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4 -

Ⅰ. 서  론

iot(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
집, 공유, 활용되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을 뜻한다.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는 1999년 매사추세츠공
과대학(MIT)의 오토아이디센터(Auto-ID Center) 

소장 케빈 애시턴(Kevin Ashton)이 향후 RFID(전
자태그)와 센서를 일상에 사용하는 사물에 탑재한 
사물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Ⅱ. 본  론

Ⅰ. IOT기술의 동향
현재 iot동향은 5개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AI(인공지능)의 역할 범위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프로그램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서 테스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두 번째, 불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
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
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안전하
고 투명성있는 모델 위에 성립되어 있어 기업은 
거래를 자동으로 암호화하고 더 빠른 결제가 가능
하다. iot의 실시간 데이터 통신은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은 iot 네트워크내의 디바
이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유출등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세 번째, 데이터 보안 기능 향상이다. 앞서 말했
듯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iot와 융합하는 등 
보안 분야에 대해 발전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빅데이터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진다. 

iot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기술이기 떄문에 데
이터 양이 방대해진다. 그러므로 iot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 iot의 수많은 기
기들 간 인터넷 연결을 통해 데이터의 양은 늘어
날 것이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 분석하는 빅데이터
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빅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다섯 번째, 연결된 디바이스 수의 증가이다.

iot가 보급됨에 따라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네트
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iot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로인한 소비자들의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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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적
어도 디바이스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Ⅲ. IOT기술의 전망

위의 동향들을 보건데 iot의 발전전망은 아주 밝
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9년부터 5G상용화를 제시
하고 있으며 5G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현재, 과거가 아닌 미래
를 예측하는 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생겨나며 서비
스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
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기술을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인 스마트 시티
도 여러 지역으로 확  될 것이다.

Ⅳ. 결  론

IOT는 요즘 트렌드에서 봤듯이 인공지능, 블
록체인, 데이터보안, 빅데이터 등 많은 분야에서 
접합 되고 있다.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 IOT는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핵심이며 산업혁명을 이
끌어 가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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