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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to-Machine(M2M) refers to technologies allowing both wireless and wired systems to communicate with 

other devices. The enhancement of wireless technologies and the reduced cost of wireless connection have contribu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M2M market. M2M market currently focuses on public sector services, As M2M can offer 

scalable and flexible services, M2M servic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doubts on whether the demand for M2M services will be increas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easibility of M2M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ors. Operators evaluate that M2M services will show high marketability but 

low profitability in general. In addition, operators predict that M2M services will show both marketability and profitability 

in the area of car maintenance, insurance, telematics, home and office security, shop floor maintenance, and real-time 

locating services for children protection. This study may offer some ideas of M2M business models based on empirical 

feasibi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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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2M 서비스 구조

1. 서  론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이하 M2M)은 인

간의 직  개입이 필요 없는 개체 간 통신기술을 

의미한다[18]. 국내에서는 사람  사물, 사물  

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

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인 라로 정의되고 있다[4]. M2M

은 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리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 기술이며, 수많은 정보단말

이 M2M 기술의 용 상이 된다. 특정 분야에서 

제한 으로 이용되던 M2M은 무선통신 기술 발달

과 비용 하락에 힘입어 B2B  B2C 분야에 본격

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사물통신기반 구축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산업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2010년에는 주

무부처인 방송통신 원회가 ‘10  미래 유망방송

통신 서비스’  하나로 M2M을 선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련 기술의 표 화와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M2M이 확장성

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교통, 보건, 기상, 사회 안

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에 

주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데[2], 일 로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시

장의 포화에 따른 신규시장 발굴 차원에서 M2M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M2M은 음성

이나 데이터 통신에 비해 가입자당매출(ARPU)가 

낮은 신 트래픽 발생량이 고 고객 이탈률이 

낮으며, 향후 이동통신서비스가 4G로 환될 경우 

기존 2G, 3G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정 인 수익

을 창출할 수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매

력 인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9]. 이미 SKT, Olleh 

KT, LG 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력, 가스, 

수도 등 원격 검침 분야와 차량제어  제분야, 

무선 보안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 에 

있다.

그러나 M2M은 복잡한 가치사슬 구조로 인한 리

더십 문제와 기술 표 화 문제, 정보보호 이슈나 

련 법제 미비 등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참여  투자를 축시킬 수 있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로의 진출

을 고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형성될 것이며 어떠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서비스 모델은 시장을 형성하고 확 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가 가

능할수록 많은 사업자  이해 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확산되는 것

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2M 산업의 성공 요소로 서비스 

모델에 주목하고, 사업자 에서 유망 M2M 기

반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해 M2M 

련 분야의 문가 상 설문조사를 토 로 서비스 

별 사업성을 알아보기 해 시장성과 기술장벽,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M2M 황

2.1 M2M의 개념

M2M은 사람  사람, 사람  사물 간 통신은 물

론, 사물과 사물과의 자율 인 통신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인 라이다. 통신은 정보단말이 수행

하는 연산, 통신  네트워킹 기능을 계량기나 온

도계와 같은 일반 사물에도 부착하여 사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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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거나 사물 간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상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 M2M 기술은 원격지의 기기, 사물, 차량, 사람,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어․수집하고 목 에 

맞게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개인

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

능형 센서 네트워킹  모니터링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M2M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에서 

MTC(machine-type communication)  MOC(ma-

chine-oriented communication)와 유사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물에 부착된 RFID 태그(센서)

를 소형 무선장치에 목하여 이들 간 통신을 통

해 실시간 정보를 획득, 처리, 활용하는 USN(Ubi-

quitous Sensor Network)를 실화하는 구성요소

로 볼 수 있다. 즉, 유비쿼터스에서 구 하고자 하

는 u-헬스, u-오피스, u-시티, u-홈, u-물류의 기

반 기술  하나가 M2M 기술인 것이다. 개념 상

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 주소를 부

여하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IoT(Internet of things)

의 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의 개방․확 와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향상 등 통

신기술 발 에 힘입어 사물 간 통신이 구 되고 

있으며, 모든 정보단말과 서비스가 IP로 통합 연결

되는 All-IP 환경을 맞아 그 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M2M 련 연구들을 분석

하면 M2M 기술 발 이나 보안, 표 화와 같은 기

술  과 M2M 기반 응용 서비스 설계 연구

(ex：시각장애인을 한 M2M 기반의 지능형 보

행보조시스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M2M 기반 스

마트 팩토리 리시스템 설계  구 , 사물지능

통신에서 차세  재난방재시스템에 한 연구)와 

같은 서비스 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M2M 

련 기술  서비스에 한 연구들이 USN과 다

소 유사한 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로 USN 

응용 서비스( ：시설물 리, 개인 헬스 어, 미

터링 등)가 M2M 응용 분야와 기술 구  방식이 

상당부분 유사하다[11]. 이처럼 USN과 M2M은 기

술 으로나 서비스 형태로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M2M은 USN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구

하기 한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상된다. 

<표 1> 지능형 통신의 유사개념

용어 정의 출처

M2M

인간의 직 인 개입이 꼭 필요 

하지 않은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 발생하는 통신

ETSI

MTC

인간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객체가 여 

하는 데이터 통신의 형태

3GPP

IoT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 

하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ITU-T

MOC

인간의 직  개입이 최소한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요구되지 않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객체 간 통신

ITU-T

USN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상황인식 

기능에 의해 처리 후 때와 장소, 

상을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

ITU-T

주) 유상근 외[7] 재정리.

2.2 M2M 기반 기술

M2M 구 을 해서는 객체를 식별하는 식별기

술과 센서 네트워킹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환경 변화를 수집하는 정보수집 

기술, 력  소형 기기를 한 무선통신 기술, 

유무선  모바일 네트워킹 기술, 정보처리와 환경 

변화에 스스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화 기

술, 네트워크 모듈화, 이기종 기기  사물 간 상

호 연동성을 지원하는 사물통신 네트워크 구조 등

이 필요하다[11]. 

구성요소를 다시 가치사슬로 구분하면 크게 정보

단말과 네트워크, 랫폼, 어 리 이션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정보단말은 정보 송수신 채 로 기능

하게 되는데, 2G, 3G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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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송하고 가공처리 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수집된 정보들이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

는 형태로 제공되기 해서는 랫폼과 어 리

이션이 요구된다. 랫폼이란 다양한 제품  서

비스가 효율 으로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개

발된 공통 구조를 말하는데[20], M2M 랫폼은 

통신과 I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사물, 차량, 

사람, 동물의 상태 정보와 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어, 리하는 솔루션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

보 단말은 정보를 수집하는 록시(proxy)일 뿐 그 

자체가 서비스 주체가 될 수 없으며 M2M 랫폼

을 거쳐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M2M 랫폼

과 유사한 개념으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가 있는데 이는 기와 에

지 같은 사회 간 시설에 한 감시  통제를 담

당하는 시스템으로 안 을 해 폐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17]. SCADA은 폐쇄된 환경에서 

용 로토콜  로그램을 통해 사물 제어와 정

보 획득이 가능한 반면, M2M은 개방된 환경에서 

표 화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

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서비스가 가

능하다는 장 이 있다. 랫폼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동일 기능을 복해서 개발함으로써 투입 

비 산출 효과가 하되고, 망 자원 운 의 비효율

성을 래하게 되고, 용 단말 개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말 개발 환

경에 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 망 자원 효

율화  사업자들의 참여를 진하여 M2M 시장

이 확 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리더십을 가

진 사업자가 랫폼을 개발하여 공개하면 자산이 

특수화되지 않고 공통화 되는데, 이 경우 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가 확 되고 거래빈도를 높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1]. 최종 소

비자에게는 근태 검이나 건강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한 어

리 이션 개발이 요구된다. 어 리 이션 사업

은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부가

가치가 극 화되는 가치사슬  하나이다. 

2.3 시장 측  서비스 역

M2M은 다양한 분야에 확장 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로. 주요 응용 분야로는 차량(텔 매틱스), 원

격 검침, 물류, 유통, 융, 보안  제, 의료, 자

산 리 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각각의 

응용 분야는 수직 시장(vertical market)을 형성하

고 있다[10]. M2M 용 분야  주요 서비스 유형

은 <표 2>와 같다. 

 

<표 2> M2M 주요 서비스 유형

구 분 용 분야

자동차
차량 제어, 차량도난 방지, 운임 지불, 
톨게이트비 지불 등

원격 검침
가스, 물, 기 사용량에 한 원격 검침 
 지불 리

물류
택배  배달차량 추 , 주문상품 추  
서비스 등

융
POS 휴 용 결제 솔루션, ATM 고객 
서비스, 내방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유통 매장내 재고 리, 제품 유통기한 리 등

보안 CCTV를 활용한 보안

치 추
치추 시스템을 통한 사물, 사람, 동물 

추

의료
압, 당뇨 등 개인건강 체크솔루션, 생명 

징후 포착 솔루션 등

자산 리 자 기, 복사기 등 원격 자산 리

감시 재소자 감시, 성범죄자 감시

M2M 로벌 시장은 2015년까지 43조 원의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은 2020년까지 2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12]. 

단말기 속 수와 시장 측을 토 로 봤을 때 

로벌 시장에서 텔 매틱스와 원격 검침, 수송 

분야에 한 수요 측이 가장 크며, 가치사슬  

어 리 이션 시장이 확 될 것으로 상되고 있

다. 실제로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모바일 장치가 

연동된 애 리 이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후나 

온도 변화, 재해 등의 환경 모니터링 련 분야와 

모바일 헬스 어 련 애 리 이션이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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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원) 

CAGR : 23%

DeviceNetwork

Platform
Application and
Managed Service

19.3
23.7

29.2

35.6

43.4

2011 2012 2013 2014 2015

주) IDATE(2010), Berg Insight(2010) 자료 재구성.

[그림 2] M2M 로벌 시장 망

가 되고 있으며[3], 소비자 상의 정보단말 확

로 헬스 어나 스마트 홈, e-book 등 소비자 시장

(B2C)으로 차 확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10]. 

3. M2M 서비스 사업성 연구 

M2M 시장 참여를 검토하거나 희망하는 사업자

들은 사업 참여를 한 제반 여건을 악하고 자

사 입장에서 유망 비즈니스를 도출한 후, 자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구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선별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신규 사업 추진 로세스

는 [그림 3]과 같이 신규 분야 참여에 한 타당성

을 확인하고, 서비스 아이템을 도출한 후 추진 

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Why → What → How

-니즈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후보

 도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 

 수립

[그림 3] 신규사업 추진 로세스

3.1 니즈 분석  타당성 분석

조직 내에서 신규사업 참여에 한 요구  공

감 가 형성되면 사업이 시장성이 있는지, 수익 창

출이 가능한지, 자사가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단하기 한 사업타당성 분석(feasi-

bility study)을 실시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신규 

사업을 상으로 다양한 에서 성공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계획사업의 

객 성을 확보하여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 과 제약요소를 악할 수 있으

며,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자 계획 등 세부항목

에 한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세부사항을 검할 

수 있게 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확보되면 사업 후보를 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3.2 사업 후보 도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M2M 기반 서비스는 통신 기술을 포함한 련기

술의 발 에 힘 입어 기술  구  정도는 이상

인 모습에 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구 할 것이냐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이 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 을 해서도 서비

스 구 에 한 계획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서비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포함한다. 비즈니스 모

델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이 어디에 치하고 있

는가를 보여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련된 문

제와 직결되는 핵심 인 요소이다[21]. Chesbrough 

[15]는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을 가치나 이익과 같

은 경제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

도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지 않으면 산업화될 수 

없고 사장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기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교  정형화된 모

습을 띄고 있었다. 백화 은 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통신업체는 회선을 제공하여 수

익을 창출하는 식이었다. 산업 내 사업자들은 유

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품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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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구성
요소

정의  요성

가치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고객 
입장에서 어떠한 효익을 가지게 될지에  
한 내용. 고객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포함시켜 어떻게 
제공할지에 향을 미침

시장
거래 유형, 산업 유형을 심으로 목표 시 
장을 결정. 시장이 명확해야 구체 인 비즈 
니스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음

가치 
사슬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참여자와 부가가치 
창출 단계를 악할 수 있음. 부가가치가 
극 화되는 부분을 악하여 여기에 집 할 
수 있으며, 트  탐색을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익 
 

수익
구조

이용 댓가로 고객에게 얼마를 요구하고, 공 
자  트 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매출 

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 이익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원  목 에 가장 직 인 향 
을 미침

우수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능력  마  

능력, 가격으로 경쟁을 하 다. 그러나 ICT의 발

은 새로운 사업 모형을 탄생시키고 있으며 기업

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면 이에 맞추어 기술이 

진보하는 역  상이 벌어지면서 비즈니스 모델

을 잘 구축하는 것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요해졌다. 

비즈니스 모형의 구성요소와 련하여 Timmers 

[22]는 사업모형을 1)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역할과 

그들 간 가치 흐름의 구조 2) 참여자가 얻을 잠재 

이익 3) 사업주도자가 얻게 될 수익의 원천으로 정

의했으며, Mahadevan[19]은 가치의 흐름(value 

streams), 수익의 흐름(revenue stream), 물류의 흐

름(logistical stream)으로 정의하 다. Amit and 

Zott[14]는 거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지배구조로 비

즈니스 모형을 정의하 으며, Chesbrough and Ro-

senbloom[16]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로 가치

명제, 시장 세분화, 가치 사슬, 수익구조와 목표 이

윤, 가치 네트워크, 경쟁 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비즈니스 모형의 구성요소를 가치, 

시장, 가치사슬, 이익  수익구조의 네 가지 요소

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비

즈니스를 할 때 어떤 시장을 공략하여 어떠한 가

치를 창출할 것이며, 어떻게 가치사슬을 형성해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을 의

미한다고 하겠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는 

<표 3>과 같다. 

3.3 사업계획 수립

사업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면 사업계획

(business plan)을 통해 보다 구체 인 사업 략

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계획이란 사업 주체가 가지

고 있는 사업에 한 아이디어를 제반 경 활동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

성한 것으로 계획사업 추진에 한 방향성을 제공

하며 사 에 계획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

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13]. 일반 으로 사업계

획 수립에는 기업 황을 비롯하여 제품  서비스

의 개발계획과 운  계획, 마  략, 생산 략 

그리고 재무 련 항목들이 포함된다. 

4. M2M 응용 서비스 사업성 연구

4.1 연구 내용  방법

사업 후보 도출은 사업 타당성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한 요한 활동이다.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의 시장성과 참여 여부를 단하기 해 사

업 후보를 도출하여 서비스 구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에서 M2M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측하기 해 

몇 가지 주요 거를 설정하여 평가하 다. 즉, 사

업성 평가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5, 8] 

기술평가 시스템(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KTRS)의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지표인 시장성1)

1) 시장성은 향후 3년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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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술장벽(기술성),2) 수익성3)을 토 로 M2M 

사업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M2M의 시장

개 방향을 측하 다. 

먼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M2M 응용 서비

스를 종합하여 상 서비스 군을 선정한 후, 문

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장성  기술구  가능

성을 바탕으로 3년 내 상업화가 가능한 서비스 

상군을 도출했다. 도출된 내용 , 교도소 내 재소

자 감시와 성범죄자 감시 분야는 시장이 소하고 

기 사업자가 존재하며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다

는 단에 분석 상에서는 제외하 다. 

4.2 설문 조사

다음으로 도출된 서비스 상군에 한 사업자 

에서의 사업성 망을 알아보기 해 문가

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M2M 서비스에 

한 시장성, 기술장벽, 수익성을 측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

에 해 리커트 5  척도에 기반하여 응답하도록 

개발되었다. 설문 상은 재 M2M 사업을 비 

이거나 사  검토를 수행한 기업  기  소속 

문가로 한정했으며, 업종은 M2M 시장의 주요 참

여자인 통신(MVNO 사업자 포함), SI, 단말  칩

셋 제조사, SW 기업으로 상을 정했다. 한 시

장에 한 거시 인 도 포함시키고자 조사 

상으로 컨설턴트까지 확 하여 실시하 다. 응답

자의 문성을 확보하기 해 재 조직 내 M2M 

사업 담당자  과장  이상 응답만 반 하 다. 

조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직  방문을 

통해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지 기입 방식으

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37부

의 설문을 수거했으며,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

2) 기술장벽은 해당 서비스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력

이나 해당 산업에 한 기술  이해를 필요로 하

는 정도로 측정.

3) 수익성은 해당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정 수 의 매

출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로 측정.

하고 33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설문 조사

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 특성

항목 구 분 응답 수

소속 
조직의 
업종

통신 분야 7

SI 분야 10

단말  칩셋 제조사 6

SW 7

컨설  기 3

해당분야
근무 경력

5년 미만 0

5년 이상 10년 미만 6

10년 이상 20년 미만 24

20년 이상 3

학력

졸 3

학원 재학(석․박사) 16

석사 4

박사 10

M2M 
사업참여 
여부

검토 이거나 비 16

참여 의사가 없거나 시기상조로 
단

17

4.3 분석 결과

4.3.1 사업성에 한 문가 인식

문가 응답을 바탕으로 M2M 응용 분야  응

용 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장벽, 수익성을 분석한 결

과 <표 5>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  가장 

크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상된 분야는 차량 

분야로 나타났으며(M = 4.27), 유통, 융과 홈․

오피스, 의료, 추  순으로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서비스 유형에 한 분석 결과로는 차량 정비 

 진단 서비스를 포함하는 차량 리 분야의 시

장성 망이 가장 높았으며(M = 4.73), 기차 

제와 보안 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M 

= 4.18), 다음으로는 등교 알람․안심 귀가 서비스

가 평균 4로 나타났다. 

기술장벽과 련해서는 의료 분야(M = 3.86)와 차

량 분야에 한 기술 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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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2M 응용 서비스에 한 문가 평가

응용 
분야

시장성
기술
장벽

수익성 서비스 유형 시장성
기술
장벽

수익성

차량 4.27 3.53 3.22

차량 리

차량 정비  진단 서비스
도난차량 치추
차량 제어
차량 제

4.73 3.33 3.67

기차 제 배터리  충 소 제 4.18 3.76 2.88

인슈어런스 
텔 매틱스

운행기반 보험료 산출 한 운행 리 
3.91 3.48 3.12

자동비상 콜, 사고 원스탑 처리

홈․
오피스

3.61 2.46 3.16

원격 검침
력 수도 가스 원격 계측

3.64 2.27 2.76
계측에 따른 실시간 과

보안 서비스
내 보안 서비스

4.18 2.70 3.52
사무실 내 보안 서비스

자산 리  
가  통제

자산에 한 원격 리
3.00 2.42 3.12

가 기기 원격 통제

유통․
물류

3.74 2.70 2.97

매장 리
제품 유통기간 리 재고 리 

3.70 2.70 3.06
자동계산 서비스

물류 리
주문 상품 치 추

3.79 2.70 2.88
배송차량 치 추

의료 3.39 3.86 2.71

홈 헬스 어 
서비스

개인건강 체크 솔루션 3.21 4.18 2.91

오피스 헬스 어 
서비스

직장인 건강 리 서비스 3.18 3.79 2.67

독거노인 
헬스 어 시스템

독거노인 생명탐지 솔루션 3.79 3.61 2.55

융 3.61 2.94 2.48

결재 지원
자 기, POS 결재

3.85 2.85 2.45
톨게이트 비용 처리

Smart 
Branch

무인지 형 융 서비스
3.36 3.03 2.52

내방객 인식통한 맞춤 서비스

추 3.35 2.07 2.74

어린이 보호
등교 알람․안심 귀가 서비스

4.00 2.15 3.30
미아 방지 추  

노인․장애인 
보호

노인  장애인 추  3.48 2.12 2.79

동물 리 애완견 추  등 2.58 1.94 2.12

합 3.66 2.94 2.90

로 나타났다(M = 3.53). 서비스 유형에 한 분석 

결과로는 개인건강 체크 솔루션인 홈 헬스 어 서

비스의 기술장벽이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직장인 건강 리 서비스와 독거노인 생명

탐지 솔루션으로 각각 3.79, 3.61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차 배터리  충 소 제와 련한 기

술장벽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76). 

수익성과 련하여 문가들은 차량 분야의 서

비스가 수익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상했으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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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T검정 결과-응용 분야

응용 분야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차량_수익성
참여의사 유 16 3.46 .6310

31 2.079
*

참여의사 무 17 3.00 .6347

홈․오피스_수익성
참여의사 유 16 3.46 .7491

24.980 2.626
*

참여의사 무 17 2.88 .4705

유통․물류_기술장벽
참여의사 유 16 2.44 .6021

29.146 -2.613*

참여의사 무 17 2.94 .4963

추 _시장성
참여의사 유 16 3.08 .6266

31 -2.858
**

참여의사 무 17 3.61 .4122

추 _기술장벽
참여의사 유 16 1.62 .5558

31 -4.237
***

참여의사 무 17 2.49 .6137

추 _수익성
참여의사 유 16 2.40 .5990

31 -2.737*

참여의사 무 17 3.06 .774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 3.22), 다음으로 홈․오피스 분야(M = 3.16)에 

한 수익성을 높게 측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차량 분야의 시장성과 수

익성 망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유형

으로 보면 차량 리(차량), 인슈어런스 텔 매틱

스(차량), 보안 서비스(홈․오피스), 매장 리(유

통․물류), 어린이 보호(추 ) 순서로 높게 나타났

다. 부분의 서비스가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에서 M2M은 에 없던 새로운 기

술이 아닌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술장벽에 한 사업자의 

항감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분의 응답자들이 M2M 기반 응용분야  서비

스 유형에 해 시장성을 정 으로 인식하는 반

면(M = 3.66), 수익성에 해서는 낮게 평가하

는데(M = 2.90) 이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4.3.2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 

사업 참여에 정 인 조직과 그 지 않은 조직 

간에 어떤 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해 추가분석을 실시하 다. 비교 상은 M2M 사

업참여 의사가 있는 조직( 재 사업 참여 검토 

이 거나 비 인 기업, 사업성에 해 정 으

로 분석한 컨설턴트)과 그 지 않는 조직(사업을 

검토했으나 참여하지 않기도 한 기업, 사업성에 

해 부정 으로 반응한 컨설턴트)으로, 이들 응답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

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T검정 결

과는 <표 6>과 같다. 

먼  시장성과 련해서는 추  분야에 한 비

참여 조직의 망이 평균 3.61인데 반해, 참여 조

직의 망은 평균 3.08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 다(t = 2.858, p = 0.008).

기술장벽에 해서는 유통․물류 분야와 추  분

야에 해 비참여 조직이 참여 조직 보다 기술장

벽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613, 

p = 0.014：t = 4.237, p = 0.000). 

수익성과 련해서는 차량과 홈․오피스의 수익

성에 해 참여조직이 더 정 으로 망한 반면

(t = 2.079, p = 0.046：t = 2.626, p = 0.015), 추  

분야에 해서는 비참여 조직이 더 정 으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37, p = 0.010). 이

를 종합하면, 참여 의사가 있는 조직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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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비스 유형별 T검정 결과-시장성 련

서비스 유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기차 제 
참여의사 유 16 4.44 .7274

24.006 2.369*

참여의사 무 17 3.94 .4288

내․사무실 
보안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4.44 .6292
31 2.405

*

참여의사 무 17 3.94 .5557

어린이 보호를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3.50 .9661
31 -3.633

**

참여의사 무 17 4.47 .5145

노인․장애인 보호를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3.25 .5774
31 -2.059*

참여의사 무 17 3.71 .686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서비스 유형별 T검정 결과-기술장벽 련

서비스 유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재고 리 등 
매장 리

참여의사 유 16 2.44 .6591
31 -2.441

*

참여의사 무 17 2.94 .5557

배송차량  제품 추  등 
물류 리

참여의사 유 16 2.44 .6291
31 -2.087

*

참여의사 무 17 2.94 .7476

어린이 보호를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1.69 .6021
31 -3.651

**

참여의사 무 17 2.59 .7952

노인․장애인 보호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1.75 .6831
31 -2.951

**

참여의사 무 17 2.47 .7174

애완견 추  등
동물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1.44 .5124
31 -5.487

***

참여의사 무 17 2.41 .50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홈․오피스 분야의 시장성을 높게 망하고 있으

며, 비참여 조직에 비해 기술 구 의 난이도를 낮

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용 서비스 분야의 시장성에 한 독립 T검정 

실시결과는 <표 7>과 같다. 먼  참여조직의 시장 

망치가 높은 분야는 기차 제, 내․사무실 

보안 서비스 으며(t = 2.369, p = 0.026：t = 2.405, 

p = 0.022), 비참여 조직의 망치가 높은 분야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보호를 한 추  서비스

다(t = 3.633, p = 0.001：t = 2.059, p = 0.048). 

기술장벽과 련해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참여 조직이 반 으로 해당 서비스의 구

을 한 기술 요건들을 어렵게 보고 있었는데, 

재고 리 등 매장 리 서비스와 배송차량  제

품 추  등 물류 리 서비스, 어린이 보호를 한 

추  서비스와 노인․장애인 보호 한 추  서비

스, 애완견 추  등 동물 추  서비스에서 참여 조

직보다 기술  장벽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41, p = 0.021：t = 2.087, p = 0.045 

：t = 3.651, p = 0.001：t = 2.951, p = 0.006：t = 

5.487, p = 0.000). 

마지막으로 응용 서비스 분야의 수익성에 한 

T검정 결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리, 인슈어런스 텔 매틱스, 내․사무실 보안 서

비스, 자산 리  가  통제 서비스에 해 참여

조직이 높은 망치를 내놓았으며(t = 2.464,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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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비스 유형별 T검정 결과-수익성 련 

서비스 유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차량 리
참여의사 유 16 4.06 .9979

28.249 2.464
*

참여의사 무 17 3.29 .7717

인슈어런스 
텔 매틱스

참여의사 유 16 3.44 .8139
30.989 2.079

*

참여의사 무 17 2.82 .8828

내․사무실 
보안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3.94 .9979
26.809 2.721*

참여의사 무 17 3.12 .6966

자산 리  가  통제
참여의사 유 16 3.63 1.0247

22.152 2.798
*

참여의사 무 17 2.82 .5286

어린이 보호를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2.88 .9574
31 -2.543

*

참여의사 무 17 3.71 .9196

노인․장애인 보호 한 
추  서비스

참여의사 유 16 2.38 .6191
31 - 3.181**

참여의사 무 17 3.18 .809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0.020：t = 2.079, p = 0.046：t = 2.721, p = 0.011 

：t = 2.798, p = 0.010), 반 로 비참여 조직은 어

린이 보호를 한 추  서비스와 노인․장애인 보

호 한 추  서비스에 해 참여조직 보다 높은 

망치를 나타내었다(t = 2.543, p = 0.016：t = 

3.181, p = 0.003). 

4.4 M2M 시장 개방향 측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순차 으로 제시될 수 

있다[6]. M2M 시장 역시 가치실 을 심으로 시

장성과 수익성이 높고 기술장벽은 낮은 분야부터 

형성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를 토 로 M2M의 시장 개 방향을 측하면 [그

림 4]와 같다. 

먼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기술장벽이 

낮은 홈․오피스 분야와 유통․물류 분야의 시장 

형성이 유리할 것으로 상되며, 큰 수익성이 

상되나 련 기술개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텔 매틱스 분야에 한 투자에 해서는 형 사

업자들이 집 할 것으로 보인다. 반 로 시장 진

입을 해 요구되는 기술력과 수익성은 낮으나 일

정 수 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상되는 추  

분야에는 견  소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할 것

으로 상된다. 그리고 제도  기술  장벽을 해

결하면서 진 으로 의료  융 분야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개해 나갈 것인가와 련해서는 

앞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로 언 했던 서비

스 가치, 목표 시장, 가치사슬의 구성과 이익  

수익창출에 한 사업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 M2M 시장 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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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향후 연구방향

5.1 결론

M2M 산업은 재난․재해 방지와 사회 안 , 에

지 감  이산화탄소 감축 등  국가  사안을 

추진하는데 요한 기반 시설이다. 앞으로 다양한 

응용 로그램을 기반으로 B2C 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안 과 편리라는 효익

을, 사업자는 신사업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나아가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과 차

세  인터넷 패러다임인 사물 인터넷(IoT)의 리더

십을 확보하기 한 기반 산업이라는 에서 ICT 

산업 내에서의 치를 간과할 수 없다. 지 까지 

M2M 서비스는 정부 주도 하에 B2G 심으로 구

되어 왔으나 산업 발 을 해서는 공공 뿐 아

니라 민간 분야로의 서비스 확 가 시 하다. 하

지만 시장 확 를 해서는 시장에 요구가 존재해

야 하고 이를 해 가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요

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M2M 산업의 성장 요소로 서비

스 모델에 주목하고 사업자 에서 유망 M2M 

기반 서비스를 도출하여 사업성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가 설문을 통해 

M2M 응용 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장벽, 수익성을 

토 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들은 부분

의 서비스에 해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수익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주 하게 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데 아무리 

신 인 서비스 모델이어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명분을 잃

게 되기 때문이다. 즉, M2M 산업에 한 시장의 

기 감은 있지만 수익 차원에서 시장의 확신은 부

족한 것으로 분석하 다. 

둘째, 시장성과 수익성 모두 높게 나타난 분야로 

차량 리, 인슈어런스 텔 매틱스, 홈․오피스 보

안 서비스, 매장 리, 어린이 보호를 한 추  서

비스 등이 도출되었는데, 이 분야에 한 사업자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셋째, 세부분석으로 들어가 가장 크게 시장이 형

성될 것으로 상된 분야로 차량, 유통, 융과 홈 

․오피스, 의료, 추  순서도 도출되었으며, 특히 

차량 정비  진단 서비스, 차량 리, 기차 

제와 보안 서비스, 등교 알람․안심 귀가 서비스에 

해 사업자들의 사업 망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장벽과 련해서는 의료 분야의 기술장벽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기차 배

터리  충 소 제 분야의 기술장벽도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과 련해서는 차

량 분야의 서비스 수익성과 홈․오피스 분야, 유

통․물류 분야의 수익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조직과 그

지 않는 조직의 측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사업참여 의사가 있

거나 사업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직

은 차량, 홈․오피스 분야에 한 수익성을 높게 

보며, 비참여 조직에 비해 기술 구 의 난이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벌 시

장에서 차량  홈․오피스 분야에 한 시장을 

크게 망하는 기존의 망치와 일치하는 결과이

며, M2M은 완 히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센싱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견해

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5.2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가지는 실무  의미는 최근 M2M 분

야에 한 사업자들의 심이 증가하고, 사업타당

성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문가 의견을 토 로 M2M 서비스에 

한 시장 망을 사업자 에서 제시한 을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련 자료가 부재

한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유용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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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먼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설문 표본 수를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겠으며, 사업 참여 유무나 의 차이보

다는 M2M 서비스 제공을 한 가치사슬에 존재

하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사업성 측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치사슬 내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구간과 투자가 필요한 역, 사업 추진에 걸림돌

이 되는 역  요소를 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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