국가(미국, 일본, EU 등) 간 협력체계 마련

o IoT 혁신센터에 보안기능․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여 기획단계부터 IoT 제품․서비스에 보안 內在化 추진

- 헬스케어, 가전 등 IoT 보안 분야 시범사업 추진

o IoT 제품에 탑재되는 보안 임베디드 OS 등 IoT 보안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보안기술 문제해결 전문가인 IoT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o 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 개념 도입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Privacy Enhancement Technology, PET) 개발

□ 유무선 인프라 확충

o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및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인프라(5G: ’20년까지 상용화, 기가인터넷: ’17년까지 커버리지 90%달성) 확충

o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여 1GHz 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 확보(~’23년)하고,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17년까지 주요 가입자망 구축완료)

o 원격지 사물 연결을 위한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

개발 추진(차량통신(V2V/V2I), 저전력 WiFi, TVWS, 디지털 무전기 등)



□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o 기존 단위형 R&D과제에서 사물인터넷 생태계(SPNDSe) 전반을 연계한 

‘IoT 중장기 R&D 계획’ 수립(’14년)

o 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 R&D 협력 및 EU 등 주요국과 

국제공동 연구 등을 통한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

* 국방부-미래부 협력을 통해 국방분야 IT융합기술개발 추진 중(’12.4월, MOU 체결)

※유럽 34개국, 아시아 19개국을연결하는국제연구망(TEIN)을활용한공동연구및실증사업추진

o 실태조사, 인력수급 분석 등을 통해 IoT 전문 커리큘럼 개발(’14년) →

ITRC, 재직자․구직자, 취업연계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규제없는 산업환경 조성

o 다양한 IoT 응용분야에서 창의적 IoT 제품․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분야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

-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영역은 ICT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관계

장관에 개선조치 요구가 가능(ICT특별법 제10조)

- 신제품․서비스의 경우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ICT특별법 제36조,

제37조)를 활용하여 新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

* ICT특별법의 네거티브 규제원칙(제3조)에 따른 지원 절차

o 규제 프리존(Regulation Free Zone)으로서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등 법․제도 기반 정비

붙임  사물인터넷 주요 서비스(예시)

□ 개 요

o 주변의 모든 것에 센서․SW․통신기능 등이 내장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Everything as a Service)로 이용

□ (개인 IoT)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

Car as a Service Healthcare as a Service Home as a Service

차량을 인터넷으로 연결
→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 (예시) 긴급구난 자동전송, 무인자율
주행 서비스 등

심장박동, 운동량 등 IoT정보 제공
→ 개인 건강 증진

※ (예시) 심장박동 케어, 건강 팔찌 케어
서비스 등

주거환경 IoT 통합 제어
→ 생활 편의, 안전성 제고

※ (예시) 가전·기기 원격제어, 홈 CCTV
서비스 등

□ (산업 IoT) 생산성·효율성 향상 및 신 부가가치 창출

Factory as a Service Farm(&Food) as a Service Product as a Service

공정분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
→ 작업 효율 및 안전 제고

※ (예시) 제조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물 감지·경보 서비스 등

생산·가공·유통 IoT 접목
→ 생산성향상 및 안전유통체계
※ (예시) 스마트 팜·축사·양식장, 식품
생산유통이력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변 생활제품의 IoT 접목
→ 고부가 서비스 제품화

※ (예시) 식습관관리 포크, 심장박동음
전달 베게, 행동패턴 분석 신발 등

□ (공공 IoT) 살기좋고 안전한 사회 실현

Public Safety as a Service Environment as a Service Energy as a Service

CCTV, 노약자 GPS 등 IoT정보제공
→ 재난·재해 예방

※ (예시) 어린이/노인 안심이, 재난재해
예보 서비스 등

대기질, 쓰레기양 등 IoT정보제공
→ 환경오염 최소화

※ (예시) 스마트 환경정보 제공,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등

에너지 관련 IoT 정보제공
→ 에너지 관리 효율성 증대

※ (예시) 스마트 건물에너지 관리, 스마트
미터, 스마트 플러그 서비스 등



참고  해외 사물인터넷 적용사례

o 도하, 상파울로 등, 스마트 워터 시스템 
- 카타르 도하, 브라질 상파울로, 중국 베이징 등 주요 도시는 펌프와 
상하수도 시스템에 센서를 설치하여 40~50%의 누수 방지 가능 

o 리우데자네이루, 지능형운영센터 운영 
- 기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역별 폭우 가능성을 40시간 전에 90%

정확도로 예측함으로써 도로 침수 등에 사전 대비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시간 약 30% 개선, 사망자 수 10% 감소 

o 영국,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교통체증 해소 
- 영국의 M42 고속도로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통행시간 

25% 단축 및 교통사고 50% 감소

o 신시내티, 쓰레기 관리시스템에 사물인터넷 적용  
-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 프로그램에 사물인터넷 적용

- 도시 내 쓰레기 배출량 17% 감소 및 재활용 49% 증가

o 바르셀로나,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에너지 절감
- 가로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소음수준, 공기오염도 등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조명 세기 조절

- 연간 최소한 30% 에너지 절감 가능 

o GE, 산업용 인터넷으로 생산공장의 효율성 증대 
- 생산라인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발견하여 불량률 감소

- 주요 산업에서 효율성을 1%만 끌어올려도 향후 15년간 2,7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가능 

o 그레이트 리버 메디컬 센터, 센터 의료기기 네트워크로 연결 
- 규제 약물 모니터링하는 마취 워크스테이션, 간호실 내 약물 추적,

자동화 보안 캐비넷, 약국 내 재고 관리 컨베이어 등에 적용
- 평균 90분이 소요되었던 약제 전달 시간을 30분으로 67% 감소
시키고, 제약비용 30만 달러, 재고비용 40만 달러 절감 

o 탑콘(Topcon)社 트랙터, GPS와 센서를 활용한 농축산업 효율화  
- GPS를 활용해 파종한 라인은 다시 지나가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트랙터 작업 효율을 20% 개선하고 수확량 증가 

o 바이탈리티社 글로우캡(GlowCap), 스마트약병 서비스
- 약 뚜껑에 센서를 부착하여 투약 시점에 불빛, 소리, SMS, 전화 등
으로 관련 정보 제공

- 글로우캡 사용 결과 98% 이상의 복약 이행률 발생

무선 혈압 모니터 – 실시간 혈압 모니터링

l 제조사 : 미국, iHealth Lab

l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혈압을 
모니터링

해피포크(HAPIfork) – 음식 투입속도 및 포크 
이용 횟수 등 측정

l 제조사 : 홍콩, HapiLabs

l 사용자가 음식을 먹는 데 투입하는 속도와 포크질 횟수 등을 
측정해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습관을 제안할 수 있음

l 측정된 기록은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바로
동기화할 수 있음.

유린케어(UrinCare) – 스마트폰 기반의 
대・소변 관리시스템

l 제조사 : 한국, 아이티헬스

l 스마트폰 기반의 대소변 관리 시스템, ZigBee 기반의 센서를 
내장한 기저귀와 감지시스템으로 구성

l 스스로 대소변을 처리하기 힘든 고령층 및 환자가 대소변시 
보호자 혹은 요양사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

 

커넥티드 자전거 – 자전거의 주행속도, 운행거리 
및 자신의 운동량 등 파악

l 제조사 : 한국, 삼성

l 미국의 자전거 제조업체 트렉(Trek)사와 협업해 갤럭시 노트3와
연동된 ‘커넥티드 자전거’를 개발

l 자전거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주행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측정하여 자전거는 핸들 중앙에 거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운동량이나 주행 거리 등을 파악

라이프밴드 터치 – 사용자의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손목밴드

l 제조사 : 한국, LG전자

l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칼로리 소모량, 걸음수, 이동거리 
등 신체 활동량을 측정하는 손목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l OLED 화면을 터치하면 시간, 스마트폰의 수신 전화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가방 속 스마트폰 음악도 원격 재생 가능

l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며 블루투스 
4.0을 지원

참고  주요 IoT 제품 및 서비스 동향



스마트밴드 – 스마트폰과 연동해 
건강, 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

l 제조사 : 일본, 소니

l 스마트폰과 연동해 건강, 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

l ‘라이프 로그’ 앱을 통해 몇 시간 걷고 얼마나 잤는지 등 특
정 날짜, 특정 시간에 활동한 데이터를 보여줌

에이스캔(A-Scan) - 입김만으로 알코올 농도 파악
l 제조사 : 한국, 에이스앤

l 사용자의 입김 속 알코올 농도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제품

- 앱으로 다양한 음주 및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음주운전 위험성을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
으로 알려주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

i-Limb – 세계 최초의 의수

l 제조사 : 영국, Touch Bionics

l 상업용으로 출시된 세계 최초의 의수로 2008년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중의 하나

l CeBIT 2014(정보통신기술 전시회, 독일 하노버)에 출범되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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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센서 – 테니스 칠 때 움직임 분석

l 제조사 : 일본, 소니

l 테니스 라켓의 손잡이 끝에 붙이는 센서를 탑재하여 테니스를 
칠 때 스윙 속도와 공의 움직임 등을 분석

Babble - 청각장애 부모 아이 돌봄장치
(Baby care communicator)

l 제조사 : 한국, ㈜모뉴엘

l 본체에 해당하는 스테이션(Station)과 손목에 차는 뱅글
(Bangle, Wearable Watch)로 이루어진 시스템 

l 스테이션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아기 울음,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하여 Bluetooth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Wearable Watch인 
뱅글 및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부모에게 아기상태에 따른 진
동과 불빛으로 알려주는 기능

l 센서 검색 및 연결, 센싱정보처리 등을 위해 ETRI에서 개발한 
센서가상화머신(SVM: Sensor Virtual Machine) 기술 적용

i리모트 애플리케이션 – 차량 상태 확인 및 
잠금 등 원격 제어

l 제조사 : 독일, BMW

l 갤럭시 기어를 이용 BMW i3의 전기 충전량, 차량의 관리 상태,
썬루프와 문 잠김, 창문 개폐여부 등을 한 눈에 확인

l 또한 S 보이스 기능을 탑재하여 음성으로 내비게이션에 주소지 
입력, 차량제어도 가능

Pebble – 차량의 주차 위치나 도어 잠김 여부,
주유 상태 등을 파악

l 제조사 : 독일, 벤츠

l 차량의 주차 위치나 도어 잠김 여부, 주유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l 자동차 제어 및 각종 정보 제공 등 운전자가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주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Planty – 스마트 화분

l 제조사 : 한국, 벤처기업 nThing (출시예정)

l 스마트 화분에서 물, 빛 등이 식물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스마
트폰으로 전송하여 관리

l KETI에서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Mobius 1.0) 기술 적용

 

RGB Lamp – 컬러 제어와 빛 출력제어 RGB 조명

l 제조사 : 유럽, NXP

l NXP JN5168 마이크로프로세서와 SSL5001 SSL 드라이버를 
이용하며, ZigBee와 JenNet-IP를 통해 통신

올조인(Alljoyn) - 기기간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네트워킹 플랫폼

l 제조사 : 미국, 퀄컴

l 올조인 오픈소스 플랫폼은 제품, 기기 및 서비스는 생산업체나 
운영체계와 관계없이 기기간 소통이 되도록 사물간 연결 지향

트래커(TRACK.r) - 스마트폰서 제품등록, 관리 지원

l 제조사 : 한국, 아이티원

l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손쉽게 제품을 등록 관리

- 스마트폰에 등록한 제품이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스마트폰과 
제품에서 1차 경고, 2차 제한 거리를 넘어서면 2차 경고를 하고
추가 등록한 다른 연락처에 위치를 전송

에피(Epi) - 피부 수분을 측정해 SNS로 정보교환

l 제조사 : 한국, 아롱엘텍

l 3극으로 이루어진 센서로 피부 수분 정도를 측정해 알려줌.

앱을 활용해 다른 사람과 비교가 가능

- SNS로 사용자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연령별, 상황별,

부위별로 개인에 맞는 정보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Bag2Go – 도난, 훼손 사실을 알려주는 가방

l 제조사 : T-Mobile, 에어버스, 리보바

l 무선네트워크와 GPS 기술을 갖춘 여행 가방으로서, 누군가가 

가방을 훕치거나 훼손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

l CeBIT 2014(정보통신기술 전시회, 독일 하노버)에 출범되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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